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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문화유산은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문화의
자산이다. 문화유산은 한번 훼손되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의
문화유산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재난을 견디어 온 더욱 소중한 유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주는 것이
곧 나라사랑의 근본이 되며 겨레 사랑의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급격한 발달과 건설공사 등 각종 개발사업의 증가 등으로 귀중
한 문화유산이 직간접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개
발사업자 입장에서는 문화재로 인한 계획수정, 일정지연, 개발 취소 등으로 많은 예산
과 시간이 낭비되고 각종 민원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일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들이 각종 개발로 인하여 훼손되는 것을 최
소화하고, 각종 개발과정에서의 예산과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문화재 관리에 도입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문
화재 GIS 구축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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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효과적 문화재 관리 방법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1. 문화재관리와 지리정보
문화재는 단순한 목록과 설명 정보만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문화재는 특
정 장소에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효과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는 해당 문화
재가 존재하는 위치에 대한 정보도 함께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지정문화재의 경우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등의 구역 정보(지리정보)를 지형도면 등
으로 고시(토지이용규제기본법)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고, 매장문화재의 경우 문화유
적분포지도 등을 제작하여 지표·발굴조사 및 연구 시 활용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
유일 것이다. 또한, 건설공사 등 개발사업 시에 사전 문화재 위치 및 구역 등을 확인
하지 않고 추진할 경우, 착수 후 문화재 발견으로 인한 사업지연과 예산낭비가 발생
하거나, 심지어는 사업 강행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
재관리에서의 지리정보 활용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재 지리정보를 종이지도로만 관리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가
질 수 있다. 즉, 종이지도는 어떤 한 시점의 자료이며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정해야하
고,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접근의 어려움과 보관상의 문제 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보의 수집과 정리, 지도의 인쇄 및 출판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표시하기에는 종이지도로는 한계가 있다.

2. 문화재관리와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GIS)은 지리 및 지형에 관련된 공간(Spatial)데이터와 그 공간데이
터와 관련된 속성(Attribute)데이터를 컴퓨터 입력 장치인 디지타이저(Digitizer), 스캐
너(Scanner), 마우스(Mouse), 키보드(Keyboard) 등을 이용하여 입력한 후 컴퓨터를
사용하여 저장(Storage), 처리(Processing), 검색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출력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부연하면, GIS는 실제 지형도를 수치화하고 각종 속성
정보를 수치화하여 입력한 후, 필요에 따라 검색하여 컴퓨터 상에 표시하고,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GIS의 개념에 따라 문화재 GIS의 개념을 정의해 보자. 문화재 GIS는 문화재와 관련
된 위치정보, 구역정보, 상세 설명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치화하여 입력한 후, 선별적 검
색 조건에 따라 표시하고,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정문화재의 경우 해당 문화재의 위치, 지정구역, 보호구역, 문화재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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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검토구역 등을 컴퓨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표시하고 설명정보, 문화재구역편입
토지정보, 사진정보 등 속성정보를 문화재 GIS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지정문화재 GIS 화면>

매장문화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매장문화재 분포지역, 지표·발굴구역을 전자적
으로 검색 표시하고, 해당 유적의 시대, 분류, 설명, 사진정보 등 속성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정책 입안 및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기 전에 가상적인 상황의
발생범위를 탐색하고, 그 실행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책의 시행과 사업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줄여나갈 수 있게 된다.
<매장문화재 GIS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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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문화재 지리정보활용체계(GIS) 구축사업
1. 문화재 GIS 추진 경위
문화재 분야에 GIS 적용은 2000년에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거 ‘시설물’에 문화재 분야가 포함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2000년12월
에는 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에 ‘매장문화재’가 국가주도 GIS기본계획의 주
제정보로 분류 반영되었다.

<국가기본지리정보체계 추진현황>

이에 힘입어 문화재청에서는 2002년부터 매장문화재 지리정보활용체계(GIS) 구축
사업과 2004년부터 지정문화재 GIS종합정보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07년 말
까지 전국 234개 시군구 중 66개 시군구의 매장문화재 지리정보를 구축하였으며,
4,000여건의 지정문화재 지리정보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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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7년 문화재GIS 추진현황>

2. 문화재 지리정보활용체계(GIS) 구축 사업('08~'10년)
각종 개발 사업 시 문화재 훼손 및 문화재 출토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
등 막대한 국가적 손실 발생을 방지하고 제도 선진화를 위하여 문화재GIS 조기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지리정보활용체계(GIS) 구축사업을 시작
하여 전국의 매장문화재와 지정문화재 지리정보DB를 선 구축('08년), 후보완('09년~)
하는 것을 목표로 별도의 팀(문화재 GIS 추진팀)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본 사업에서는 2002년부터 연구되어 왔던 매장문화재 입지환경분석을 통해
매장문화재가 존재 가능한 지역을 예측하기 위한 문화재 예측시스템을 개발하고 있
고, 매장문화재와 지정문화재로 분리되어 온 서비스 체계를 통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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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리정보 활용체계(GIS) 구축사업('08~'10년) 범위>

문화재 지리정보 활용체계(GIS) 구축사업의 1차년도 사업('08년)에서는 국가지정문
화재 구역측량 및 지형도면 등 고시자료 DB(고시대상 1,947건)를 구축하였으며, 전
국234개 시군구 문화유적분포지도 DB를 구축하였다. 2-3차년도 사업('09~'10년)에
서는 구축된 DB의 보완(전문가 검토 및 현지보완조사 등 품질향상)과 매장문화재
예측시스템 개발에 주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3. 문화재 GIS의 중장기 발전계획
문화재 GIS는 『언제 어디서나 활용 가능한 입체적 문화재 정보관리체계 구현』을
위하여 ‘합리적인 개발과 보존’, ‘체계적인 원형보존’, ‘전통문화 향유권 신장’을 목표
로 추진되고 있다. ‘합리적인 개발과 보존’에서는 문화재 규제지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의 체계적 관리와 개발 사업 예정지의 현상변경 적합성 파악, 지표·발굴조사 통합관리
를 통한 유물산포지 예측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원형보존’에서는 주변역사문화환경과
의 조화로운 원형보존과 원형보존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고증 및 분석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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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전통문화 향유권 신장’에서는 참여주체별 국민 참여 GIS서비스와 유비쿼
터스 환경의 U-문화재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정리하면, 문화재 GIS를 통해 보존과
개발이라는 상충되는 목표를 조화롭게 아우르고, 국민들로 하여금 전통문화를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문화재GIS 목표를 정리할 수 있다.

<문화재 GIS 목표>

문화재청은 문화재 지리정보활용체계(GIS) 구축사업('08~'10년)을 통해 문화재 지
리정보 활용체계(GIS) 구축사업을 통하여, 현재 확인된 문화재 지리정보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지리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각종 개발
계획 수립 시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문화재 훼손 최소화 및 문화재로 인한 사업비용
증가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즉, 문화재
GIS의 첫 번째 목표인 ‘합리적인 개발과 보존‘을 본 사업을 통해 달성할 예정이다. 또
한, 문화재GIS와 내외부 행정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문화재 지리정보의 활용성을 높여,
천연기념물과 명승 보호, 궁․능․원 문화재 보존과 관광자원화, 건조물 문화재 보호 및
방재, 사적보존정비, 문화재 교류 및 매장문화재 보호 등 다양한 영역의 활용 서비스

기조발표 : GIS와 문화재관리 _9

를 제공하여

‘체계적인 원형보존’과 ‘전통문화 향유권 신장’이라는 다음 단계 목표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문화재 GIS 중장기 Roadmap>

IV. 결 론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등에 대한 GIS 서비스를 통하여 토지이용규
제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발사업 계획단계에서 문
화유적 분포상황 등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전 예방적 문화재 보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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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과 원활한 개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리정보활용체계(GIS) 구축
사업('08~'10년)을 추진하고 있다.
1차 사업('08년)에서 국가지정문화재 지리정보DB와 전국 매장문화재 분포지도 DB
가 선 구축 완료됨에 따라 '09년부터는 각 행정기관의 요청 시 문화재 지리정보를 사
전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3차 사업('09~‘10년)에서는 DB보완(품질향상)
과 매장문화재 예측시스템을 구축하여 합리적인 개발과 문화재 보존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것이다.
문화재는 새로이 발견될 수도 있으며, 신규 지정, 변경, 해제될 수도 있는 생명체와
같은 존재이다. 따라서, 문화재 지리정보활용체계(GIS) 구축사업('08~'10년) 이 완료된
후에도 체계적인 원형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문화재 지리정보 확대·보완과 전통문화
향유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연태, 1999,『관광지 개발 적지선정을 위한 GIS기법 적용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용기, 2004,『문화재 보존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2005,『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2006~2010)』, 건설교통부
2006,『문화재 지역·지구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서』, 문화재청
2006,『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2006,『매장문화재 정보화전략계획』, 지질자원연구원
2007,『문화재GIS종합정보망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NGIS발표)』,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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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유럽의 문화재GIS 구축 및 활용사례
Cultural GIS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 Cases in Great Britain(EU)

Julian D Richards
(The King's Manor University of York)

번역 : 김주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영국의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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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영국의 문화재 지리정보시스템(GIS), 활용은 3개 분야가 있으며, 문화재관련 연구분
야, 관리분야 및 자료사용분야가 그것이다. 본 논문은 문화재 관리와 이용을 위한 적
용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있다. 문화재 관리에서 GIS 적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필요한 것은 영국의 문화재관리법부터 이해해야 한다. 국가전체 및 권역별 GIS에 탑
재되는 실제자료에 관한 기재작업은 GIS 기술개발에 조사 이전에 실시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문화재 자료를 전문가, 연구자, 일반인 사용을 위한 GIS적용이 설명되어
야, 현행 기술개발 부분이 검토될 수 있다.

Ⅱ. 연구배경
고고학에서 공간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되어 왔다. 전통적 연구 (research
tradition)에서의 주안점은 공간의 사용과 문화적 배경의 역사적인 해석의 2가지 관점

* 영국 요크대 고고학자료실 책임자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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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행되었다. 전통적 관리 (management tradition)의 공간측면은 답사와 조사를
강조함과 동시에 훨씬 더 수학적, 그리고 통계적인 방법으로 처리되어 왔다. 이러한
전통적 방법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의 GIS를 적용하려는 접근 방법이 시도되었다. 전
통적 연구는 논리적 해석법, 공간의 상징적인 사용과 인간매체(human agency)의 역
할을 강조한다. 전통적 관리자는 훨씬 더 실증주의자이며, 기능주의자 (functionalist)
와 해석 결정론자(determinist explanations)적인 경향이 있다. Gaffney (1995)에 따
르면, GIS는 "혼동을 일으키는 고고학적 기록의 부적절한 기술과 세상을 보는 독창성
없는 적용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

GIS 주창자들 사이의 계속되는 논쟁에도 불구하

고 일치지역 ( 최소한의 일치된 적용)이 나타났다.
문화적 배경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적용은 대리인 (agent)이 중심이 된 적용 (누적
관점 분석 (cumulative viewshed analysis), 또는 intervisibility 분석으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들은 실질적인 사실과 유사하게 사용되었고 (Gillings and
Goodrick 1996), 시간적 (temporal) GIS의 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Johnson
2002). GIS가 장소들을 관리하는 일에 사용되었고, 부지유역분석(site catchment
analysis) 또는 예측 모델링과 같은 좀 더 고전적인 GIS의 적용에 초점이 맞추어졌
다. 비록 예측적인 위험신호모델 (red flag models)이 네덜란드와 미국 서남부 일부
에서의 상대적으로 균질한 환경에서의 유효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적 연
구에서 후자의 연구자들은

환경결정론자로서 유럽 고고학에서 비평을 받았다. 현재

GIS는 장소와 사물, 받아들인 정보에 대한 시각적, 직관적인 의미를 제공하는데 사용
될 수 있다는데 일반적인 동의를 갖는다.

1. 영국의 문화재 관리를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UK에서는 계획법규(planning regulation)라는 복잡한 시스템이 존재하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각 지역마다 법률상 보호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비록 이들 각 지역의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가장 대표되는 잉글랜드
시스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근래 매장고고학 그리고 고고학적 유물이 역사적 건
물2, 혹은 스톤헨지 (Stonehenge)와 같은 유 명사지에 대해 서로 다른 법률제정에 의
해서 보호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매장유적은 계획적(scheduled) 기준에 따
르며, 법률상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침해나 변경이 금지된다. 한편으로, 역사적 건축
물은 명부작성(listed) 기준에 따라 이들이 파괴되거나 변경되기 이전에 반드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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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들 두 가지 기준의 경우에, 최초 선사 시대부터 현재까지
보호조치가 유적지나 유물 결정에 적용될 것이다. 한편,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으
로 지정된 요오키 지역은 역사적인 마을은 비록 개발허락은 되더라도 고고유적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시간은 부여되어야 한다. 끝으로 값비싼 금속 또는 매우 오래된 휴
대 가능한 유물일 경우 1994의 보물법(Treasure Act)하에서 특별 관리된다.
2

2008년 문화재보호법을 검토하여, 현재 입안된 법규로 역사적 건물지와 고고유적을

동일체제하에 보호하게 됨. 다만 현 의회회기 동안 법안으로 성안될지는 불투명함.

유물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하며 만약 이것이 불가능 할 경우

'기록에 따른 보존

(preservation by record)'의 개념을 이끄는 기록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
하고, 대부분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성공적 계획을 위한 개발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실제로 계획적용은 고고학의 큐레이터 (일반 계획부서)에 의해서 재검토되며, 고고학
적 혼란이 초래된다면 고고학적 제한조건이 부가되어야 할 것이며, 개발자가 고고학
계약자 (contractor)와 야외조사나 기록을 위한 계약이 요구된다. 이러한 내용은 계획
정책지침16(Planning Policy Guidance Note 6)에 남아있고, 1990년부터 개발자 분
담고고학('developer-funded archaeology')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고고학 큐레이터들은 각 지역 내에서 일반적으로 그 지역기준으로 고용이 된다.
England에서만 34개의 주 (shire counties)와 46개의 단일 행정 기관 (unitary
authorities), 36 도시 구역, 32 런던 자치시들이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
주 또는 지구계획기관 (district planning authority)은 역사적 환경기록(Historic
Environment Record) (이전 위치들과 유물 기록)을 유지할 것이며, 이들 기록은 그
들이 계획한 지역 내에서 모든 알려진 고고학적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할 것이다. 2000
년 초까지 거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최소한 하나의 요소를 포함하는데, 이는 GIS로
사용 가능한 요소를 포함한다 (e.g. Lock and Harris 1992; Gilman 2004). 지방
(county)과 지구 (district)의 기록체에 추가하여, UK내에 각각의 주는 스코틀랜드
CANMORE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주 소유의 국가기록체를 유지관리한다. 비록 단일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아닌 것이 채택되더라도 이러한 많은 수의 기록자원이 웹 기반
으로 운용된다. 웹(지식)시스템 (Exegesis)으로부터 HBSMR 생성물은 시스템에 가장
널리 사용된 것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많은 지역은 맞춤형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유적과 고고학적 사건 사이의 구분에 따라서 공통적인 데이터 모델은 합의되어 있다
(Bourn 1999). 문화유산의 감독을 위한 GIS 사용으로

현재 개발된 역사경관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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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 Landscape Characterisation) 그림들이 있다. (그림 2). 이들은 준도시/도
시광역조사(urban equivalent, Extensive Urban Survey) (그림 3); 도그란드 사업
(Doggerland project)에서의 지형 시각화를 위한 원격 탐사 데이터 (그림 4) 등의 그
림을 포함한다.

2. 문화유산 자료제공을 위한 지리정보체계 활용법 개발
정보시스템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문화재 관리방법 제공과 동시에 이를 사용하여
고고학 데이터로의 유용한 접근과 연구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몇몇 공공교육
시스템으로 활용하기 위해 온라인 GIS 개발 지원금을 받고 있다. 현재 분포된 문화자
원으로의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와 관리, 공동이용 가능한 정보검색(crosssearching)을 허가하기 위한 웹 서비스 기술의 사용을 위한 주도적 발의가 진행되고
있다 (Waller 2005). 비록 이것은 흥미를 유발하는 다중 언어의 논쟁을 불러 일으켰
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ARENA 프로젝트를 통한 전유럽 수준으로 확장되었다
(Kilbride 2004; Kenny and Richards 2005). 데이터 스텐다드(standard)는 하나의
데이터가 몇몇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도록 시도 되었을 때 특별한 의미가 있으며, 일
반적으로 사전적 지식체계들 (thesauri, metadata standard, ontologies)을 제공하기
위한 몇몇 발의가 있다 (RCHME 1993a; 1993b; 1995; 1998; 2003; MDA 1997).
1990년대 중반부터 UK의 고고학자들은 디지털 데이터의 취약성(fragility)을 알아
차렸다. GIS의 상관관계는 이것을 프린트해서 보존할 수 없으며, 온라인 작업을 통한
GIS로 보존하며, 또한 GIS소프트웨어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형식으로 자료층(data
layer)에 상호 이동하는 것들이 필수적이다(Richards 2002; 2008). 고고학 데이터서
비스 (Archaeology Data Service)는 첨단의 디지털보존으로 이끌었고, GIS선용지침
(GIS Guide to Good Practice) (Gillings and Wise 1998)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는
GIS 적용시 재사용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메타데이터 (metadata)의 윤곽
을 그려주고 있다.
동시에 디지털 형태의 공간 데이터의 유용성이 온라인 보급과 인터넷 자료발간을
위한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그림 5). LEAP연구사업추진(Making the LEAP project)
(http: //ads.ahds.ac.uk/project/leap/)을 통하여 전자기록과 전자 발간, 전자저널로서
Internet Archaeology 저널에서의 네 가지 전형들의 발간 등 이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제공되었다. 많은 논문들은 GIS 인터페이스 (GIS interface)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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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웹 2.0은 새로운 GIS적용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바, 데이터셋의 다운
로딩과 분포지도를 만들기 위한 구글지구(Google Earth)와 같은 웹 지도 사용을 통
한 새로운 가능성들을 제공한다(그림 6).

Ⅲ. 결 론
요약하면 UK와 유럽의 고고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GIS를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한 자료
접근과 지식제공은 데이터의 질, 보안, 그리고 소유권에 대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것은 또한 분포지점 보호에 관한 논쟁을 일으키지만, UK에서는 분포지점들에 대해
서 지역사회 가 인지토록 의무를 부여하며, 그들의 소유권으로 인정하며, 그들 분포지
를 비밀에 붙이지 않고 오히려 최선을 다해 보호되어 방향으로 결론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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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목록
그림 1. CANMAP
http://jura.rcahms.gov.uk/CANMAP/Map

발표1. 유럽의 문화재GIS 구축 및 활용사례_23

그림 2. 역사시대 경관특성 (Historic Landscape characterisation)

그림 3. 광역 도심지 조사 (Figure 3 Extensive Urban Surveys)
http://ads.ahds.ac.uk/catalogue/projArch/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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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버어밍대 도거랜드 경관 구현
(Figure 4 Landscape visualisation: Doggerland, Birmingham )University
http://www.iaa.bham.ac.uk/research/fieldwork_research_themes/projects/North_S
ea_Palaeolandscapes/news/NEW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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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수치지도 재료 (Figure 5 Digital mapping resources)
(a) 중세 취락지 도면화(Mapping medieval townscapes)
http://ads.ahds.ac.uk/catalogue/resources.html?atlas_ahrb_2005

(b) 투르크메니스탄의 메르브 도심경관(The urban landscape of Merv, Turkmenistan)
http://ads.ahds.ac.uk/catalogue/resources.html?merv_ahrc_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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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구글에 탑재된 영국 자료망의 방어시설도시 (Figure 6 Google Earth plot of
Defence of Britain dataset)
http://ads.ahds.ac.uk/catalogue/specColl/d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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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북미의 문화재GIS 구축 및 활용사례
Cultural GIS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 Cases in USA

Elizabeth Hobbs
(Minnesot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번역 : 김주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미국 미네소타에서의 문화재 관리와 예측모델 연구
1)
2)

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Elizabeth Hobbs*
번역 : 김주용**

차

서론
지리적, 고고학적 연구배경
미국에서의 문화재 보존
문화재 보존에서의 미네소타 교통국 (Mn/DOT)의 역할
주도적 입법(Streamlining Initiatives)
프로그램화된 협정
보고와 연구
지리정보시스템 자료와 모델
고고학적 예측 모델
미네소타 모델(Mn/Model)
경관적합성 모델(Landscape Suitability Models)
실행
모델 사용법
요약 및 제언

1. 서 론
여느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미네소타에서의 문화재 관리의 목적은 문화재에서의 불
리한 영향을 피하기 위함과 이러한 문화재 자원들과 그들로부터의 미래에 대한 정보
를 보존하기 위함이다. 프로젝트 구역내의 고고학적인 특성 그리고 다른 역사적 자산
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리고 어떠한 연방지원 또는 연방정부의 조사 프로젝트 (미국
1966-1992)가 시작되기 이전에 연방기금의 수납기관인 미네소타 교통국 (Minnesot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Mn/DOT)은 반드시 1966년 국가 역사 보존법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NHPA)의 섹션 106을 따라야 한다.
1) 미네소타 교통국 환경부, 문화재팀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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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련의 과정의 질과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Mn/DOT은 GIS기반의 데이
터 개발과 고고유적분포 지정과 회피(avoidance) 절차를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명확
한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모델들 중 최초인 Mn/Model은 지표 또는 지표 부근의 선
사고고 문화재를 찾기 위한 GIS에 기반한 통계적 모델이다. Mn/Model과 함께 개발
된 다음 모델들은 삼차원 지형도에 기반하며, 만약 매몰된 고고학 유적지가 존재한다
면 있는 곳을 표시하고 가능한 한 보존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최근 개발된 지표 수문
학 모델은 Mn/Model의 확대 해석에 사용되어 지며 향후 Mn/Model 버전향상과 개발
에 이용될 것이다.
Mn/DOT에서의 이러한 모델들의 사용은 조사, 조사계획, 지정회피(site avoidance),
그리고 충격완화에 관한 결정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모델들을 이용한 경험은 고고학
유적지와 Mn/DOT 조사 데이터의 질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모델들은 미네소타주내의
다른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고고학자들에게도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모델들은 미네
소타주 역사보존사무국 (Minnesota Stat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 SHPO)과
주 고고학사무국 (Office of the State Archaeologist; OSA)의 고고학자들에게 제공
된다. 이러한 정부기관에서의 컴퓨터 네트워크 지원 규정은 이러한 모델들이 효과적
으로 이용될 수 있게 유지된다. 현재 Mn/DOT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웹에 기반한 지
원체제는 Mn/DOT와 이러한 정부지원기관 사이의 데이터 공유를 증대시키며, 이를
통해 모델에 대한 신뢰성 있는 사용접근을 제공한다.

2. 지리고고학적 연구배경
미네소타주는 북위도 43º와 48º사이, 미국의 북부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1).
미네소타주는 캐나다 남부와 5대호 (Great Lakes)의 서부로부터 미시시피강의 수원
을 포함한다. 이곳은 대륙기후 지역이며 연 평균 기온이 북부 1.67ºC에서 남부
7.22ºC의 범위를 보인다. 연평균 강수량은 서부 50.8cm에서 동부 76.2cm로 다양하
다 (Anderson et al. 2001). 현재 생물 군계는 대초원, 낙엽성 활엽수림, 아한대림을
포함한다 (미네소타 천연자원국, 1996-2001). 주의 남동부는 플라이스토세 동안에 빙
하지역이었으며, 수많은 호수와 홀로세 습지를 남겼다 (Bray, 1962).
후기 홍적세의 인디언 (Paleoindian)은 약 12,000 BP에 미네소타에 출현하였다. 그
들은 고도로 이동성을 가진 사냥꾼/채집자로써 뚜렷한 창모양의 돌칼을 사용하였다
(Gibbon, Johnson, and Hobbs, 2001). 약 8000 BP에 그들은 덜 유목적인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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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빙하기 이후의 농경생활을 하는 고대인들로 대체되었다. 토기류와 흙으로 만든
매장고분은 약 2500BP에 산림지대 초기 인류에 의해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1000
년 이전에 북부 미네소타주 산림지대의 인류는 쌀의 재배로부터 그들의 식량을 공급
받았으며, 남쪽에서는 옥수수를 재배하였다. 서기 1660년에 유럽인들과의 교류는 모
피제품의 교역을 유발하였으며, 이는 1837년 유럽-미국 이주자 유입보다 앞서서 일
어났다 (Gibbon, Johnson, and Hobbs 2001).

3. 미국에서의 문화재 보존
미국 내무부 국립공원 사무국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National Park
Service)은 유적지의 국가등록(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Interior 2009)을 후원하며 NHPA에 기초를 둔다. 고고학적 역사
적 자산은 반드시 명부에 실려야 하며, 보존 가치를 고려한 국가 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 국가등록 자격규정은 중요한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과의 연관기준, 소유물의 명확
한 특성들, 또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의미있는 정보를 산출하는 능력에 기초한다.
NHPA의 섹션 101b에 요구된 것과 같이, 연방정부는 주 역사보존사무국(SHPO)의
주 기금지원을 돕는다. SHPO는 그들 주에서 역사적, 그리고 고고학적 특성들 발굴과
기록을 책임지며, 국가등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NHPA의 섹션 106에서 연방정부기관은 프로젝트 지역내에서의 고고학적 역사적 특
성이 국가등록에 적격한지 여부를 알기 위한 알맞은 신뢰 노력을 구축하며, 어떠한
연방정부 지원이나 연방정부 감독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이전에 그것들의 총체적인 영
향평가를 수행한다. 규정이행 섹션 106은 이러한 과정에서의 연방 정부기관의 첫 번
째 역할을 강조한다. 이것은 연방정부기관, 주 정부기관, 또는 비정부 기관에 의해서
프로젝트가 실행되었을 때 실제로 적용된다.

4. 문화재 보존에서의 미네소타 교통국 (Mn/DOT)의 역할
몇몇 연방정부기관은 문화재 특성의 인지와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관 소속의
역사학자와 고고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다른 기관들은 아마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
하여 상담, 고문을 고용하고 있을 것이다. 미네소타에서는 미국 교통국의 한 부서로써
연방고속도로 관리부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FHWA)는 그들의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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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의 권한을 미네소타교통국 (Mn/DOT)의 문화재팀 (Cultural Resources Unit;
CRU)에 위임한다.
Mn/DOT의 CRU는 전문적인 고고학자와 역사가로 구성된다. 그들은 모든 FHWA지
원 프로젝트들을 검토하여 법정 문화재에 대한 가능한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것은
주 정부와 비정부기관에 의해서 수행되는 프로젝트들을 포함한다. 이것들은 NHPA의
섹션 106에 의해서 수립된 절차에 따라 정밀하게 검토된다. 추가적으로 CRU는 미네
소타주 문화재 보호법령에 따른 Mn/DOT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주에서 지원되는 프
로젝트를 검토한다.

5. 효과적 주도권 행사 (Streamlining Initiatives)
섹션106 검토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다. 미국원주민정부(Native
American tribal governments)는 프로젝트에 대한 상담을 원할 때 반드시 연락을 취
해야 한다. 각기 원주민정부(tribal government)는 이러한 상담에 응답하기 위해서
30-45일이 주어진다. 건축역사나 고고학적 조사가 요구되며, 만약 역사적 자산d나 고
고유적지가 위치한다면, CRU가 미네소타 SHPO의 자문을 받아 국가 등록에 적합한지
를 반드시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적합할 경우, CRU는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자산들의
의미를 결정해야 한다. SHPO는 30일 동안 CRU와 Minnesota SHPO의 의견이 일치
하는지 살펴보고 결정할 시간을 갖는다. 반대의견을 피할 수 있거나, 완화하거나, 최
소화할 수 있는지를 결정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문도 주어진다.
500개가 넘는 프로젝트들을 매년 다루기 위해서 CRU는 검토 과정을 좀더 효과적
으로 만들기 위한 많은 권한이 주어진다. 이것들은 세 개의 일반적인 범주에 포함되
는데, 즉 상담을 줄이는 것, 좀 더 효과적인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것, 문화재의 확인
의 능률성 인지를 위한 것이다.

6. 프로그램화된 협의체제
비록 상담을 위한 시간이 줄지 않을지라도 상담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개수를 줄이
는 것은 가능해졌다. 이것은 FHWA와 미네소타 SHPO간에 방침에 따른 협정, 그리고
FHWA와 다섯 부족정부(tribal governments)간의 협정을 통해서 수행되었다. 현재,
FHWA에서 지원된 프로젝트의 상담 대신 적합한 문화재가 존재하는 프로젝트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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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PO 상담이 진행된다. 부족정부와의 프로그램 협정은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지역에
서의 조사를 통해서 문화재에 대한 영향이 미약하거나 또는 거의 받지 않은 곳에서
프로젝트 리스트를 CRU에 제공하며, 그 결과에 따라 검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
은 프로젝트들은 도로포장, 교량 도색(역사적 다리 제외), 그리고 교통표시와 표지교
체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결과로 적합한 특성을 포함하지 않는 많은 수의 프로젝
트들은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다.

7. 보고와 연구
가능성이 있는 법정문화재들이 존재할 때, 국가등록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은 명확
한 표준 없이는 어렵다. CRU는 특별한 문화재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몇몇 연구들을
실시하였다. 이것들은 농장 (Granger and Kelly 2005), 그리고 철도 시설 (Schmidt
and Pratt 2007)에 대한 연구, 미네소타 산림지의 유적지의 연구를 포함한다.
또한 1956년 이전에 지어진 200개 이상의 특징적인 교량들의 역사적인 가치에 대
한 추가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것들 중 15%가 Mn/DOT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교량관리는 이러한 교량들의 오랜 기간 보존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미네소타 교통
국 2006).

8. 지리정보시스템 자료와 모델
지리정보시스템 (GIS)과 모델들의 사용은 고고학적 그리고 역사적 자산을 CRU가
간편하게 인지하도록 도왔다.

첫째, Mn/DOT CRU는 미네소타의 고고학 사이트와

역사 구조물 데이터베이스의 GIS 버전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알려진 문화적
자산의 위치를 조회하는 것을 돕는다. 고고학 유적지의 위치는 주 전체 고고학적 예
측 모델, 즉 Mn/Model (Hudak et al. 2002) 개발에 사용되었다. 이 모델이 개발됨과
동시에 지형학자들은 깊게 매몰된 고고학 유적지의 보존을 위한 지형조망의 적합성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미네소타의 주요 수계유역에서의 지형과 퇴적물들에 대한 도면제
작을 시행하였다 (Hudak and Hajic 2002). 끝으로, 고해상도의 토양 데이터와 지형
퇴적체 도면을 사용함으로써, Mn/DOT이 선사시대 그리고 역사 시대 지표수 유구의
위치 해석을 위한 모델개발을 위해 실시되었다. ArcGIS를 사용하여 CRU 직원은 프
로젝트 지역을 본 모델에 중첩시켜 조사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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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과거보다 좀 더 효과적인 조사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모델 사용의 필요성을 결정
한다.

9. 고고학적 예측 모델
▸ GIS 데이터베이스
모든 GIS모델의 질은 그것들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된 데이터에 좌우된다. 1995년
에 고고학 사이트 위치, 조사 구역, 지형, 지표수, 과거 식생, 토양, 지표형태와 같은
GIS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하여 Mn/DOT의 CRU가 컨설팅을 시작하였다 (Hobbs
2002). 최고의 유용한 데이터 (사이트 위치, 지형 그리고 지표수)는 1:24,000 스케일
로 제작되었다. 유감스럽게도, 단지 유용한 주 전체 토양과 지형 GIS 데이터는
1:250,000 스케일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모델분석을 위한 정보를 제공
하기에 너무 일반적이다.
2000년부터, Mn/DOT의 CRU는 고고학 데이터베이스와 1:100,000 스케일의 주 전
체의 지형, 주요 강과 계곡에서의 1:24,000 스케일의 지형퇴적체, 그리고 1:20,000스
케일의 주 전체 토양데이터를 포함한 GIS 데이터들의 향상된 새로운 정보들이 수집되
었다 (Hudak and Hajic 2002; Hajic and Hudak 2002). 이러한 향상된 데이터들은
미래 예측모델 개발에 사용될 것이다.

10. 미네소타 모델 (Mn/Model)
1995년과 1998년 사이에, 이러한 데이터들이 Mn/Model의 개발을 위해서 사용되
었다. 이는 미네소타주 전체 고고학 예측모델이다 (http:// www.mnmodel. dot.
state.mn.us/). FHWA로부터의 지원은 이러한 프로젝트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였다.
Mn/Model은 지표 근처의 선사시대 고고학적 특성의 잠재성을 고고학자들에게 알리
는 역할을 한다.
주 전체 모델은 20군데로 구분되는 환경지역에서 개발된 혼합모델이다 (Hobbs
2002b). 모델 확률은 환경적으로 다양한 넓은 군집과 알려진 사이트 위치의 비교에
의한 순차적 다중논리회기법(stepwis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s)의 결과에 기초
한다. 지역 모델들은 시험장소의 50~100퍼센트 사이와 알려진 고고학 유적지의
78~93퍼센트 사이에서 예측된다 (Hobbs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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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의 고고 유적지 밀집도는 전체적으로 매우 낮다. 이는 부분적으로 기후요
소와 고고학자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조사를 하였는지에 달려있다. 이는 조사지역이
현재 수계와 가까운 곳에서 진행되는 모순을 겪는다. 게다가 주 북부의 산림 밀집지
역은 국립 수목장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활발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북부의
대부분의 조사들은 강과 호수가를 따라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통나무배를 이용해서
접근,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의 모순을 설명하기 위해서, Mn/Model은 확률모델을 개발하였다
(Hobbs, Johns, and Gibbon 2002). 이러한 모델들은 조사지역들을 위한 처리되지 않
은 예측모델과 결합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사지역들이 낮은 조사밀도를 보이
기 때문이다. 결과예측 실행모델 (그림 2)은 어디에서 이러한 지표조사가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사용되는 모델이다.

▸ HydModel (수리모델)
조사 선입견은 미네소타 예측 모델이 갖는 단 하나의 문제점이다. 또 다른 문제는
과거 지형에 대한 정보 부족이다. Mn/Model은 현재 지형과 지표수 특성을 나타낸 데
이터와

함께

개발되었다.

아직까지

미네소타의

지형은

후기홍적세

인디언

(paleoindians)들이 이곳에 처음 이주하기 시작한 후 극적으로 바뀌었다. 빙하호는 배
수되었거나 말라서 사라졌었다. 과거 호수와 습지들은 농경지를 만들기 위하여 배수
되어 사라졌다. 곡류는 불규칙하게 이동하였고, 강들은 둑으로 막혀 고립되었다.
더 나은 지형 그리고 토양 데이터가 현재 이용가능하며, 역사시대 모델링과 선사시
대 지형 모델링이 현재 시도되고 있다. 2007년도에 Mn/DOT은 과거 지표수의 수리지
형학적 모델의 개발 권한을 획득하였다 (Stark, Farrell, and Mulholland 2008). 이
모델은 토양과 현재 지표수리, 그리고 역사시대와 선사시대의 물 특성에 대한 모델
(HydModel)을 만들기 위한 지형퇴적체 GIS 데이터군을 만든다 (그림3). 수리모델은
예측모델의 새로운 세대를 위한 정보로써 사용될 것이다. 그동안 이것은 어디에 조사
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현존 예측모델과의 결합에 사용된다.

11. 경관적합성 모델 (Landscape Suitability Models)
Mn/Model과 HydModel은 지표 근처 고고학 유적지에서의 잠재하는 영향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미네소타의 지형은 몇몇 주요 하곡과 풍성퇴적물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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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퇴적된 지역, 1m이상 깊게 매몰된 퇴적물로 이루어진 환경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
이트들은 교량들과 다른 프로젝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Mn/DOT의 CRU는 어
디서 어떻게 이러한 사이트들을 찾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Mn/Model이 개발된 이후로 주된 하천 유역과 몇몇 고원 지역에 대해서 완성된 지
형 퇴적체 지도제작은 매몰된 고고학 유적지의 보존을 위한 지형의 적합성을 지시하
는 모델의 기초이다 (Hajic and Hudak 2002; Hudak and Hajic 2002). 이러한 모델
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형퇴적체 유구가 상대연령 및 지표(0m), 0-1m, 1-2m,
2-5meters 지표하부에서의 퇴적환경 연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Hajic, Paradies,
and Hudak 2000).

손상되지 않고 깊게 매몰된 고고유적 보존 가능성을 적시하기

위하여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을 결합시킨다 (그림 5).
알려진 연대와 퇴적환경은 고고유적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지시하지 못하지만 이
것은 고고유적이 존재할 경우, 보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예측하게 된다. 값비싼 비
용이 드는 심부조사는 선사시대 유적지가 너무 오래된 또는 너무 젊은 퇴적물 내에
존재할 경우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퇴적물 조사는 큰 홍수와 같
은 높은 에너지환경에서 본래의 유물 위치영역을 벗어나게 한다. 이러한 경관 적합성
모델들(Landscape Suitability Models)은 어디에서 어떤 깊이까지 이러한 조사가 실
시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깊은 심도의 퇴적물조사가 유물을 발견하기 위해 합당한 비용과 환경오염이 없이
조사할 수 있는 기회임을 확신하기 위해서 Mn/DOT 깊은 심도 시험계획안 (deep
site testing protocol) (Monaghan et al. 2006)의 개발권한이 주어졌다 (Monaghan
et al. 2006). 지구 물리적 독립적인 시험 (자기측정, 고유저항, 지표관측레이더), 코
어링, 그리고 굴착기를 이용한 굴착(trenching) 방법 등은 단지 유물이 존재할 경우
확실하게 매몰된 유물을 발굴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나 굴착은 모든 상황에 사용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깊은 토양층, 물 함유량
이 매우 높은 토양층). 따라서 Mn/DOT 깊은 심도 시험계획(deep site testing
protocol) (Monaghan et al. 2006)은 유적지점 발견을 위해서 가능한 경우 먼저 굴
착을 추천한다. 만약 굴착이 불가능할 경우 코어링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른 대안은
만약 이러한 방법들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매몰되어 있는 고고
학 유적이 발견되면, 코어링, 현장의 삼차원 모델,그 리고 지형조사가 고고학적 퇴적
물의 기반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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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행
CRU 직원은 어디에 고고학 유적이 존재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모델들의 전체적인
내용을 협의한다. 프로젝트 메니저는 계획 초기 동안에 106 조항을 위하여 그들의 프
로젝트를 제출하기 위한 일들을 지원한다. 이것은 알려지지 않은 고고학 유적일 가능
성이 높은 지역과 이미 알려진 고고학 유적지를 피하기 위한 프로젝트 변경을 돕는
다. 만약 이러한 경우를 피할 수 없다면, 모델들은 조사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된다. 그림 6은 지표 시험과 깊은 심도 시험의 위치를 나타낸다.

13. 모델 사용법
Mn/DOT의 CRU는 FHWA 지원을 받는 Mn/DOT 프로젝트가 아닌 모든 프로젝트
들과 모든 Mn/DOT 프로젝트들을 점검한다. 아직까지 많은 지역정부와 민간분야의
업무들은 연방정부의 지원없이 수행된다. FHWA는 단지 연방정부의 지원기관은 아니
다. Mn/DOT의 모델들을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로부터의 요구이다.
규칙에 따라 Mn/DOT는 GIS format의 모델들을 만들며, 이는 정부기관에 종사하는
고고학자들과 Mn/DOT에서의 모델사용과 해석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만 자격이 주어진다. 만약 기관내 고고학 전공직원으로 두지 않았을 경우, Mn/DOT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의 자세한 위치와 그들이 관리하는 지역모델을 위한 지
도를 제공할 것이다.

문화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Mn/Model의 광범위한 지도가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Ojibwe의 Leech Lake Band에 제공된다. 프로젝트를 검사 지
원하기 위한 예로써, Mn/DOT는 대형 프로젝트들을 위한 수단으로 조사 실시 지점들
에 대한 고고학적 협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네소타주 상무부에 많은 종류의 지도들
을 제공한다.
훈련방법과 모델들이 미네소타 SHPO의 고고학자들, 미네소타주 고고학자, 미 육군
토목병과 (U.S. Army Corps of Engineers), 치페와국립산림청(Chippewa National
Forest), 그리고 미국 국가자원보존부 (U.S. Natural Resource Conservation
Service)에게 제공되어 왔다. 특허협약은 이러한 부서들 간에 이루어 졌으며, 모델 사
용은 특별히 훈련된 고고학자들에게만 그 사용권이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특허 협약의 유지는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첫째로, GIS데이터와 관련된 많은 모델들은 많은 부서에 퍼져 있으며, 각각의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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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새롭게 개발된 데이터 또는 모델들을 공유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
다. 특허유지는 또한 많은 시간이 요구되며, 새로운 모델이나 데이터가 사용되기 위해
서는 기존의 자료들이 파기되었을 때 반드시 새로운 동의가 필요하다. 더구나
Mn/Model에 훈련된 고고학자들이 부서를 떠날 경우, 부서 시스템으로부터 모델들이
제거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끝으로 Mn/Model을 훈련한 고고학자
들이 항상 좋은 GIS 기술 또는 그들 부서에서 컴퓨터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
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몇몇 경우를 보면, 그들은 Mn/DOT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상기와 같이 각 기관들을 위한 정보들을 잘 활용하기 위하여, Mn/DOT가 프로젝트
에 대한 정보접근과 관찰을 위한 웹기반 적용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첫 번째 목적
은 고고학자들에게 함부로 모델이 유포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Mn/Model 훈련이 완료된 정부기관 고고학자들은 그들이 관할하는 지역을 위하여 모
델들로의 접근이 가능해진다. Mn/DOT의 협의를 위하여 일하는 고고학자들은 그들이
관할하는 프로젝트 지역에 대한 모델의 열람이 가능해진다.
GIS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매우 간단하다. 사용자들은 층을 나타나게 하거나 사라지
게 할 수도 있고, 또한 회전시키거나 확대시킬 수도 있으며, 그래픽 (포인트, 라인. 다
각형, 라벨)을 모델에서 그릴 수 있고 지도를 출력 할 수 있다. 제한된 숫자의 사용자
들은 고고학 유적지와 역사적 건축물의 위치를 편집하거나 기록할 수 있다. 승인은
암호로 관리될 것이며, 몇몇 사용자들은 단지 어떤 층이나 어떤 구역만 볼 수 있도록
제한될 것이다. 라이센스 기간이 끝난 사용자들은 라이센스가 연장될 때까지 모델의
접근이 제한될 것이다.

14. 요약 및 제언
지난 10년간, Mn/DOT에서는 고고학 유적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게 하기 위하여 그
리고 예측 모델을 고고학적 조사에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다.

고고학

예측모델들은

미국역사보존

자문위원회(U.S.

Advisory

Council on Historic Preservation)에 의해 “합당하며 좋은 노력”이라는 평가와 함께
승인되었다. 그러나 고고학 예측모델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높은 질과 높
은 해상도에 의해서 지원되어져야 한다. 이것은 과거 지형과 표층퇴적물의 특성에 대
한 정보들을 포함한다. 모델을 사용하기 위한 계획안은 반드시 적절하게 신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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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모델을 선전하기 위한 정책들과 효과적인 방법들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문화
재의 집중도 평가와 해석을 돕는 연구들은 본 프로젝트의 끝을 용이하게 한다.

그림 설명 :
그림 1. 북미의 미네소타 위치도
그림 2. 미네소타주를 위한 고고학적 예측모델(미네소타 모델). 미지 혹은 의심지역은
적절한 고고학적 조사를 받음.
그림 3. 상세한 수리모델예시로서 선사와 역사시대의 지표수 유구에 대한 Mn/DOT
모델.
그림 4. 미네소타의 지형퇴적체에 대한 현행 조사도면의 범위.
그림 5. 지형퇴적체 도면으로부터 제작된 매장고고유적입지 가능성을 상세히 도시함
(경관적합모델)
그림 6. 경관적합모델로부터 제작된 매장유적고고입지 잠재도와 Mn모델로부터 작성
된 지표유적고고입지의 잠재도

주요 약자
○ 미네소타 교통국 (Minnesot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Mn/DOT): 연방기
금의 수납기관
○ 국가 역사 보존법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NHPA) 섹션 106
○ 미네소타주 역사보존사무국 (Minnesota Stat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
SHPO)
○ 주 고고학 사무국 (Office of the State Archaeologist; OSA)
○ 미국 내무부 국립공원 사무국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National Park
Service)
○ 유적지

국가등록(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Interior 2009)
○ 연방고속도로 관리부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FHWA)
○ 미네소타교통국 (Mn/DOT)의 문화재팀 (Cultural Resources Unit; C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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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북미의 미네소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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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네소타주를 위한 고고학적 예측모델(미네소타 모델). 미지 혹은
의심지역은 적절한 고고학적 조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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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상세한 수리모델예시로서 선사와 역사시대의 지표수 유구에 대한 Mn/DOT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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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미네소타의 지형퇴적체에 대한 현행 조사도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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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지형퇴적체 도면으로부터 제작된 매장고고유적입지 가능성을 상세히
도시함(경관적합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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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경관적합모델로부터 제작된 매장유적고고입지 잠재도와 Mn모델로부터 작성된
지표유적고고입지의 잠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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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

일본의 문화재GIS 구축 및 활용사례
Cultural GIS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 Cases in Japan

金田明大(카네다 아키히로)
(나라문화재연구소)

번역:土田純子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일본에 있어서 문화재의 GIS 이용
1)

목

金田明大(카네다 아키히로)*
2) 번역 : 土田純子**

차

Ⅰ. 머리말
Ⅱ. GIS 이용의 발자취
Ⅲ. 統合型 GIS
Ⅳ. 自治體 독자의 GIS
Ⅴ. 奈良文化財硏究所의 상황
Ⅵ. 遺蹟分布 예측에 관한 이용
Ⅶ. 문화재정보의 기반으로서의 GIS
Ⅷ. 연구수단으로서의 GIS의 이용
Ⅸ. 앞으로의 과제
Ⅹ. 맺음말

Ⅰ. 머 리 말
일본에 있어서 문화재의 GIS 이용에 대해 고고학연구 및 문화재보존의 연구를 중심
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급격하게 이용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동향을 파
악하기 어렵지만 필자가 아는 범위에 한해서 소개와 의견을 언급하고자 한다.

Ⅱ. GIS 이용의 발자취
고고학연구ㆍ문화재보호의 GIS 이용은 1990년대 초부터 선구적인 이용이 시도되어
왔지만 주로 지리학이나 정보과학의 연구자가 주도한 것이었다. 1990년대 중엽부터
유럽과 미국의 연구동향에 민감한 고고학연구자의 도입 및 소개로 고고학연구ㆍ보호
* 獨立行政法人國立文化財機構奈良文化財研究所 埋藏文化財센터 主任研究員(遺蹟ㆍ調査技術研究室)
** 번역 : 土田純子(忠南大學校 百濟硏究所 客員硏究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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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GIS의 존재가 조금씩이지만 알려지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가 고가였다는 점과 일본어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대해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토대가 일본고고학에서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 등의 문제점으로 인
하여 좀처럼 진전하지 못했다.
당시 岡山大學에서 GIS의 고고학에서의 응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던 우리들은 먼저
연구자들에게 GIS를 알려서 가능성을 의논할 단계라고 인식해서 여러 시행 끝에 그
가능성과 간단한 응용 사례를 소개한 서적을 출판하였다(金田 외 2001).
이용의 확대는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다. 1995년 阪神ㆍ淡路大震災 이후 지리정보에
관한 주목이 높아지면서 행정의 다양한 정보를 집약한「統合型GIS(全庁型GIS이라고
도 한다)」가 總務省을 중심으로 각 地方自治體에 정비되기 시작되면서 문화재 정보
가 거기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로써 문화재보호 담당자가 행정업무로서의 GIS에 대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높아
졌던 것이다. 이것에 맞추어 소프트웨어ㆍ
하드웨어의 저가격화와 고성능화가 진행되
고 GIS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고고학으로의 GIS 응용에 대해서는 國際
日本文化研究센터의 공동연구에 참여한 연
구자가 중심이 되어 출판한 서적을 통해
볼 수 있으며
【도 1】더욱 다양한 이용이
추진되고 있다(宇野 2006）.

【도 1】일본 고고학에서 사용된 GIS 응용
관련 서적

Ⅲ. 統合型 GIS
GIS의 문화재연구로의 이용을 고려하면 크게 문화재정보의 관리ㆍ이용이라는 측면
과 연구지원이라는 측면으로 분류해서 생각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일본에서 전개하고 있는 것이 통합형 GIS이다. 全庁型 GIS이라고도 불리
는데 행정에 관련되는 정보를 공통의 GIS상에서 관리ㆍ표시를 하는 것이다【도 2】.
NPO國土空間데이터基盤推進協議會의 정보에 의하면1), 2008년을 기준으로 47都道
1) URL http://gisportal.soumu.go.jp/case/lo_case/h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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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縣 중 17都道府縣, 1827市町村 중 374市町村에서 사용되고 문화재 관련정보를 검
색 가능한 곳도 많이 볼 수 있다
【도 3】.

【도 2】행정부서에서 공개 중인 문화재 GIS

【도 3】통합형 GIS의 현황

【도 4】自治體 GIS의 이용

(NPO법인 國土空間데이터基盤推進協議會 사
이트에서 발췌)

(NPO법인 國土空間데이터基盤推進協 議會
사이트에서 발췌)

발표3. 일본의 문화재GIS 구축 및 활용사례_81

이들은 대부분 기존의 유적지도나 조사성과를 이용한 것이며 개발행위에 따르는 문
화재 유무의 조회나 지역 문화재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polygon(다각형)이나 line에 의해 범위가 명시되었던 것처럼 파악될 위험도 있기 때
문에 유적의 범위에 대한 단서나 개발 등의 조회에 대해 이 정보만으로 판단하는 것
을 피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경우도 많다.

Ⅳ. 自治體 독자의 GIS
통합형이 아닌 GIS 이용은 더 진행되고 있다. 46都道府縣 1062市町村 중 都道府縣
에서는 90%, 市町村에서도 58％가 이용하고 있다【도 4】. 다만 많게는 수도 등의 라
이프라인이나 수해대책 등 해저드 맵의 작성이라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의 정보관리를 위해 도입되고 있는 사례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 문화재 정보에 특화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보면 발굴조사성과를 집적하고
개발사업자나 관청의 토목관계부서와의 조정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Ⅴ. 奈良文化財硏究所의 상황
獨立行政法人國立文化財機構奈良文化財研究所(舊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에서는

森本

晋씨가 중심이 되어서 유적 데이터베이스나 GIS의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유적 데이터
베이스의 경위와 현황에 대해서는 그의 소개에 따른다(森本 2006). 일본 文化廳은
1987년도부터 전국문화재 데이터베이스 구상을 진행하였는데 부동산 문화재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가 구축하게 되었다【도 5】.
현재 지리정보를 포함하는 공개 데이터베이스로써 유적 데이터베이스(新舊緯度經
度：도 6), 보고서 초록 데이터베이스(緯度經度：도 7), 목간 데이터베이스(地區 코드)
가 있고, 또 비공개의 NARS(空中寫眞檢索 시스템)이 존재한다2). 옛날의 유적 데이터
베이스에는 web브라우저 상에서 유적 분포의 표시 등이 시도되었으나 현재 그 기능
은 없다. GIS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쉬워졌고 또 Google map을 비롯한 지리정보관련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 최근의 경향으로 보아 오히려 독자의 표시시스템을
가지는 것보다는 데이터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맞게 이용한다는 방향성이 더 바람직한
것일지도 모른다.
2) URL http://www.nabunken.go.jp/databas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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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奈良文化財硏究所 공개 데이터 베이스

【도 6】유적 데이터 베이스

또한 전국의 매장문화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연수를 199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GIS의 기초지식에서 정보의 표준화, 실천사례까지를 5일간에 걸쳐 강의하는 것
인데 간단한 실습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어서 평판이 좋지만 더욱 실습과 실천을 중심
으로 한 연수를 원하는 목소리도 높다【표 1】.
유적 GIS연구회를 199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문화재로의
이용에 대한 연구발표가 실시되고 있다.
옛날 UNIX상에서 구축된 平城宮 조사성과의 GIS는 퍼스널 컴퓨터에서의 사용이 가
능한 상태로 변환되었다.
이것들과 별도로 발굴조사 부문에서는 飛鳥藤原地區ㆍ平城宮地區에서 독자적으로
GIS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서 조사성과의 관리나 신규 발굴조사의 여러 情報 참조 등
의 목적에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각각 개별적으로 운용되어 왔으므로 앞으로 어떠한
연계가 필요한지 또는 불필요한지의 논의가 필요하다.
【표 1】硏修의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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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보고서 초록 데이터 베이스

Ⅵ. 遺蹟分布 예측에 관한 이용
Predictive modeling으로 불리는 유적분포 예측은 GIS를 이용한 새로운 문화재 보
존의 방법으로 주목되어 왔다(Westcott and Brandon 2000). 그러나 기존의 정보나
知見에 따라서 유적의 존재를 예측하는 것의 타당성이나 동떨어진 결과를 야기시킴에
따른 현실과 괴리된 상태에서 운용되는 것에 대한 염려나 비판도 또한 존재한다.
CAA(Computer Applications and Quantitative Methods in Archaeology) 등의
國際學會에서의 논의에서 필자가 흥미롭게 느낀 것은 이 기법에 대한 각국 연구자의
「국민성」이었다. 연구자의 수나 개발 등에 대한 대응, 그리고 국토의 넓음이라는 요
소가 이들 수법에 대한 태도에 강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일본은 좁은 국토 속에서 대규모의 개발이 많이 실시되고 있으며 행정조직 내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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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관련 지식이 있는 직원이 다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유적분포가 밝혀져 있는 지
역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기존 유적의 입지조건만으로 유적 존재의 유무를 추정하
려고 하는 시도는 시험적인 사례는 있지만(中野 1997ㆍ津村 2006), 보편적으로 사용
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방법이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유적의 잠
재적인 존재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개발 등의 행위에 대해 문화재 보호를 고려한 계획
의 입안을 제안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현재와 같이 사업개시 후에 긴급하게 대응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저습지유적 등 오래전부터 주목되어 왔던 유적입지에 대한「常識」을 뒤엎는
발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분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새로운 조건에
합치하는 곳은 없는지, 경험에 의한 예측을 포함하지 않고 재검토가 필요할 경우 이
들 모델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 예측모델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평가해서 유효한 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의 응용뿐만 아니라 국토, 분포조사의 진전, 문화재 보
호 담당자의 多寡라는 각각의 실정에 맞춘 모델의 구축과 신중한 취급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Ⅶ．문화재정보의 기반으로서의 GIS
유적조사는 굳이 발굴조사만이 아니다. 古地圖나 地名, 현황 地形의 起伏, 空中寫眞
判読에 의한 유구의 추정, 그리고 물리적 수법을 이용한 유구 탐사나 주변 발굴조사
성과라는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유적의 다양한 측면을 분명히 하
는 것이 가능해진다.
만약 일본에서 유적 보호나 유적의 추정에 대해 GIS를 더욱 활용하기를 원한다면
단순하게 기존의 방법론을 답습하지 말고 현재까지 사용해 온 이들 방법을 統合해서
판단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먼저 유적의 존재 가능성을 여러 조건을 근거로 추
출한 후 이들에 지형판독이나 물리탐사수법을 이용해서 유구 존재의 유무를 확인하여
부분적인 발굴로 그 자세함을 파악한다는 방법이다. 무엇보다도 넓은 국토를 가지며
문화재 보호 담당자가 적은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실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
다. 거듭 말하지만 각각의 실정에 알맞은 이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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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西都原古墳群 지하맵(東憲章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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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항공사진과 오버레이한 이미지(東憲章씨 제공)

이러한 방법을 대규모ㆍ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례로서 宮崎縣 西都原의 지하
맵 작성을 들 수 있다(東ㆍ呉 2008). 지중 레이더로 인해 지하의 상황을 탐사한 후
그 결과나 발굴조사의 성과를 여러 심도별 데이터로 GIS에 實裝(implementation)해서
지하의 상황을 광범위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도 8ㆍ9】. 필자도 GIS 데이터에의
각 데이터의 實裝이나 GCP 설정과 관련된 GPS 측량 등에서 협력을 하고 있다.
이 사례를 참고로 平城宮에서도 현재 같은 작업을 계획 중이다【도 10】.

【도 10】기존 조사구역과 물리탐사 성과의 비교(平城宮 中央區 大極殿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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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탐사에는 여러 수법이 존재한다. 탐사를 통해서 확인된 땅 속의 특정 물질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해서도 GIS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金田 외 2007, 金田ㆍ渡辺 2008)【도 11】.
지리정보를 축으로 해서 다양한 정보를 정리해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GIS는 이러한 부분에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도 11】지형, 지중 레이더 및 磁気탐사 데이터의 비교(茨城縣 瓦塚窯蹟)

Ⅷ. 연구수단으로서의 GIS의 이용
GIS가 가지는 다양한 공간분석 기능을 이용
한 고고학연구로의 이용은 적은 편이지만 최근
증가하고 있다. GIS의 이용 보급기의 초기에는
여러 가능성을 언급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金田
외2001) GIS＝지리모델ㆍ공간분석의 도구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경향이 있다.
조망분석(加藤 외 1996, 服部ㆍ金田 2001, 寺村
2006), 이동코스트분석(千葉 외 2000, 金田 2001),
시뮬레이션(新納 2001)의 분석은 GIS가 아니면 불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도 12】.

88_문화재GIS

활용과 정책방향

【도 12】이동 코스트 모델의 사례
(平安京 근교)

그러나 이러한 분석에 집중된 점도 있고 이러한 분석이야말로 GIS의 이용이라고 생각하
는 경향도 있어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GIS의 가장 기초적인 기능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이전에는 번잡하고 실제 이용이 어려웠던 자료의 공간분포 검토 등이 가능하다(金田
2009). GIS는 기존 연구방법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잘 활용하면 기존 연구
법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면 많은 문화재 연구자들
이 GIS 이용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알레르기를 경감시키
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도 13ㆍ14ㆍ15】.

【도 13】中國地方 暗文 土師器 출토 유적

【도 14】발굴조사에서 본 平城宮 條坊 【도 15】平城宮 東院園池地區 출토 토기의 제작기법
側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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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앞으로의 과제
일본에서 GIS 이용은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개별ㆍ분산적이고 정보나 이용의
방식도 다양하다. 그러나 문화재의 보호를 적절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방향
성의 책정이나 호환성을 고려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데이터의 표준화는 피해갈 수 없다. 다만 자료의 연대관이나 분류라
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학문상의 중요한 논점인 것도 적지 않다. 이들을 포함해
서 모두를 표준화한다는 것은 오히려 학문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반대로 緯度經度, 行政界라는 정보는 그만큼 연구자나 담당자에 따라 큰 차이
가 없을 것이다. 다양한 정보를 선별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표준화를 추진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연구는 이미 여러 성과를 내고 있으며(森本 2005) 앞
으로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발굴조사 보고서에 文化廳이 제안한 초록을 작성해 넣는 것이 서서히 침투되
고 있다. 이에는 緯度經度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GIS로의 효율적인 實裝을 가능
하게 하고 있다. 다만 제시한 것에 대해 철저하지 않은 곳도 많기 때문에 데이터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문제점도 안고 있어서 한층 더 개선이 요구되어진다.
또 국제적인 유적정보의 표준화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더블린 코어나
CIDOC, CRM이라는 움직임은 이용이 진전되고 있는 서구 여러 나라를 중심으로 진
행되고 있지만 독자적인 문화를 가진 아시아에서의 건설적인 제안도 필요할 것이다
(門林 2008).

Ⅹ. 맺 음 말
불충분하지만 일본의 실정에 대해 私見을 언급하면서 소개를 하였다. 본 회의의 개
최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문화재 연구 분야에서의 GIS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는
일본에 있는 우리들에 있어서도 좋은 자극이 될 것이다. 실제 필자가 GIS 연구를 시
작해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서울의 서점에서 번역본이 아닌 GIS의 해설서가 진열되
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의 놀라움을 잊을 수 없다. 앞으로도 서로 연구를 진행시키
는 것과 동시에 切磋琢磨해 나가는 좋은 이웃으로서 교류와 정보 교환을 부탁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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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4

국내의 문화재GIS 개발사례
Cultural GIS Construction : Development Cases in Korea

이 진 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GIS를 이용한 문화재 예측모델의 국내 사례
GIS & Archaeological Predictive Modeling in Korea

1)

목

이 진 영*

차

Ⅰ. 머리말
Ⅱ. 연구방법
1. 고고학적 자연환경 변수
2. 통계기법의 적용 방법
3. 예측모델 개발 및 평가 방법
Ⅲ. 연구결과
1. 고고학적 자연환경 변수
2. 통계기법의 적용 결과
3. 통계기법에 따른 예측모델 평가 결과
Ⅳ. 토의 및 고찰
1. 고고학 유적의 입지환경 특성 분석
2. 고고학 유적의 입지환경 특성에 따른 예측모델 평가
3. 통계기법에 따른 예측모델 평가 결과
Ⅴ. 맺음말

Ⅰ. 머리말
고고학 연구에서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은 문화재관리
의 중요한 대안으로 세계적으로 국가 중심의 문화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더불어 지
리정보시스템을 구축활용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은 고
고학정보를 문화재 관리 측면에서 관광정보 제공이나 유물 및 유적정보, 문화재의 보
존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목적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으며, 국
제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고고학 연구에서 GIS는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
에 있으며, 단순한 자료의 수집과 관리의 차원을 넘어 다양한 연구 분야에 활용되고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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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유적에 대한 연구 및 유적과 유적간의 연구, 더 나아가 문화권에 대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GIS가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의 연구도 점차 그 활용 범
위가 넓어지는 추세에 있다.
문화재청은 국토이용 및 개발행위로부터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문화
재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전국 23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
하였다. 문화유적분포지도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태의 책자로 제작되며, 단위 시군구
에 대한 문화유적의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지도상에 표현한 유적의 분포조
사현황자료에 해당된다. 고고학 유적의 경우, 지리적 공간개념을 가진 장소의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지형 및 인문적 공간에 대한 분석기술을 활용하기에 적합하며, 지리
정보시스템은 이러한 공간분석에 대한 다양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예측모델은 ‘일부 사전지식이나 인간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예상을 통해 대상 지역
의 고고학 유적이나 자료의 위치를 예상하는 것’(Kohler and Parker 1986)이다. 즉,
고고학 유적의 위치가 자연 환경의 특정 요소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보고, 현재 확
인 가능한 자연 환경의 요소들을 기반으로 과거 사람들의 행위 양식과 그것의 물적
증거인 유적의 위치를 예상하는 것이다.
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여러 가지 입지환경으로 구분될 수 있다. 유적의 특성
이 인문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정치, 경제, 국방 등과 같은 유적은 입지 조건이 자연환
경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로 갈수록 정치, 경제, 국방과 같은 요인
이 유적에 끼치는 영향이 적어지기 때문에 자연입지환경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높다.
1980년대 이후 문화재의 존재를 확률론적으로 검토하는 Predictive Modeling의 연구
가 GIS와 공간 통계학의 융합으로 개발되어 왔다. 초기에는 유적 입지나 분포에 영향
을 주는 공간 속성의 설명 인자를 정량적으로 추출해 공간연산으로 미지의 매장 문화
재 종류와 범위, 내용을 예측하는 연구가 성행했다. 이 방법은 과거 인류의 시공간 속
성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효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
다. 또 정량 분석을 통해 연역적 추론을 통해 유적에 대한 인간의 의사 결정을 중시하
고 퍼지 이론이나 신경망(Neural network)이론 등을 평가에 이용한 연구도 진행되었
다. 이러한 성과로 Kamermans와 Leusen (kamermans. And Leusen.M.Van 2005)은
Predictive Modeling 방법에서 실천적 응용 사례까지를 포괄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역사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유적에 대한 위치를 GIS를 이용하여 예측하고 지도를
만드는 일은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 왔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술은 수계로부
터의 거리 또는 지형적 특성과 같이 유적의 분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편적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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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를 토대에서 시작된다. 과거 개발된 알고리즘은 주로 유적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때문에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자연환경요인을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요인은 지형적 요인, 식수
원, 교통, 토질, 지질, 임상 등의 환경에 대한 분석방법으로 요약된다. 지형적 요인은
인간의 생존과 더불어 필요한 환경을 반영한다(Whitley and Hicks, 2003). 즉 생존에
필요한 지형적 요인, 식수원, 삶에 필요한 재료 등이며 인간의 지능발달과 더불어 생
산되는 마을, 교통 등과 같이 자연을 이용함에 있어 나타나는 것들을 입지환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형적 요인과 식수원 그리고 교통, 그 밖에 자연환경특
성을 설명할 수 있는 토양, 지질, 임상에 대한 특성은 유적의 입지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김태형 외, 2002). 결국 자연입지특성은 유적이 분포하는 지역의
고도(Elevation), 사면의 경사(Hill slope), 사면 경사의 방향(Aspect of Hill slope
side), 수계로부터의 수직-수평거리(Minimum Distance or height from Water
Sources), 유적이 분포하는 지역의 주된 토양종류(Major Soil)와 주된 지질(Major
Geology)등 정량화 될 수 있는 자연특성이 분석의 대상이 된다(Warren, 1990;
Carmichael, 1990;

Meo, et al., 2000; Meo, et al., 2003). 이러한 가설은 유적을

조사하고, 유적에 대한 정보가 많아질수록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최근의 GIS 자료는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일관된 특성을 갖고 변해왔다.
예측모델을 만드는 방법에는 연역적 방법(deductive)과 귀납적(induction)인 접근
방법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연역적인 모델이 사용되는데, 이는 지표조사나 그 밖의
자료를 이용하여 획득된 정보를 기초로 한다. 대표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연역
적 기술이 바로 logistic 회귀분석과 의사결정나무모델분석 기술이다(Parker 1985;
Kvamme 1985; Custer et al. 1986).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통계적 접근방법으로, 충분한 표본크기와 독립변수들이 필요
하고, 유적이 알려져 있는 지역과 유적이 없는 지역에 대한 이분적인 자료의 구성이
필요하다. 예측 모델의 개발을 위해서 활용되는 정보는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정확
한 정보를 토대로 유적이 있는 지역과 유적이 발견되지 않은 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용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완벽한 정보의 취득은 매우 어렵기 때문
에 타당한 가설을 설정하여 모델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일부 고고학적 조사는 GIS
상에서 logistic 회귀분석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된 계획을 통해 보다 이상적인 환경
정보를 획득하거나 유적이 알려지지 않은 조사된 지역의 정보를 취득하고 있다
(BRW, 1996). 유용한 자료가 사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logistic 회귀분석에 대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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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항이 잘 맞지 않는다. 그러나 연역적 모델에서는 아직도 대안적 방법으로서 가능
성이 있으며 유용한 결과를 성취할 수 있다.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는 과거에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이들 사이에 존재
하는

패턴,

즉

의사결정규칙(decision

rule)을

나무구조로

도표화하여

분류

(classification)와 예측(prediction)을 수행하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이다. 이 방법은 예
측의 과정이 나무구조에 의한 추론규칙에 의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신경망이나 판별
분석, 회귀분석 등에 의한 방법에 비해서 그 결과를 쉽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의사결정나무분석은 탐색과 모델화라는 두 가지 특성을 모
두 가지고 있으므로 차원의 축소 및 변수선택, 교호효과의 파악, 범주의 병합 또는 연
속형 변수의 이산화 등을 탐색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고, 자료의 세분화, 분류, 예측을
통해 모델화를 이룰 수 있는 특징이 있다(박재모, 2004).
신경망모델의 발전은 1943년 맥컬럭과 피츠에 의한 뉴런의 모델화가 최초로 시도
되었고, 1949년 캐나다의 심리학자 헵은 두 뉴런 사이의 연결강도를 조정하는 학습규
칙을 기술하였다. 이 학습규칙은 신경망연구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결국 1958
년 로젠블럿에 의해 최초의 인공신경망 모델이 제시되었다. 특히 기존 신경망모델의
입력층(input layer)과 출력층(output layer)사이에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은닉층
(hidden layer)을 쓰는 새로운 모델들이 1980년대 중반에 제안되어 신경망모델의 연
구 및 응용이 활성화되었다. 역전파 학습알고리즘은 목표하는 결과 값(desired
output, target value)과 실제 계산한 결과 값(actual output)의 차이를 학습을 통해
계속 조정하여 감으로서 차이 값을 최소화하도록 학습시키고 학습결과를 이용하여 판
단대상 또는 추정대상에 대해 검증을 행함으로써 판별 또는 인식하는 기법으로 많은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공신경망 모델은 인간이 어떤 현상을 인지
하게 되는 것처럼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내부적인 작업을 통해 결과물을 제공할 뿐,
어떤 변수가 중요한지 어떠한 상호 작용에 의해 결과물이 도출되었는지 그 상관관계
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하여 종종 블랙박스(black box)라고 불려지고, 따라서 설명력
(comprehensibility) 보다는 정확한 추정이 필요할 때 주로 이용된다.
예측적 연구는 통계적인 처리에 내포되는 몇 가지 ‘어떤 종류의 가설’ 위에 성립한
다. 따라서 유적 존재 가능성 0%라고 평가된 장소에 유적이 존재하는 상황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구축한 설명 모델의 통계적 신뢰도가 낮은가 그 모델의 적용
범위외인가 그 양쪽이든지 어느 한 쪽을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과
거의 인류가 어떠한 환경에서 설명될 수 있는 요인이 있었는지, 아니면 가지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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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는지를 구체화 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국내의 연구가 이러한 환경요인을 설명하
는 단계에서 또는 모델의 정확도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축적하는 것
도 본 연구의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GIS를 이용한 유적분포가능성 예측모델의 국내 사례 연구를 통
해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유적의 입지환경 분석 방법과 이를 통계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유적의 입지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하여 문화재 정보의 효율적 활용 측
면에서의 예측모델 개발을 도모하는데 있다.

Ⅱ. 연구방법
예측모델 개발의 절차는 모델링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모델 개발에 유용한 형태로 자
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출발한다. 이 과정은 고고 유적(문화재)의 DB를 개발하는 것과 알
려진 유적에 대한 기록에서 환경변수의 공간적 분포를 재현하는 지리정보시스템상의 자
료를 만드는 데 있다. 이러한 자료는 일반적으로 지리정보시스템에서 분석하기 위한 자
료(layer)로 제작된다. 모델에 소요되는 통계적 결과들은 모델의 매개변수(parameter)와
모델계산에 사용하기 위한 환경정보 자료들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그림 1> 예측모델의 개발 절차 개략도

1. 고고학적 자연환경 변수
유적입지분석은 유적분포지역에 대한 지형분석(고도값 계산, 유적분포지역의 가까
운 수계 탐색), 유적분포지역의 자연환경(지질, 토양, 임상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적이 분포하는 지역의 지형분석은 수치지형도로부터 획득된다. 그러나 벡터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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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수치지형도에서 유적이 분포하는 일정면적을 갖는 지역의 분석 결과를 획득하
는 것은 이론적으로 많은 계산을 요구한다(Corripio, 2003). 때문에 본 연구는 효율적
인 분석과 향후 지리정보시스템(GIS)의 활용을 고려하여 격자(또는 grid; raster)형태
로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지형도로부터 원하는 유적의
특성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값을 산출하는 기능을 Java 언어로 제작하여 분석에 활용
하였다. 분석에 사용되는 수치자료는 국립지리원에서 제작한 1 : 5,000 축적의 수치
지형도를 이용하였고, 아직 1 : 5,000 축적의 수치지형도가 발간되지 않은 지역에 대
해서는 1 : 25,000 축적의 수치지도를 활용하였다. 유적입지 변수 가운데 토양입지
분석에는

개략토양도(농업기술연구원,

1976)가

사용되었으며,

지질

분석에는

1:250,000 지질도(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임상도는 1:25,000 수치임상도(산림청)가 활
용되었다. 구축된 유적의 속성 정보는 크게 유적정보, 시대정보, 분류정보, 행정구역정
보, 사진정보 등으로 구성되며, 자료의 수정과 갱신에 따른 관리 이력정보와 작업자
관리정보 등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었다.

<그림 2> 자연환경분석 개념도

<그림 3> 유적의 면분석 개념도

1) 고도분석
일차적으로 유적이 분포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치지형도로부터 5m의 공간해상도
로 수치고도모델(Digital Elevation Model)을 제작하였으며, 계산식은 단순 크리징
(Simple Kriging)보간법을 적용하였다. 제작된 수치고도모델로부터 유적이 분포하는
지역의 고도를 추출하였다. 다만 유적의 면적이 25평방미터(㎡)를 넘는 경우, 분포하
는 고도의 최대고도(m)와 최소고도(m), 평균고도(m)를 대푯값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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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면의 경사 및 방향
사면의 경사와 사면의 방향 변수의 경우 수치고도모델로부터 주위의 고도 값을 참
조하여 계산에 의해 얻어지는데, 기 제작된 수치고도모델로부터 유적이 분포하는 지
역의 사면경사와 사면의 방향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였다. 유적의 면적이 25평방미터
(㎡)를 넘는 경우에 고도의 추출방식과 동일한 형태로, 분포하는 면적에서 사면의 최
대경사(각도)와 주된 사면방향(각도), 최소경사(각도)와 가장 적게 나타나는 사면방향
(각도) 그리고 평균경사(각도)와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사면의 방향을 대표되는 값으로
활용한다. 또한 사면의 방향에 대한 정보는 정북을 중심으로 0°과 360°에 이르는 방
향을 20° 간격으로 빈도를 계산하여 활용한다. 이를 통해 유적의 사면 방향 분포를
표현한다. 조사된 유적의 사면경사방향은 동쪽(E)을 기준으로 0° 시계방향으로 남쪽
(S)은 90°, 서쪽(W)은 180°, 북쪽(N)은 270°로 측정되었으며, 편의상 전체 방향을 8
개의 범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3) 수계 및 도로와의 거리
수계와의 거리분포는 개념상으로 유적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하천 또는 식수원으로
부터의 상대적인 거리를 의미한다. 수계로부터의 수평거리는 일반적인 지도상의 거리
와 동일한 개념이지만 수계로부터의 수직거리는 ‘비고(比高)’개념의 상대적 고도차를
의미한다. 이는 유적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수계에 대하여 수평적인 최소거
리와 하천 수계의 고도로부터 유적까지의 수직적인 최소거리를 말한다.
최근 발굴 등의 문화재 조사와 기존의 문헌자료를 활용한 과거의 도로 개념을 활
용하기 위한 도로와의 거리분포는 개념상으로 유적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 또는
도로로부터의 상대적인 거리를 의미한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옛 도로정보를 수치
화 하지 못하여 국도 또는 지방도로부터의 상대적인 거리로 활용한다. 도로로부터의
수평거리는 일반적인 지도상의 거리와 동일한 개념이지만 도로로부터의 수직거리는
‘비고(比高)’개념의 상대적 고도차를 의미한다. 이는 유적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
하는 도로의 위치에 대한 수평적 최소거리(m)와 상대적 수직적 최소거리(m)를 산출을
의미한다.

4) 토양, 지질, 식생(임상)
유적이 분포하는 위치의 토양도, 임상도, 지질도를 분석할 경우 대상지역의 지질,
토양 및 임상속성을 각 격자점이 위치한 중심점을 기준으로 벡터 형태의 다각형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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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활용하여 유적속성을 저장한다. 유적이 분포하는 지역을 격자로 구성하고, 각
격자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벡터 형태의 다각형 중첩기능을 이용하여, 지질, 토양, 임
상을 분석한다. 유적이 분포하는 지역은 토양, 지질, 임상 정보와 같이 면적으로 분포
하는 지역에 대해 다수의 정보를 갖게 된다. 토양환경변수는 해안지(class 1), 내륙평
탄지(class 2), 하천범람지(class 3), 산악곡간지(class 4), 저구릉 산록지-저구릉곡간
지(class 5), 구릉지 및 산악지(class 6)로 각각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이
요구하는 단일화된 유적의 속성을 추출하기 위하여 면적이 넓은 값을 대푯값으로 적
용하였다.

<표 1> 토양단위별 지형특성 분류
Class

Soil group description

Soil group

1

Soils of the costal plains

ft, fb, fm

2

Gley and alluvial soils, alluvial plains

ap

3

Alluvial soils and riverwash, flood plains

af

4

Complex of soils, narrow valleys

an

5

Soils of the dissected older pediplane systems

ra, re, rl, rs, rv, rx

6

Soil of the strongly dissected hilly and mountain lands

ma, ml, mm, ms, mv, ro

5) 유적간 최소거리 및 유적 밀도
유적간 최소거리는 유적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유적과 유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해 사용된다. 가장 가까이 분포하는 유적과의 거리는 유적의 최소거리 변수로 사용하
며, 유적의 밀도는 2km를 반경에 분포하는 유적의 개수를 변수값으로 사용한다. 유
적간의 최소거리 변수와 유적 밀도 변수는 유적과 유적의 유사성과 공간분포를 파악
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GIS 상에서 유적의 밀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격자
(grid)형태로 구성된 각 격자의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2km이내에 해당되는 유적의 개
수를 파악하여 중심점에 해당되는 셀의 유적 밀도값으로 이용한다. 다만 행정경계와
같이 인위적 요인에 의해 경계가 구분될 경우 반경 2km이내에 분포하는 유적은 행
정경계 밖의 유적을 계산에 포함하지 않아서 유적의 수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유적
밀도를 계산하기 위해 지형도 상에 나타난 유적의 분포를 격자 형태로 구분하고, 각
격자의 중심점에서 반경 2km의 원에 포함되는 유적의 개수를 구해나가는 방법을 활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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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기법의 적용 방법
통계기법의 적용은 전국의 문화유적분포지도의 유적자료를 GIS DB로 구축하고, 각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자연환경변수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통계모델을 개발한다.
통계모델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기법이 적용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유적에 대
해 자연환경변수를 토대로 등급을 선정하는 방법인 등급화 방법이 있으며, 확률 결과
를 제시하는 로지스틱회귀모델과 의사결정나무모델, 신경망 분석모델이 있다. 등급화
방법은 자연환경변수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유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높은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예측모델 개발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연역적방식인 로지
스틱회귀모델과 의사결정나무모델, 신경망 모델은 이분형의 종속변수를 사용한다. 따
라서 유적이 있음과 없음과 같은 가설을 채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유적이 있음에
해당하는 유적정보는 자료의 확보가 용이하나 유적이 없음에 해당하는 유적정보는 자
료의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측지역을 ‘유적이 있음 또는 예측하고자
하는 유형’으로 정의하고 그 상대개념으로 ‘유적이 없음 또는 예측할 필요가 없는 유
형’으로 정의하여 모델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예측하고자 하는 대상은 유
적이 있을 확률 또는 예측하고자 하는 유형의 문화재가 있을 확률을 의미하며, 확률
이 낮은 지역은 유적이 없거나 또는 예측할 필요가 없는 지역으로 해석된다. 또한 예
측과정에서 우리의 사전지식이 없는 지역(유적이 있음 또는 예측하고자 하는 유형의
지역)을 벗어나는 지역은 예측을 목적으로 하는 대상지역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GIS상에서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지역은 지금까지 알려진 유적이 없는 지역이
거나 현재까지 유적이 있을 확률이 '0’에 가까운 지역에 해당된다. 그 밖에 유적과 관
련 없는 유적정보는 예측모델 개발에서 제외하였다.

1) 등급화 방법
등급화 알고리즘의 기본개념은 자료의 최빈값(mode)을 포함하는 적절한 구간을 A
등급, 그 다음으로 확률이 높은 구간을 B등급, C등급, D등급...등의 차례로 정해나가
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위한 알고리즘은 다음의 1 단계
에서 5단계로 진행한다. 1단계는 관측된 연속형 변인의 데이터로부터 각 구간에 자료
의 5%가 포함되도록 하는 20개의 도수분포표 구간을 정한다. 이 과정은 자료로부터
5%, 10%, 15%, ...의 분위수를 구하여 계급 구간을 정하는 과정이다. 2단계는 1단계
에서 정해진 계급구간을 이용하여 구간의 길이를 포함하는 다음형태의 도수분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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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다. 각 계급구간에는 대략 동일한 자료수(5%)를 할당한다.
<표 2> 연속변인의 등급화를 위한 도수분포표
계급 (이상~미만)

구간의 크기

빈도

제5백분위수

제5백분위수-최소값

해당계급에서 관측빈도

제5백분위수

제10백분위수

제10백분위수-제5백분위수

해당계급에서 관측빈도

제10백분위수

제15백분위수

제15백분위수-제10백분위수

해당계급에서 관측빈도

⋮
제90백분위수

⋮
제95백분위수

⋮
제95백분위수-제90백분위수

⋮
해당계급에서 관측빈도

제95백분위수

최대값

최대값-제95백분위수

해당계급에서 관측빈도

하한

상한

최소값

3단계는 2단계의 도수분포표에서 구간길이가 최소인 구간을 선택하고, 선택된 구
간의 전후 구간의 길이를 비교하여 길이가 짧은 쪽의 구간을 차례대로 선택해 나간
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특정구간에 전체자료의 20%가 포함될 때 까지 반복한다. 4단
계는 자료의 20%를 포함하는 4개 구간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해당변수의 A등급 구간
으로 정한다. 마지막으로 5단계에서는 A등급으로 선택된 구간의 전후 구간의 길이를
비교하여 3단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B등급 구간을 정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C～E
등급의 구간을 설정한다.

2)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
회귀분석이란 두 연속형(서열, 등간, 비율척도 등)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차원
이 아니라, 관찰된 연속형 변수에 대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선형식을 구하고
그 식을 이용하여 독립변수가 주어졌을 때 종속변수를 예측하는 분석방법이다. 로지
스틱회귀모델은 선형회귀모델의 제한적인 가정들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종속변수
가 두 가지 값만 취하는 모델에 널리 사용된다. 로지스틱회귀모델은 종속변수와 독립
변수들 사이의 함수관계를 선형으로 가정하지 않고, 비선형관계로 가정한다. 종속변수
의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를 필요가 없으며, 주어진 독립변수의 수준에서 동일한 분산
을 가질 필요가 없다. 독립변수들의 척도는 연속형, 이산형, 혹은 혼합형으로 구성될
수 있고. 회귀계수의 추정에 최우추정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추정량의 신뢰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 표본의 크기가 어느 정도 대 표본이 되어야 한다. 1개의 종속변수와 1개
의

독립변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할

경우를

단순회귀분석(Simple

Regression

Analysis), 1개의 종속변수와 여러 개의 독립변수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할 경우
를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이라고 한다(노형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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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결정나무 분석방법
트리 형성단계에서는 자료구조에 적절한 분리기준(split criterion)과 정지규칙
(sotppiing rule)을 지정하여 분석의 목적에 맞게 분류할 때까지 나무를 확장하여 분류모
델을 만든다. 이렇게 트리를 확장해 나가다 보면 모델이 제공하는 규칙자체가 엉뚱한 의
미를 갖게 되어 모델의 예측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모델의 과잉적합
(overfitting)이라하며, 가지치기(pruning) 단계에서 과잉적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복잡
해진 나무의 의미 없는 마디를 제거하여 분류오류를 줄이고 모델의 예측력을 증가시킨다.
타당성 평가 단계에서는 이익도표(ganis chart)나 위험도표(risk chart) 또는 검증용 자
료(test data)에 의한 교차타당성(cross validation)등을 이용하여 트리를 평가한다. 마지
막 단계에서 트리를 해석하고 예측모델을 설정한다. 의사결정나무분석의 대표적 알고리
즘은 AID(Automatic Interaction Dection: Sonquist et. al., 1971), CHAID(Chi square
AID; Kass, 1980), CART(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s; Breiman et. al.,
1984), ID3(quinlan, 1986), C4.5(Quinlan, 1993) 등이 있다(이민수 외, 2005)

4) 신경망 분석방법
신경망(Neural Networks)은 인간의 두뇌구조를 모방하여 구성한 네트워크로 인간
의 신경세포(neuron)에 해당하는 가장 간단한 단위(unit)인 병렬처리 연산소자들
(computing elements)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은닉마디는 입력변수들의 결합
(combination)을 수신하고 활성함수(activation function)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 목
표변수에 전달한다. 이때 결합에 사용되는 계수(coefficient)들을 연결강도(synaptic
weight)라고 부르며, 활성함수는 입력값을 변환하고 이를 입력으로 사용하는 다른 마
디로 출력하게 된다. 신경망 네트워트는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신경망 입력층에서 출력층으로 일방흐름인 전방향(feedforward) 네트워크이다.

<그림 4> 신경망 모델의 MLP구조(예시)

<그림 5>문화재 예측모델의 신경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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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측모델 개발 및 평가 방법
예측모델 개발은 고고학적 자연환경변수를 이용하여 통계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GIS 적용함으로서 개발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두 가지 형태의 모델 성능이 제시되는
데, 통계성능은 통계분석을 통해 개발된 통계모델의 평가를 통해 제시된 예측확률이
며, GIS성능은 통계모델을 지리정보시스템에서 분석하여 유적자료를 검증하여 제시된
분석모델의 적용확률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모델평가(model assessment)의 기준으로
는 ‘모델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축되었는가’ 즉, ‘얼마나 적은 입력변수로 모델을 구
축했는가의 문제’나 혹은 ‘같은 모집단 내의 다른 데이터에 적용하는 경우 얼마나 안
정적인 결과를 제공해 주는가’, 즉 일반화의 가능성 등 여러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
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구축된 모델이 얼마나 추정과 분류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가’이다. 모델의 평가는 모델의 우수성과 다른 모델과 비교하여 어느 것
이 가장 우수한 추정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 해당된다. 특히
목표변수가 범주형인 경우에는 오분류표(misclassification table)를 활용한 방법의 적
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각종 통계모델별 평가분석을 위해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y)
개념을 활용한다. 통계모델에 대한 성능 평가와 GIS를 이용한 성능평가 과정에 모두
사후확률 개념을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분류의 기준으로 삼는 사후확률의 경계는 “1/
(목표변수의 범주 개수)”로 삼는 것이 보통이다. 본 연구에서는 목표변수가 두 개의
범주를 가지므로 0.5(50%)가 된다. 이러한 기준이 상식적이긴 하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각 분석방법별로 구축된 모델이 추정과 분류에서 얼
마나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가와 얼마나 안정적인가를 비교하기 위해서 분류기준값
(cut-off point)을 0.5로 할 때 분석용 자료(training data)와 평가용 자료(validation
data)의 정분류율(판별력)과 예측지역과 확인지역 각각에 대한 정분류율(판별력)을 비
교하고, 평가결과의 오분류율을 기준으로 각 분석방법별로 우수한 모델을 선택한다.
GIS 상에서는 분류기준값을 0.5로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분류표를 활용하여
분류기준값을 설정하고 성능을 평가한다.
빈도 + ( 실제1, 예측1)의 빈도
○ 정분류율 = ( 실제0, 예측0 )의관찰치의
×100( %)
빈도
빈도 + ( 실제1, 예측0)의 빈도
○ 오분류율 = ( 실제0, 예측1 )의관찰치의
×100( %)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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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정확도가 높으려면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높아서 참을 거짓으로 판정하
거나 거짓을 참으로 판정하는 두 가지 형태의 오류가 모두 작아야 하며 ROC곡선은
비교하고자 하는 모델들의 각 분류기준값(cut-off point)에서 산출된 오분류율표를 통
해 작성되는 곡선으로 적절한 분류기준값의 판단이나 모델들의 정확성을 비교하는데
사용된다. ROC곡선은 분류기준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인 0～1 내의 모든 점에
대해서 민감도와 특이도를 계산하여 만들 수 있으며 수평축은 1-특이도를, 수직축은
민감도를 나타내고 있어 도표상에서 더 왼쪽, 더 위쪽에 위치할수록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1, 예측1 )의 빈도
민감도 = (
실제1인 관찰치의 빈도 ×100( %)

실제0, 예측0 )의 빈도
특이도 = (
실제0인 관찰치의 빈도 ×100( %)

분류기준값의 변화에 따른 모델의 성능을 정분류율, 민감도, 특이도로 나타내고 이
값들은 모두 큰 값을 가질수록 적합된 모델의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주어진 분류기준값에서 이 3개의 값은 동시에 커질 수가 없다. 따라서 이 3개
의 값이 동시에 적절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분류기준값을 정한다.

Ⅲ. 연구결과
1. 고고학적 자연환경 변수
고고학적 자연환경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는 입력된 유적지 각각에 저장된다. 각각
의 변수는 수치화되고 유적이 분포하는 지역에 대한 고도, 경사, 사면방향, 수계와의
거리, 수계와의 비고, 도로와의 거리, 도로와의 비고, 유적의 분포 밀도, 유적간의 최
소거리, 지질, 토양, 식생에 대한 정보를 갖는다. 고도, 경사, 수계와의 거리 및 비고,
도로와의 거리 및 비고 등의 정보는 유적이 면적으로 분포하는 경우 각각 최대값, 최
소값, 평균값의 대푯값을 갖는다. 이들 수치자료는 그 자체로 유적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통계모델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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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문화재 자료 구분 예시
구 분

범 주 설 명

예측지역
(n1=10,713)

빈 도(%)

전체%

무덤유적

5256(49.06%)

21.29%

유물산포지

2934(27.39%)

11.88%

산업생산유적

2035(19.00%)

8.24%

생활유적

475( 4.43%)

1.92%

매장기타

13( 0.12%)

0.05%

소 계

10,713(100%)

-

건축/건축물

6098(43.62%)

24.70%

종교신앙유적

3268(23.38%)

13.23%

민속유적(제외)

1898(13.58%)

7.69%

정치국방유적

915( 6.55%)

3.71%

교통통신유적

229( 1.64%)

0.93%

예술관련유적(제외)

122( 0.87%)

0.49%

위인선현유적(제외)

86( 0.62%)

0.35%

지상기타

1364( 9.76%)

5.52%

소 계

13,980(100%)

-

24,693

100%

문화재 자료
(n=24,693)

확인지역
(n2=13,980)

전체

<표 4> 주요 입지변인간의 상관분석 결과 예시

ALT_MIN

ALT_
MIN

ALT_
MAX

1

0.975

0.994

0.301

0.247

0.348

0.403

1

0.992**

0.270**

0.371**

0.417**

1

0.289**

0.306**

0.289**

1

**

ALT_MAX 0.975**

ALT_AVG 0.994** 0.992**
SLP_MIN

0.301** 0.270**
**

SLP_MAX 0.247

**

0.371

ALT_
AVG
**

**

SLP_
MIN
**

**

SLP_
MAX
**

SLP_
AVG
**

**

**

0.397** 0.469**

0.461**

0.042**

0.046**

0.045**

0.385

0.406** 0.395**

0.432**

0.035** -0.027** -0.012

0.285**

0.717**

0.176** 0.072**

0.135**

0.040** -0.198** -0.136**

**

0.385**

0.717**

0.818**

1

0.397**

0.406**

0.176**

0.195**

0.261**

W_ALTMAX 0.328** 0.469**

0.395**

0.072**

0.538**

W_ALTAVG 0.393** 0.461**

0.432**

0.135**

0.392**

W_DISTMIN 0.028** 0.042** 0.035**

**

-0.054

0.818

**

0.195

0.328

**

-0.082

1

**

**

0.028

0.285

W_ALTMIN 0.403

**

0.393

0.306

SLP_AVG 0.348** 0.417**

W_ALT W_ALT W_ALT W_DIST W_DIST W_DIST
MIN
MAX
AVG
MIN
MAX
AVG

**

0.538

**

**

**

**

0.392

0.055

0.270

0.222

0.261** 0.438**

0.385**

0.064**

0.045**

0.055**

1

0.743**

0.929**

0.349**

0.138**

0.228**

0.438**

0.743**

1

0.920**

0.299**

0.463**

0.448**

0.385**

0.929** 0.920**

1

0.342**

0.300**

0.344**

0.040** 0.055** 0.064**

0.349** 0.299**

0.342**

1

0.593**

0.801**

W_DISTMAX -0.082** 0.046** -0.027** -0.198** 0.270**

0.045**

0.138** 0.463** 0.300**

0.593**

1

0.952**

W_DISTAVG -0.054** 0.045**

0.055**

0.228** 0.448**

0.801**

0.952**

1

-0.012 -0.136** 0.222**

0.344**

(*, ** : 유의수준 0.05와 0.01에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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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문화재 자료의 도별 분포 예시
도 별
빈도(행%)

문화재 구분
열%

확인지역

전

예측지역

체

강원도

336(62.22%)

2.40%

204(37.78%)

1.90%

540(100.00%)

2.19%

경기도

186(37.05%)

1.33%

316(62.95%)

2.95%

502(100.00%)

2.03%

충청북도

1759(54.59%)

12.58%

1463(45.41%)

13.66%

3222(100.00%)

13.05%

충청남도

2479(50.64%)

17.73%

2416(49.36%)

22.56%

4895(100.00%)

19.83%

경상북도

4471(71.74%)

31.98%

1762(28.26%)

16.44%

6233(100.00%)

25.24%

경상남도

1878(68.39%)

13.43%

867(31.61%)

8.11%

2745(100.00%)

11.12%

전라북도

616(27.89%)

4.41%

1593(72.11%)

14.88%

2209(100.00%)

8.95%

전라남도

2254(51.91%)

16.12%

2088(48.09%)

19.50%

4342(100.00%)

17.59%

전 체

13979(56.62%)

100.0%

10709(43.38%)

100.0%

24688(100.00%)

100.0%

<표 6> 유적의 최소고도(ALT_MIN)에 대한 기초통계량 분석 예시
도 별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전

체

문화재구분

빈도

최소값

확인지역
예측지역
확인지역
예측지역
확인지역
예측지역
확인지역
예측지역
확인지역
예측지역
확인지역
예측지역
확인지역
예측지역
확인지역
예측지역
확인지역
예측지역

336
204
186
316
1759
1463
2479
2416
4471
1761
1878
868
616
1593
2254
2088
13978
1070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제 1
사분위수
12.57
8.25
63.87
40.00
98.73
72.40
32.59
20.77
84.89
67.40
27.22
14.96
28.97
14.05
26.79
14.54
44.67
23.64

중위수
29.86
17.51
106.68
62.87
154.38
104.93
61.22
43.36
133.38
105.80
70.58
33.92
60.85
27.25
57.42
33.23
99.65
53.95

제 3
사분위수
87.95
36.30
174.96
88.42
241.88
164.76
118.73
78.45
206.51
168.81
154.73
70.49
149.07
52.46
139.78
64.32
178.02
104.48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934.63
329.34
633.51
275.03
993.95
513.95
821.11
602.11
1401.12
792.77
1141.87
500.15
1220.59
729.58
1032.34
800.44
1401.12
800.44

93.74
34.92
137.67
73.42
187.13
128.26
86.77
56.42
165.38
130.64
127.25
54.36
127.96
69.12
100.86
51.37
134.91
79.27

152.72
55.88
111.70
49.11
127.11
77.81
79.84
49.34
131.66
90.19
157.14
61.69
168.43
118.33
117.80
60.26
132.36
84.12

2. 통계기법의 적용 결과
1) 등급화 분석결과
자연환경분석에 의한 수치화된 정보를 활용하여 예측모델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인
등급화 분석은 자료를 직관적으로 활용하는데 의미가 있다. 등급화 분석에 대한 예로
서 분석에 사용된 문화유적 자료는 2007년까지 DB화된 문화유적 자료(n=24,693)와
본 연구에서의 주요 관심사인 예측지역(n=10,713) 및 확인지역(n=13,980) 자료에 대
한 등급화 분석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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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입지변인의 등급화 결과 (전국) 예시

최소경사
(SLP_MIN)
최대경사
(SLP_MAX)
수계로부터
최소고도
(W_ALTMIN)
수계로부터
최소거리
(W_DISTMIN)
수계로부터
최대거리
(W_DISTMAX)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7.84, 32.63)

(56.27, 99.43)

(99.43, 169.88)

(169.88, 401.12)

(39.75, 69.84)

(69.84, 123.05)

(123.05, 800.44)

(76.53, 126.23)

(126.23, 204.58)

(204.58, 1401.12)

예측

(5.73, 23.63)

확인

(9.68, 44.68)

(0, 7.84)
(32.63, 56.27)
(0, 5.73)
(23.63, 39.75)
(0, 9.68)
(44.68, 76.53)

전체
예측
확인
전체
예측
확인
전체
예측
확인
전체
예측
확인

(0, 0.32)
(0, 0.18)
(0, 0.67)
(0, 4.90)
(0, 7.03)
(0, 3.95)
(0, 0.03)
(0, 0.01)
(0, 0.05)
(0, 13.81)
(0, 13.38)
(0, 14.19)

(0.32, 1.40)
(0.18, 0.66)
(0.67, 2.49)
(4.90, 11.34)
(7.03, 14.19)
(3.95, 9.42)
(0.03, 0.48)
(0.01, 0.15)
(0.05, 0.90)
(13.81, 36.69)
(13.38, 35.13)
(14.19, 37.80)

(1.40, 3.92)
(0.66, 1.97)
(2.49, 5.79)
(11.34, 19.44)
(14.19, 21.64)
(9.42, 17.07)
(0.48, 3.44)
(0.15, 2.37)
(0.90, 4.37)
(36.69, 72.17)
(35.13, 68.68)
(37.80, 75.04)

(3.92, 9.03)
(1.97, 5.58)
(5.79, 11.30)
(19.44, 28.85)
(21.64, 29.11)
(17.07, 28.54)
(3.44, 11.23)
(2.37, 8.77)
(4.37, 14.97)
(72.17, 136.62)
(68.68, 124.80)
(75.04, 147.32)

(9.03, 90.00)
(5.58, 78.90)
(11.30, 90.00)
(28.85, 89.37)
(29.11, 85.61)
(28.54, 89.37)
(11.23, 386.71)
(8.77, 386.71)
(14.97, 361.59)
(136.62, 3744.96)
(124.80,3744.96)
(147.32, 3513.07)

전체

(18.55, 62.04)

(0, 18.55)
(62.04, 98.84)
(34.80, 69.63)
(130.61, 165.74)
(0, 13.17)
(45.21, 72.11)

(98.84, 168.60)

(168.60, 296.37)

(296.37, 7686.38)

(165.74, 258.78)

(0, 34.80)
(258.78, 360.34)

(360.34, 6549.62)

(72.11, 123.73)

(123.73, 231.94)

(231.94, 7686.38)

전체
최소고도
(ALT_MIN)

A등급

예측

(69.63, 130.61)

확인

(13.17, 45.21)

<표 8> 입지변인의 등급화 결과 (충청남도) 예시

최소고도
(ALT_MIN)

최소경사
(SLP_MIN)
최대경사
(SLP_MAX)
수계로부터
최소고도
(W_ALTMIN)
수계로부터
최소거리
(W_DISTMIN)
수계로부터
최대거리
(W_DISTMAX)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전체

(12.79, 30.18)

(7.55, 12.79)
(30.18, 44.94)

(65.63, 109.62)

(109.62, 821.11)

예측

(9.71, 25.07)

(25.07, 43.36)

(54.35, 88.51)

(88.51, 602.11)

확인

(15.15, 37.42)

(9.58, 15.15)
(37.42, 54.80)

(0, 7.55)
(44.94, 65.63)
(0, 9.70)
(43.36, 54.35)
(0, 9.58)
(54.80, 79.52)

(79.52, 134.68)

(134.68, 821.11)

전체
예측
확인

(0, 0.32)
(0, 0.25)
(0, 0.47)

(0.32, 1.19)
(0.25, 0.80)
(0.47, 1.74)

(1.19, 3.07)
(0.80, 2.24)
(1.74, 4.28)

(3.07, 7.82)
(2.24, 5.89)
(4.28, 9.41)

(7.82, 41.91)
(5.89, 36.38)
(9.41, 41.91)

전체

(22.52, 29.55)

(15.07, 22.52)

(8.64, 15.07)
(29.55, 31.34)

(0, 8.64)

(31.34, 85.27)

예측
확인
전체
예측
확인
전체

(19.61, 25.55)
(0, 7.37)
(0, 0.03)
(0, 0.02)
(0, 0.04)
(0, 15.64)

(25.55, 30.46)
(7.37, 15.79)
(0.03, 0.74)
(0.02, 0.19)
(0.04, 1.83)
(15.64, 44.49)

(10.35,
(15.79,
(0.74,
(0.19,
(1.83,
(44.49,

18.09)
24.30)
4.80)
3.41)
6.99)
87.82)

(0, 10.35)
(24.30, 32.77)
(4.80, 14.64)
(3.41, 9.74)
(6.99, 20.92)
(87.82, 162.59)

(30.46, 80.96)
(32.77, 85.27)
(14.64, 351.96)
(9.74, 342.07)
(20.92, 351.96)
(162.59, 3744.96)

예측

(0.14, 16.16)

(16.16, 42.11)

(42.11, 77.02)

(77.02, 134.39)

(0, 0.14)
(134.39, 3744.96)

확인

(0, 15.17)

(15.17, 46.73)

(46.73, 101.48)

(101.48, 187.26)

(187.26, 3500.04)

전체

(66.01, 120.83)

(151.89, 234.69)

(82.13, 141.67)

확인

(41.68, 87.87)

(0, 35.95)
(234.69, 331.53)
(4.82, 46.29)
(266.23, 364.40)
(0, 29.91)
(203.32, 298.58)

(331.53, 5876.01)

예측

(35.96, 66.01)
(120.84, 151.89)
(66.09, 82.13)
(141.67, 196.07)
(29.91, 41.68)
(87.87, 131.42)

(46.29, 66.09)
(196.07, 266.23)

(131.42, 203.32)

(0, 4.82)
(364.40, 5744.30)

(298.58, 5876.01)

각각의 입지환경변수에 대한 등급환 분석결과 5개의 등급구간이 설정되었으며, 전
국 단위의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와 도별 단위의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에 대한 분석결과를 예로서 제시하였다. 각각의 자연환경분석 결과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전국 선사유적을 기준으로 등급화 구간을 설정할 경우, 구석기 유적을 대상으로
등급 구간을 설정할 경우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등급화의 대상에 따라 각 유
적에 대한 특징을 직관적으로 해석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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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유적의 최소경사 변수의 유적별 등급화 도표 예시
전체유적
등급
A
A
A
A
B
B
B
B
C
C
C
C
D
D
D
D
E
E
E
E

계급
(이상~미만)
하한
0.00
0.00
0.09
0.20
0.35
0.56
0.80
1.13
1.52
2.00
2.56
3.23
4.04
4.95
6.13
7.47
9.12
11.20
14.05
19.53

상한
0.00
0.09
0.20
0.35
0.56
0.80
1.13
1.52
2.00
2.56
3.23
4.04
4.95
6.13
7.47
9.12
11.20
14.05
19.53
90.00

전국선사유적
구간의
크기

빈도

0.00
0.09
0.11
0.15
0.21
0.24
0.33
0.39
0.48
0.56
0.67
0.81
0.91
1.18
1.34
1.65
2.08
2.85
5.48
70.47

0
3792
1914
1858
1969
1857
1945
1898
1929
1909
1910
1897
1919
1913
1899
1907
1914
1909
1910
1908

등급
A
A
A
A
B
B
B
B
C
C
C
C
D
D
D
D
E
E
E
E

계급
(이상~미만)
하한
0.00
0.00
0.00
0.05
0.10
0.17
0.24
0.33
0.44
0.57
0.74
1.00
1.33
1.73
2.22
2.91
3.77
5.18
7.03
10.49

상한
0.00
0.00
0.05
0.10
0.17
0.24
0.33
0.44
0.57
0.74
1.00
1.33
1.73
2.22
2.91
3.77
5.18
7.03
10.49
44.67

구석기유적

구간의
크기

빈도

0.00
0.00
0.05
0.05
0.07
0.07
0.09
0.11
0.13
0.17
0.26
0.33
0.40
0.49
0.69
0.86
1.41
1.85
3.46
34.18

0
0
543
198
209
181
186
209
182
194
195
192
188
194
191
190
191
191
191
191

등급
A
A
A
A
B
B
B
B
C
C
C
C
D
D
D
D
E
E
E
E

계급
(이상~미만)
하한
0.00
0.00
0.00
0.00
0.03
0.06
0.09
0.12
0.19
0.25
0.34
0.45
0.58
0.82
1.13
1.86
3.46
6.05
8.46
13.28

상한
0.00
0.00
0.00
0.03
0.06
0.09
0.12
0.19
0.25
0.34
0.45
0.58
0.82
1.13
1.86
3.46
6.05
8.46
13.28
31.44

구간의
크기

빈도

0.00
0.00
0.00
0.03
0.03
0.03
0.03
0.07
0.06
0.09
0.11
0.13
0.24
0.30
0.73
1.60
2.58
2.41
4.82
18.16

0
0
0
67
17
19
16
18
16
17
20
17
17
17
17
18
17
17
17
18

구간의
크기

빈도

0.00
0.00
0.00
0.01
0.00
0.01
0.01
0.02
0.03
0.08
0.31
0.26
1.18
1.29
0.85
3.24
2.96
5.26
8.16
56.98

0
0
0
69
1
30
14
24
17
17
19
15
18
17
17
18
17
15
19
18

<표 10> 수계와의 최소비고 변수의 유적별 등급화 도표 예시
전체유적
등급
A
A
A
A
B
B
B
B
C
C
C
C
D
D
D
D
E
E
E
E

계급
(이상~미만)

구간의
크기
하한
상한
0.00
0.00
0.00
0.00
0.01
0.01
0.01
0.01
0.00
0.01
0.03
0.02
0.03
0.05
0.02
0.05
0.10
0.05
0.10
0.23
0.13
0.23
0.51
0.28
0.51
0.94
0.43
0.94
1.55
0.61
1.55
2.33
0.78
2.33
3.34
1.01
3.34
4.52
1.18
4.52
5.82
1.30
5.82
8.10
2.28
8.10
10.79
2.69
10.79 15.66
4.87
15.66 25.00
9.34
25.00 48.73
23.73
48.73 1000000 999951.27

전국선사유적
빈도
0
3725
0
3538
1801
2207
2067
1903
1905
1911
1915
1906
1921
1905
1909
1910
1909
1907
1906
1912

등급

계급
(이상~미만)

A
A
A
A
B
B
B
B
C
C
C
C
D
D
D
D
E
E
E
E

하한
상한
0.00
0.00
0.00
0.00
0.00
0.01
0.01
0.01
0.01
0.02
0.02
0.04
0.04
0.07
0.07
0.15
0.15
0.39
0.39
0.73
0.73
1.30
1.30
2.06
2.06
3.05
3.05
4.05
4.05
5.23
5.23
7.59
7.59 10.28
10.28 14.68
14.68 23.25
23.25 142.55

구석기유적

구간의
크기

빈도

0.00
0.00
0.01
0.00
0.01
0.02
0.03
0.08
0.24
0.35
0.57
0.76
0.99
1.00
1.19
2.36
2.69
4.40
8.57
119.30

0
0
549
0
319
260
195
196
198
191
188
194
189
192
191
190
191
191
191
191

등급
A
A
A
A
B
B
B
B
C
C
C
C
D
D
D
D
E
E
E
E

계급
(이상~미만)
하한
0.00
0.00
0.00
0.00
0.01
0.01
0.02
0.03
0.05
0.08
0.16
0.47
0.73
1.91
3.19
4.04
7.28
10.24
15.50
23.66

상한
0.00
0.00
0.00
0.01
0.01
0.02
0.03
0.05
0.08
0.16
0.47
0.73
1.91
3.19
4.04
7.28
10.24
15.50
23.66
80.64

2) 로지스틱회귀분석 모델개발결과
로지스틱회귀분석 모델은 예측지역과 확인지역을 이분형으로 구분하여 예측지역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였다. 로지스틱회귀모델은 전국 단위의 모델과 도별단위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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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군 단위의 모델로 개발되었다. 예로써, 전국의 문화재 자료(n=24,693)로부
터 CULTURE 변수(1:예측, 0:확인)를 반응변수로 하는 로지스틱회귀모델의 적합결과
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시된다.
<표 11> 전국 자료의 로지스틱회귀모델 적합결과 예시
DF

Estimate

Standard
Error

Intercept

1

-0.2659

0.0367

52.54

<.0001

.

0.767

ALT_MIN

1

-0.0040

0.0002

507.41

<.0001

-0.2622

0.996

Parameter

Wald
Chi-square

Pr >
Chi-square

Standardized
Estimate

Odds
Ratio

SLP_MIN

1

-0.0548

0.0029

348.94

<.0001

-0.2073

0.947

W_ALTMIN

1

-0.0061

0.0009

47.30

<.0001

-0.0872

0.994

W_DISTMAX

1

0.0026

0.0001

375.11

<.0001

0.3392

1.003

SLP_MAX

1

0.0197

0.0014

199.58

<.0001

0.1463

1.020

W_DISTMIN

1

-0.0032

0.0002

307.41

<.0001

-0.2324

0.997

SOIL_CAT1

1

0.1151

0.0771

2.22

0.1359

.

1.122

SOIL_CAT2

1

0.0273

0.0455

0.36

0.5476

.

1.028

SOIL_CAT3

1

-0.4742

0.0637

55.48

<.0001

.

0.622

SOIL_CAT4

1

-0.0530

0.0395

1.80

0.1791

.

0.948

SOIL_CAT5

1

0.4458

0.0291

235.00

<.0001

.

1.562

GEO_CAT1

1

-0.0776

0.0246

9.99

0.0016

.

0.925

위의 결과로부터 적합된 로지스틱회귀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p<0.0001),
적합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p= P̂ (Y=1)으로 예측지역의 추정확률을 의미한다.
Logit( p) ( 또는 log [p/(1 - p)])
= - 0.2659 - 0 .0040ㆍALT_MIN - 0.0548ㆍSLP_MIN - 0.0061ㆍW_ALTMIN
+ 0.0026ㆍW _DISTMAX + 0.0197ㆍSLP_MAX - 0.0032ㆍW_DISTMIN
+ 0.1151ㆍS OIL_CAT 1 + 0.0273ㆍSOIL_CAT 2 - 0.4742ㆍSOIL_CAT 3
- 0.0530ㆍS OIL_CAT 4 + 0.4458ㆍSOIL_CAT 5 - 0.0776ㆍGEO_CAT 1

위 모델에 대한 정오분류표에서 계산된 정분류율(통계성능)은 70.5%로 나타났다.

<표 12> 전국 자료의 로지스틱회귀모델에 대한 정오분류표
예측값

확인지역
(Target=0)

예측지역
(Target=1)

확인지역(Target=0)

11316(80.9%)

2664(19.1%)

13980

예측지역(Target=1)

4611(43.0%)

6102(57.0%)

10713

15927

8766

24693

실제관측된 값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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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또한 충청남도의 문화재 자료(n=4895)로부터 CULTURE 변수(1:예측, 0:확인)를
반응변수로 하는 로지스틱회귀모델의 적합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3> 충청남도 자료의 로지스틱회귀모델 적합결과
Standard
Parameter
Intercept

Wald

Pr >

Standardized

Odds

Estimate

Ratio
0.739

DF

Estimate

Error

Chi-square Chi-square

1

-0.3018

0.0968

9.72

0.0018

.

ALT_MIN

1

-0.0041

0.0007

35.56

<.0001

-0.1554

0.996

GEO_CAT1

1

-0.2130

0.0574

13.75

0.0002

.

0.808

SLP_MAX

1

0.0117

0.0029

16.74

<.0001

0.0832

1.012

SLP_MIN

1

-0.0159

0.0062

6.66

0.0099

-0.0533

0.984

SOIL_CAT1

1

0.1997

0.1743

1.31

0.2518

.

1.221

SOIL_CAT2

1

-0.1073

0.1318

0.66

0.4152

.

0.898

SOIL_CAT3

1

-0.3363

0.2257

2.22

0.1362

.

0.714

SOIL_CAT4

1

0.0602

0.1218

0.24

0.6211

.

1.062

SOIL_CAT5

1

0.4141

0.0730

32.17

<.0001

.

1.513

W_ALTMIN

1

-0.0096

0.0021

20.34

<.0001

-0.1276

0.990

W_DISTMAX

1

0.0018

0.0003

41.59

<.0001

0.2547

1.002

W_DISTMIN

1

-0.0025

0.0004

45.50

<.0001

-0.2208

0.998

위의 결과로부터 적합된 로지스틱회귀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p<0.0001), 적
합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p= P̂ (Y=1)으로 예측지역의 추정확률을 의미한다.
Logit( p) ( 또는 = log [p/(1 - p)])
= - 0.3018 - 0 .0041ㆍALT_MIN - 0.2130ㆍGEO_CAT 1 + 0.0117ㆍSLP_MAX
- 0.0159ㆍS LP_MIN + 0.1997ㆍSOIL_CAT 1 - 0.1073ㆍSOIL_CAT 2
- 0.3363ㆍS OIL_CAT 3 + 0.0602ㆍSOIL_CAT 4 + 0.4141ㆍSOIL_CAT 5
- 0.0096ㆍW _ALTMIN + 0.0018ㆍW_DISTMAX - 0.0025ㆍW_DISTMIN

위 모델에 대한 정오분류표에서 계산된 정분류율(통계성능)은 62.6%로 나타났다.

<표 14> 충청남도 자료의 로지스틱회귀모델에 대한 정오분류표
예측값

확인지역
(Target=0)

예측지역
(Target=1)

확인지역(Target=0)

1502(60.6%)

977(39.4%)

예측지역(Target=1)

856(35.4%)

실제관측된 값

합

계

2358

1560(64.6%)
2537

합

계

2479
2416
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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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결정나무분석 모델개발결과
의사결정나무분석모델은 로지스틱회귀모델과 동일하게 전국 단위의 모델과 도별단
위의 모델, 시군 단위의 모델로 개발되었으며, 아래의 예시와 같이 전국자료에 대한
의사결정나무모델의 적합결과 정오분류표에 의한 정분류율은 73.3%로 나타났다.
<표 15> 전국 자료의 의사결정나무모델에 대한 정오분류표
예측값

확인지역
(Target=0)

예측지역
(Target=1)

확인지역(Target=0)

11078(79.2%)

2902(20.8%)

13980

예측지역(Target=1)

3677(34.3%)

7036(65.7%)

10713

14755

9938

24693

실제관측된 값

합

계

합

계

또한 충청남도 자료에 대한 의사결정나무모델의 적합결과 정오분류표에 의한 정분
류율은 69.6%으로 나타났다.
<표 16> 충청남도 자료의 의사결정나무모델에 대한 정오분류표
예측값

확인지역
(Target=0)

예측지역
(Target=1)

확인지역(Target=0)

2000(80.7%)

479(19.3%)

2479

예측지역(Target=1)

1009(41.8%)

1407(58.2%)

2416

3009

1886

4895

실제관측된 값

합

계

합

계

<그림 6> 의사결정나무모형 개발 예시

4) 신경망분석 모델개발결과
신경망모델은 도별 모델의 개발과정에서 적용이 검토되었다. 신경망 적합결과 분석
에 사용된 신경망 모델의 구조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제시되었으며, 전국자료에 대해
신경망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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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전국 자료의 신경망모델 구조식 결과
은 닉 층

입 력 층

Hj
bj
w 1j
w 2j
w 3j
w 4j
w 5j
w 6j
w 7j
w 8j
w 9j
w 10j
w 11j
w 12j
w 13j
w 14j
b0
w j0

ALT_MIN
SLP_MAX
SLP_MIN
W_ALTMIN
W_DISTMAX
W_DISTMIN
GEO_CAT1
GEO_CAT2
SOIL_CAT1
SOIL_CAT2
SOIL_CAT3
SOIL_CAT4
SOIL_CAT5
SOIL_CAT6
출 력 층

H1

H2

H3

H4

H5

H6

H7

0.1046

-2.7261

0.7557

-0.2590

-0.0048

2.3846

0.4583

-0.0571

0.1066

-0.5206

0.0359

0.5336

0.8497

0.0623

-0.2546

-0.0661

-0.0727

-0.2479

0.1251

-0.4887

-0.2958

-0.2832

0.2143

0.2021

0.4674

0.0935

0.1900

-0.0891

-0.1262

-2.0250

0.1460

-0.1202

-0.1265

0.4499

-0.2603

0.2579

-3.5234

0.2973

-1.9767

0.5046

-0.7674

-0.2259

-0.0099

2.0252

-0.2037

0.9954

-0.7264

0.9542

0.2592

-0.2821

-0.1246

-0.5048

0.2402

0.8826

0.6411

-0.0393

․

․

․

․

․

․

․

0.0561

0.0000

0.3365

0.0184

1.1366

1.3151

0.0000

0.1962

0.0046

0.1563

0.0000

0.0000

0.9608

0.0000

0.1073

0.0000

0.4142

0.0000

0.0000

0.5828

0.0000

0.0000

0.0000

0.0407

0.2645

0.5875

2.3020

0.0163

0.7639

0.0000

0.2047

0.0000

0.3541

0.0000

0.0760

․

․

․

․

․

․

․

-1.6627

2.5542

-2.0629

1.2688

-0.8909

4.4176

-1.9187
-2.5513

위의 결과로부터 신경망모델의 적합결과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H 1












 P̂ (




= f(0.1046 - 0.0571ㆍA LT_MIN - 0.2546 ㆍSLP_MAX - 0.2832ㆍSLP_MIN
- 0.1262ㆍ W_ALTMIN + 0.2579 ㆍ W_DISTMAX - 0.0099ㆍW_DISTMIN
- 0.2821ㆍ GEO_CAT 1 + 0.0561ㆍSOIL_CAT 1 + 0.1962ㆍ SOIL_CAT 2
+ 0.1073ㆍS OIL_CAT 3 + 0.0000ㆍSOIL_CAT 4 + 0.7639ㆍSOIL_CAT 5

Y = 1) = g( - 1.9187 - 2.5513 ㆍH 1 - 1.6627ㆍH

위 식에서

2 + 2.5542ㆍH 3 - 2.0629

ㆍH

4

+ 1.1268 ㆍH 5 - 0.8909ㆍH 6+ 4.4176 ㆍH 7 )

f( x) = 1/( 1 + e

-x

),

g(x) =( e x - e

-x

)/(e x + e

-x

) 이며,

각각 로지스틱과 쌍곡

탄젠트 함수를 나타낸다. 위 모델에 대한 정오분류표에 의한 정분류율은74.5%이다.
<표 18> 전국 자료의 신경망모델에 대한 정오분류표
예측값

확인지역
(Target=0)

예측지역
(Target=1)

확인지역(Target=0)

11586(82.9%)

2394(17.1%)

13980

예측지역(Target=1)

3895(36.4%)

6818(63.6%)

10713

15481

9212

24693

실제관측된 값

합

계

합

계

충청남도 자료에 대해 신경망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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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충청남도 자료의 신경망모델 구조식 결과
은 닉 층

입 력 층

Hj
bj
w 1j
w 2j
w 3j
w 4j
w 5j
w 6j
w 7j
w 8j
w 9j
w 10j
w 11j
w 12j
w 13j
w 14j
b0
w j0

ALT_MIN
SLP_MAX
SLP_MIN
W_ALTMIN
W_DISTMAX
W_DISTMIN
GEO_CAT1
GEO_CAT2
SOIL_CAT1
SOIL_CAT2
SOIL_CAT3
SOIL_CAT4
SOIL_CAT5
SOIL_CAT6
출 력 층

H1

H2

H3

-2.0915

-0.8905

0.4970

0.3597

0.3094

0.0731

0.1713

0.0708

-0.0068

-0.1296

1.8811

-1.1781

0.0850

-0.6503

0.4003

0.3298

0.8379

2.7102

-0.1297

-0.6009

-1.6130

0.0410

-0.2225

-0.0340

ㆍ

ㆍ

ㆍ

2.0791

1.0143

0.0000

0.2390

0.4852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4995

0.0000

0.6166

0.0186

0.0000

ㆍ

ㆍ

ㆍ

1.3089

1.7421

-1.9514
-2.4163

위의 결과로부터 신경망모델의 적합결과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H 1 = f(-2.019 5 - 0.3597ㆍA LT_MIN - 0.1713ㆍSLP_MAX - 0.1296ㆍSLP_MIN



+ 0.0850ㆍ W_ALTMIN + 0.3298ㆍ W_DISTMAX - 0.1297ㆍW_DISTMIN



+ 0.0410ㆍ GEO_CAT 1 + 2.0791ㆍSOIL_CAT 1 + 0.2390ㆍ SOIL_CAT 2



+ 0.0000ㆍS OIL_CAT 3 + 0.0000ㆍSOIL_CAT 4 + 0.6166ㆍSOIL_CAT 5




 P̂ ( Y = 1) = g( - 1.9514 - 2.4163 ㆍH 1 +1.3089ㆍH 2+1.7421ㆍH 3 )

위 식에서 f(x)=1/(1+e -x), g(x)=(e x -e -x)/(e x +e -x) 이며, 각각 로지스틱과 쌍곡
탄젠트 함수를 나타낸다. 위 모델의 정오분류표에 의한 정분류율은 66.9%로 나타났다.
<표 20> 충청남도 자료의 신경망 모델에 대한 정오분류표
예측값

확인지역
(Target=0)

예측지역
(Target=1)

확인지역(Target=0)

1831(73.9%)

648(26.1%)

2479

예측지역(Target=1)

972(40.2%)

1444(59.8%)

2416

2803

2092

4895

실제관측된 값

합

128_문화재GIS

계

활용과 정책방향

합

계

3. 통계기법에 따른 예측모델 평가 결과
1) 등급화 방법
자연환경변수를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한 결과를 종합하여 가장 유적의 분포 가능성
을 평가하였다. 각각의 자연환경변수에 대한 등급은 지리정보시스템에서 구현되었으
며, 각 변수에 대한 레이어 중첩을 통해 유적의 분포가능성을 점수화 하였다. 지리정
보시스템상에서 분석된 유적의 분포가능성 도면에 조사된 유적의 위치를 표시하고 각
위치에 대한 등급을 계산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림 7> 분석 변수의 평균값에 대한 합 연산 분석 <그림 8> 2007년도 전국문화재 등급화모
결과 예시
델 GIS 분석결과

아래의 그림은 연기지역을 대상으로 예측지역의 포함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제시한
다. 동일한 방법으로 전국 단위의 문화재에 대한 등급과 도별단위의 문화재에 대한
등급 등이 분석되었다.
<표 21> 등급화 모델의 GIS 분석결과
예측지역 문화재
계급

빈도

확인지역 문화재

역누적빈도

빈도

누적빈도

통계특성
정분류율

오분류율

민감도

특이도

25

31

392

34

34

76

24

100

76

30
35

213
139

361
148

64
69

98
167

82
56

18
44

92
38

87
99

40

9
392

9

4
171

171

32

68

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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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문화재에 대한 GIS 등급화 분석을 통해 익산지역의 유적에 대한 GIS 분석결
과 익산지역은 확률적으로 13에서 40의 값을 나타냈으며, 5개의 변인을 대부분 만족
하는 가장 높은 구간의 면적이 가장 적게 나타났고, 31-35의 구간을 갖는 지역이 가
장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화 분석에 의해 추정된 지역에 대한 검증결
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등급화 점수로 분류기준값을 결정한다면 분류기준값을 30으
로 정의할 때 모델의 성능은 82%로 나타난다. 이때 익산지역에 유적이 있을 가능성
이 있는 지역의 면적비는 67%로 절반 이상의 지역에 유적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
역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 전체 면적의 67%에서 모델의 성능이 82%로 나타나는 것
이기 때문에 모델의 효율성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정의할 수 있다. 모델의
성능에 대한 목표를 56%라고 가정할 경우 분류기준값은 35가 되고, 유적이 있을 가
능성이 있는 지역은 전체 면적의 14%로 나타나다. 모델의 성능이 56%로 낮게 나타
나지만 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면적을 축소시켜 줌으로서 82%의 성능
을 보이는 모델보다는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2) 확률 결과 모델의 성능평가
전국단위의 모델에 대한 성능평가를 위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의 자연환경변수 자료
가 활용되었고, 개발된 통계모델을 이용하여 예측 확률을 지도로 제작하였다.

<그림 9> ROC그림을 통한 전국모델의 성
능비교 예시(전국)

<그림 10> ROC그림을 통한 충청남도모델
의 성능비교 예시(전국)

동일한 방법으로 전국단위 모델과 도별모델, 시군별 모델이 개발되었다. 아래의 그
림은 기 구축된 전국 단위 지역과 충청남도 지역에 대한 3가지 모델을 비교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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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곡선을 예로서 나타낸다. 이 그림으로부터 전국단위 모델은 신경망>의사결정나
무>로지스틱회귀 모델의 순으로 성능이 우수하게 나타나고, 충청남도 모델은 의사결
정나무>신경망>로지스틱회귀 모델의 순으로 성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델
적합에 사용된 자료를 이용하여 각 적합모델에 대한 정오분류표를 구한 결과 예에서
전국단위 모델은 신경망>의사결정나무>로지스틱회귀 모델의 순으로 나타나고, 충청남
도 모델은 의사결정나무>신경망>로지스틱회귀 모델의 순으로 정분류율(또는 판별력)
이 크게 나타났다.
<표 22> 적합된 전국모델에 대한 정오분류표의 비교 예
구분
Regression
Tree
(Gini Index)
Neural

실제집단

개체수

확인지역(0)

예측된집단
확인지역(0)

예측지역(1)

13890

11316 (80.9%)

2664 (19.1%)

예측지역(1)

10713

4611 (43.0%)

6102 (57.0%)

확인지역(0)

13980

11078 (79.2%)

2902 (20.8%)

예측지역(1)

10713

3677 (34.3%)

7036 (65.7%)

확인지역(0)

13980

11586 (82.9%)

2394 (17.1%)

예측지역(1)

10713

3895 (36.4%%)

6818 (63.6%%)

판별력
70.5%
73.3%
74.5%

<표 23> 전국단위 모델의 분석용(train)과 평가용(validation) 자료에 대한 성능비교 예시
구분
train
Regression
validation
Chi
square
test

Tree

Entropy
reduction

Gini
reduction

train
validation
train
validation
train
validation
train(*)

Neural
validation

실제집단

개체수

확인지역(0)
예측지역(1)

예측된 집단
확인지역(0)

예측지역(1)

9823

7961(81.0%)

1862(19.0%)

7462

3243(43.5%)

4219(56.5%)

확인지역(0)

4157

3355(80.7%)

802(19.3%)

예측지역(1)

3251

1387

1864

확인지역(0)

9823

7840(79.8%)

1983(20.2%)

예측지역(1)

7462

2658(35.6%)

4804(64.4%)

확인지역(0)

4157

3255(78.3%)

902(21.7%)

예측지역(1)

3251

1200(36.9%)

2051(63.1%)

확인지역(0)

9823

7749(78.9%)

2074(21.1%)

예측지역(1)

7462

2543(34.1%)

4919(65.9%)

확인지역(0)

4157

3222(77.5%)

935(22.5%)

예측지역(1)

3251

1158(35.6%)

2093(64.4%)

확인지역(0)

9823

7701(78.4%)

2122(21.6%)

예측지역(1)

7462

2519(33.8%)

4943(66.2%)

확인지역(0)

4157

3188(76.7%)

969(23.3%)

예측지역(1)

3251

1134(34.9%)

2117(65.1%)

확인지역(0)

13980

11586(82.9%)

2394(17.1%)

예측지역(1)

10713

3895(36.4%)

6818(63.6%)

확인지역(0)

4157

3397(81.7%)

760(18.3%)

예측지역(1)

3251

1204(37.0%)

2047(63.0%)

판별력
70.4%
70.4%
73.1%
71.6%
73.3%
71.7%
73.2%
71.6%
74.5%
(*)
73.5%

(신경망의 train 결과는 앞 절에서의 결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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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충청남도 자료의 로지스틱회귀, 의사결정나무, 신경망 모델의 정오분류표 예시
구분
Regression
Tree
(Gini Index)
Neural

실제집단

개체수

확인지역(0)
예측지역(1)
확인지역(0)
예측지역(1)
확인지역(0)
예측지역(1)

2479
2416
2479
2416
2479
2416

예측된집단
확인지역(0)
예측지역(1)
1502 (60.6%)
977 (39.4%)
856 (35.4%)
1560 (64.6%)
2000 (80.7%)
479 (19.3%)
1009 (41.8%)
1407 (58.2%)
1831 (73.9%)
648 (26.1%)
972 (40.2%)
1444 (59.8%)

판별력
62.6%
69.6%
66.9%

구축된 자료의 성능평가를 위하여 통계모델 개발과정에서 전체 자료의 70%를 모
델구축을 위한 분석용 자료(training data)로, 나머지 30%를 구축된 모델에 대한 평
가용 자료(validation data)로 사용한다. 아래의 표는 구축된 3가지 모델에 대해 분석
용과 평가용 자료에 대한 정오분류표를 구한 결과이며, 이 표로부터 로지스틱회귀모
델의 경우 새로운 자료에 대해서도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며,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모델의 경우에도 1.5～1.6%의 작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경망 모델의
경우 약 1%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개발된 적합모델이 새로운 자료에 대
한 적응력이 우수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도별 세부모델에는 충분한 양의 자료 확보
를 위해 모든(100%) 자료를 모델구축용으로 사용하고, 모델평가에도 동일한 자료에
대해 결과를 제시하였다.

Ⅳ. 토의 및 고찰
1. 고고학 유적의 입지환경 특성
유적의 입지는 시대에 따라 그리고 유적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인간의
활동영역이 변화하고 해당 시기의 정치, 사회, 문화적 특성에 따라 유적의 입지는 변
화해 왔다. 이러한 변화는 어떤 유적에서는 크게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유적에서는 작
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입지환경의 특성은 영산강 유역에 분포하는 삼국시대의
고분의 연구 사례에 잘 나타나 있으며(정계옥 외, 2006), 시대에 따라, 고분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 다양한 입지가 활용되었다. 삼국시대 고분의 입지환경 특성에 대한 연구
는 영산강 유역에 분포하는 약 265개의 고분 및 고분군을 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
였고, 입지환경을 분석하여 각 유적별 고도, 사면의 경사, 사면방향, 수계로부터의 거
리에 관한 정보를 정량화하고, 삼국시대 고분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영산강 본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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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강 남해, 영산강 서해 유역에 대한 삼국시대의 고분의 분포특성과 시대별, 종류별,
유형별 특징을 해석하였는데, 특히 고분이 위치하고 있는 斜面의 傾斜와 水界로부터
의 比高, 유적의 密度는 삼국시대의 고분을 특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설명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면의 방향은 시대별, 종류별, 유형별, 유역별로 뚜렷하게 선호하는
방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면 경사와 수계와의 거리 등의 환경도 명확한 변
화가 확인되었다.

1) 기초자료 취득 예시
영산강 유역에 분포하는 고분분석을 통해 본 사례연구에서 영산강 유역에 분포하
는 삼국시대 고분의 기술통계량 분석결과 유적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고도, 경사, 수계
와의 거리, 수계와의 비고, 유적의 밀도, 가장 가까운 유적과의 거리 변수이며, 면적으
로 분포하는 고분의 특성상 이들 변수에 대한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을 토대로 기술
통계표가 작성된다. 평균값을 기준으로 볼 때 80%이상의 고분이 고도값 55m 이내,
사면의 경사는 8°이내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수계와의 거리는 290m, 수계로부터의 比
高는 8.3m 이내에 분포하고 있었다. 유적의 밀도는 80%이상의 고분이 평균 9.4개 유
적과 1km 반경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공간적 특성 예시
영산강 유역에 분포하는 고분분석을 통해 본 사례연구에서 삼국시대 고분이 분포하
는 고도를 지도상에 나타내 본 결과, 영산강 본류에 분포하는 고분은 평균 33m 고도에
분포하며, 평균 2m에서 180m까지 고도분포의 범위가 넓게 나타났다. 영산강 서해에 분
포하는 고분의 경우는 평균 42m 고도에 분포하며 13m고도에서 약 67m 고도에 분포한
다. 영산강 남해에 분포하는 고분의 경우는 평균 22m 고도에 분포하며, 4m 고도에서
48m 고도에 분포한다. 때문에 전반적인 분포고도는 영산강 서해가 가장 높고, 영산강
본류, 영산강 서해 순으로 분포하는 고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삼국시대 전
반을 평균한 결과는 유역에 상관없이 분포하는 고도는 50m 이내에서 비교적 일정한 것
으로 나타났다. 고분이 분포하는 지역의 경사는, 영산강 본류는 평균 5°에 분포하며, 영
산강 서해는 7°, 영산강 남해는 평균 6°경사를 보였다. 고분이 분포하는 평균고도를 비
교할 때 영산강 본류 유역이 가장 낮은 경사에 위치하며, 영산강 서해가 가장 높은 경사
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 서해에 분포하는 고분은 조사된 고분의 수량이 많
지 않아 경사의 분포가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극값과 이상치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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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 평균이 약 5.1°인 일반적인 경향을 보인다. 평균경사의 비교를 통해 영산강유역에
분포하는 고분의 경사를 비교하면 영산강 본류에서는 이상치와 극값이 많이 발생하나
영산강 남해와 영산강 서해는 비교적 안정된 분포 경향을 보인다. 다만 중앙값은 영산강
서해가 가장 높고, 영산강 남해가 영산강 본류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11> 영산강유역에 분포하는 고분의
평균 경사 분포

<그림 12> 영산강유역에 분포하는 고분의 수
계와의 평균 비고(比高) 분포

고분이 분포하는 지역의 수계와의 거리를 살펴보면, 영산강 본류는 평균 133m 거
리에 분포하며, 영산강 서해는 평균 240m에 그리고 영산강 남해는 평균 115m의 거
리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계와의 거리를 중심으로 고분의 분포를 보면 영산
강 본류와 영산강 남해유역은 거의 유사한 거리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이나, 영산강
서해의 경우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평균값 측면에서 영산강 본류와
영산강 남해 유역은 수계와의 거리분포범위에서는 대부분의 고분은 수계와의 거리
200m이내에 분포하고 있었다. 영산강 남해의 경우 수계와의 거리분포에 있어서 평균
400m 이내의 거리에 분포하고 있어 다른 유역과는 차이가 있다. 영산강 유역을 대상
으로 삼국시대 고분이 분포하는 지역의 수계와의 比高에 있어서는 영산강 본류에 분
포하는 삼국시대 고분의 비고는 평균적으로 하천의 고도로부터 7.4m에 분포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고분의 분포특성을 유역별로 살펴보면 수계와의 비고는 평균적으로
영산강 본류의 고분이 하천과 유사한 고도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영산강남해와 영
산강서해 순으로 하천으로부터 고도가 높은 지역에 삼국시대 고분이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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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적 특성
영산강 유역에 분포하는 고분분석을 통해 본 사례연구에서 영산강 본류 및 서해,
남해에 분포하는 고분은 3세기부터 7세기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한다. 유역별로 분포
하는 고분의 평균 경사는 3세기에서부터 6세기대에 이르기까지 분포하는 범위와 평균
값에 변화가 있었으며, 초기 3세기에는 고분이 분포하는 사면의 경사가 일정하게 나
타나다가 5세기부터 고분이 위치하는 경사가 다양하다. 또한 5세기와 6세기에는 사면
의 경사도가 높은 지역에도 고분이 위치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6세기에 비교적
경사가 급한 지역에 위치하고 전반적인 경사도가 약 20°이내에 분포하여 3세기 경사
도인 약 10°이내에 비하여 많은 차이가 있다. 수계와의 평균비고 분포는 3세기에 비
교적 높았다가 4세기에 약간 낮아지고 5세기와 6세기에는 하천의 고도로부터 다양한
고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경사도의 경우 3세기에는 안정적으로 분포하
다가 4세기에 분포경사가 다양해지고 다시 5세기에는 안정적으로 분포하다가 6세기
에는 다시 분포경사가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4세기대와 6
세기대의 고분의 입지는 3세기와 5세기대의 고분보다는 변화가 다양하다. 또한 영산
강 본류와 서해, 남해 등 각 유역에 따라 고분은 시대별 변화 양상이 각각 다르다.

<그림 13> 시대별 고분의 분포 특성 예시

<그림 14> 유형별 고분의 분포특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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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형별 특성
영산강 유역에 분포하는 고분분석을 통해 본 사례연구에서 고분의 종류는 석곽묘,
석실묘, 옹관묘, 위석묘, 토광묘 등이 있으며 이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옹관묘, 석
곽묘, 석실묘 형태, 옹관묘, 석실묘 형태, 옹관묘, 토광묘 형태 등이 있다. 고분의 유
형에 따라 그 입지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유역 전체로 볼 때 영산강 본류에는 다양한
종류의 고분이 분포하고 있으며 종류에 따라 입지 분석을 하기 위해 통계빈도가 적은
종류를 제외하고 석곽묘, 석실묘, 옹관묘, ‘옹관묘+석실묘’, ‘옹관묘+토광묘’, 토광묘
에 대해 고분이 분포하는 경사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석실묘와 옹관묘, 토광묘
등은 평균경사가 유사하였으나, 석실묘, 옹관묘, ‘옹관묘+토광묘’는 그 분포 경사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전방후원형의 경우 사용되는 고도와 수계와의 거리가 일정한 것
이 특징으로 나타났으며, 원형의 경우 전 유역에 걸쳐 다양한 고도의 입지를 활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 본류에 분포하는 타원형의 경우는 수계와의 거리는 일정
하지 않다.
고분의 유형에 따른 고분의 사면방향은 선호하는 방향이 비교적 뚜렷하다. 석실묘
의 경우 남서향을 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북향은 거의 분포하지 않는다.
또한 옹관묘의 경우는 거의 북쪽방향을 선호하는데 정북향을 제외하고 북동향과 북서
향을 주로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옹관묘+토광묘의 복합유형의 경우는 북동향과 정
남향을 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나타나는 토광묘의 경우 남서쪽에 뚜
렷한 경향을 보인다. 분구의 형태에 따른 분류에서도 그 경향은 명확하게 나타난다.
방대형의 경우 서북향과 동남향을 뚜렷이 선호하고 있으며, 방형의 경우 정북향을 선
호하고 일부 동남향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원형의
경우도 북동향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형과 방대형의 복합유형의 경
우에도 북동향의 선호는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한 원형과 타원형의 복합유형
의 경우 정남향을 주로 선호하고 있으며, 전방후원형의 경우 서서남향과 동향을 뚜렷
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원형의 경우는 동향, 서향, 남향의 세 방향을 선호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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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시대별 고분의 사면방향 분포

<그림 16> 고분의 유형별 사면방향 분포

(A) 3세기대(18개소) (B) 4세기대(16개소) (C)
5세기대(70개소) (D) 6세기대(63개소)

(A) 석실묘(59개소) (B) 옹관묘(76개소) (C) 옹관묘,
토광묘(19개소) (D) 토광묘(3개소)

<그림 17> 고분의 형태별 사면방향 분포

<그림 18> 고분의 형태별 사면방향 분포

(A) 방대형(8개소) (B) 방형(8개소)
(C)원형(104개소) (D) 원형, 방대형(5개소)

(A) 원형, 타원형(7개소)
(B) 전방후원형(11개소) (C) 타원형(15개소)

2. 고고학 유적의 입지환경 특성에 따른 예측모델 평가
1) 분석모델의 유형별 평가
고고학 유적의 유형별 모델 개발은 고고학적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기
구축된 모델의 분석사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동기,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현
대에 이르는 주거지의 예측모델에서 유형별 분석의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성곽과
분묘, 도요지와 같은 유형에 대한 분석도 앞서 선행된 바 있는데, 성곽의 경우 입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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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 다변화 하는 등의 이유로 모델 분석이 어려웠으며, 분묘와 도요지의 경우 모델
개발을 통해 각 지역별, 시대별 입지환경 특성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 광역
개념을 적용하여 기초분석에 사용된 3개 도(전라남도, 강원도, 경상북도)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로지스틱 모델의 성능을 나타내는 정분류율은 전남 72%,
강원 80%, 경북 70%로 나타난다.
<표 25> 도 단위 지역의 유형별 모델 분석 결과 예시
전라남도
(정분류율 72.09)
실제
범주

무덤유적
산업생산유적
생활유적
유물산포지
합계

강원도
(정분류율 79.90)
실제
범주

무덤유적
산업생산유적
생활유적
유물산포지
합계

경상북도
(정분류율 70.32)
실제
범주

무덤유적
산업생산유적
생활유적
유물산포지
합계

무덤유적
998
178
27
163
1366
무덤유적
40
5
1
6
52
무덤유적
1084
24
0
18
1126

예측범주
산업생산유적
생활유적
31
0
107
0
1
0
31
1
170
1
예측범주
산업생산유적
생활유적
3
0
11
1
0
8
0
2
14
11
예측범주
산업생산유적
생활유적
110
26
86
2
0
0
0
0
196
28

유물산포지
88
44
17
396
545
유물산포지
15
0
8
104
127
유물산포지
319
10
0
36
365

합계
1117
329
45
591
2082
합계
58
17
17
112
204
합계
1539
122
0
54
1715

이 결과는 도 단위의 모델에서 유형별 모델 개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
석단위 지역의 크기와 통계량에 따라 유형별 예측의 가능성이 달라진다. 유형별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통계분석과정에서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리정
보시스템 상에서 그 결과를 제시하고 도면상에 표현하기 위한 고려가 필요하며, GIS
성능이 낮게 나타나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예측 대상지역의 유형별 예측모델
의 개발은 가능한 자료의 확보가 충분한 광역 단위의 지역에서 수행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유형별 모델은 유형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충분한 자료가 선행된다면
유역 또는 지역별 세부모델 구축을 통해 보다 성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분석모델의 공간적 평가
일반적으로 분석모델 개발을 위한 적용지역은 예측 대상 지역이 넓어질수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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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유적의 고유 특성이 통계상에 반영되기 어렵다. 따라서 모델 개발의 지역단위는
모델 개발이 가능한 자료량이 확보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지역을 선택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분석결과는 전국 단위, 도별 단위, 시군단위 등의 규모로
검토되어 왔다.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 구축된 전국단위, 도별단
위, 익산지역 단위의 의사결정나무모델의 성능은 지역의 면적이 작을수록 성능이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분석에 사용된 익산시 유적자료는 173개이며, 아래의 표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로지스틱회귀모델의 경우에는 도별세부모델인 전북모
델의 성능이 65.3%로 나타나, 74.6%의 판별력을 보인 전국모델에 비해 오히려 성능
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비선형성의 효과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로지스
틱회귀모델의 단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6> 트리모델의 성능 비교(익산시 자료)
적용모델
익산자료

Tree

(n=173)

모델

도별모델

전국모델

익산모델

Chi square test

77.5%

75.7%

85.0%

Entropy reduction

80.3%

70.5%

86.7%

Gini index

78.0%

71.1%

86.7%

매우복잡

매우복잡

매우단순

모델의 특징

아래의 표는 로지스틱회귀분석 방법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익산지역에 대한 로
지스틱예측모델을 개선하는 사례이다. 이 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기 개발된 로
지스틱 모델을 개선하여 익산시의 정분류율을 83.82% 까지 개선할 수 있었다.
<표 27> 모델 개발에 사용되는 통계 방식에 따른 모델의 성능 평가 예시
Regression
(NONE)
ALT_MIN

◎

Regression
(Forward)
◎

Regression
(Backward)

◎

ALT_MAX

◎

◎

◎

ALT_AVG

◎

◎

◎

SLP_MIN

◎

◎

◎

◎
◎

◎

◎
◎

Regression
(Stepwise)
◎

◎

Regression
(+DENSITY)
◎

◎

◎

◎

◎

◎

◎

◎

◎

◎

◎

◎

◎

◎

◎

◎

◎

◎

◎

SLP_MAX

◎

◎

◎

SLP_AVG

◎

◎

◎

W_ALTMIN

◎

W_ALTMAX

◎

W_ALTAVG

◎

W_DISTMIN

◎

◎

◎

◎

◎

◎

W_DISTMAX

◎

◎

◎

◎

◎

◎

W_DISTAVG

◎
◎

◎

◎

◎

◎

◎

DENSITY

◎

◎

◎

◎

◎

◎

CLOSE_DIST

◎

◎

◎

◎

◎

◎

SOIL_CAT

◎

◎

◎

◎

GEO_CAT

◎

◎

◎

◎

◎

◎

◎

◎

◎

입력변수

16개

7개

10개

◎

7개

9개

7개

9개

9개

9개

9개

판별력

82.08%

77.46%

80.92%

81.50%

83.24%

72.25%

76.88%

83.24%

83.82% 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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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는 기존의 전국모델의 성능(70.5%)과 도별모델의 성능(80.4%)를 크게 개선
한 결과이다. 또한 동일한 로지스틱회귀분석 방식 내에서도 모델에 사용된 변수를 달
리 할 경우에도 모델의 성능개선이 가능하며, 사용된 변수의 수와 판별력(또는 정분류
율)의 관점에서 볼 때 표의 맨 우측 결과에 해당하는 모델(위의 (6)번 모델에 해당)의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예측지역은 전국단위에서 지역단위로 발전
될 필요가 있으며, 도별 단위의 크기보다 작고, 시군 단위의 크기보다는 큰 지역단위
의 선정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표 28> 모델 개발에 사용되는 변수의 적용 방법에 따른 모델의 성능 평가 예시
구

분

실제집단

개체수

(1) Regression
(선행연구 결과)

확인지역(0)

예측된 집단
확인지역(0)

예측지역(1)

90

67(74.44%)

23(25.56%)

예측지역(1)

83

14(16.87%)

69(83.13%)

(2) Regression
((1)+DENSITY 추가)

확인지역(0)

90

74(82.22%)

16(17.78%)

예측지역(1)

83

13(15.66%)

70(84.34%)

(3) Regression
((2)+W_DISTMAX를
category로 전환)

확인지역(0)

90

70(77.78%)

20(22.22%)

예측지역(1)

83

14(16.87%)

69(83.23%)

(4) Regression
((2)+W_DISTMAX에
gam적용)

확인지역(0)

90

74(82.22%)

16(17.78%)

예측지역(1)

83

13(15.66%)

70(84.34%)

(5) Regression
((2)+W_DISTMAX에
2차항까지 고려)

확인지역(0)

90

73(81.11%)

17(18.89%)

예측지역(1)

83

15(18.07%)

68(81.93%)

(6) Regression
((2)+ALT_MIN을 ALT_AVG로
대체)

확인지역(0)

90

74(83.33%)

16(16.67%)

예측지역(1)

83

13(15.66%)

68(84.34%)

판별력
78.61%
83.24%

80.35%

83.24%

81.50%

83.82%

3) 분석모델의 시간적 평가
고고학적으로 의미 있는 개념은 시대적 예측 모델의 개발이라 할 것이다. 미국의
사례에서도 1837년이라는 의미 있는 기간을 중심으로 시대를 구분한 바 있다. 유적의
예측과 관련한 시대의 구분은 유형별 분석과 마찬가지로 시대의 구분에 대한 고고학
적 기준과 예측 모델 개발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 유적에 대한 시
대별 예측 모델 개발을 위해 검토된 5개 시(공주시, 익산시, 연기군, 나주시, 강릉시)
와 3개 도(전남, 강원, 경북)의 자료를 이용한 기초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시대별 세부
모델은 모델구축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의 확보를 위해 시 ⋅군 단위의 모델보다는 도
단위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통계적 모델의 성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대구분
을 가급적 적게(2~5개 정도의 범주) 나눌 필요가 있다. 시대구분이 많아질수록 각 시
대의 유적정보가 줄어들어 모델개발에 필요한 자료량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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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모델이 구축된다 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GIS 지도 작성 시에, 특정 지역을 어느 시
대의 범주로 분류하느냐 하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예비 분석을 통해 자료가
확보된 3시대(조선, 고려, 일제강점기)에 대해 로지스틱 모델을 구축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정분류율의 관점에서, 시대의 구분 없이 전남 전체자료에 대해 적용한 결과(정
분류율=72.09%)에 비해 크게 개선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나, 언급한 바와 같이 대
부분의 시대에 대해 자료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지나
고고학적 자료가 충분하게 확보되면 해결 가능한 문제이며, 시대에 대한 고고학적 기
준의 수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표 29> 전라남도 유적자료를 활용한 시대별 예측모델의 개발 및 통계성능 분석 예시
구분
조선시대
고려시대
일제강점기

실제집단

개체수

확인지역(0)

예측된집단
확인지역(0)

예측지역(1)

865

824

41

예측지역(1)

248

133

115

확인지역(0)

338

319

19

예측지역(1)

93

24

69

확인지역(0)

99

87

12

예측지역(1)

48

19

29

판별력
84.4%
90.0%
78.9%

<표 30> 전라남도 분포 유적대상의 시대별 유형별 예측모델 예비분석결과
조선 시대
(정분류율=75.00%)
실제
응답
범주

무덤유적

산업생산유적

생활유적

유물산포지

합계

무덤유적

15

37

0

0

52

산업생산유적

10

168

0

10

188

생활유적

0

3

0

0

3

유물산포지

0

2

0

3

5

합계

25

210

0

13

248

무덤유적

산업생산유적

생활유적

유물산포지

합계

무덤유적

0

2

0

5

7

산업생산유적

0

37

0

9

46

생활유적

0

0

1

0

1

유물산포지

2

7

0

30

39

합계

2

46

1

44

93

산업생산유적

생활유적

유물산포지

합계

고려 시대
(정분류율=73.12%)
실제
응답
범주

일제강점기 시대
(정분류율=100.00%)
실제
응답
범주

예측응답범주

예측응답범주

예측응답범주
무덤유적

무덤유적

38

0

0

0

38

산업생산유적

0

10

0

0

10

생활유적

0

0

0

0

0

유물산포지

0

0

0

0

0

합계

38

10

0

0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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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별 또는 유형별 분석을 통해 도별자료(전라남도)에서 시대별(조선, 고려, 일제
강점기) 예측지역의 유형별 예측모델을 구축한 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시대별유형별 유적자료의 수가 현저히 적어 예측모델의 신뢰도가 매우 낮게 나타난다. 조선
시대 산업생산유적의 경우른 제외하면 그 결과 활용이 어렵다. 특히 고려 및 일제강
점기의 경우 자료수가 작아 신뢰도가 떨어지는 점은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

3. 통계기법에 따른 예측모델 평가
1) 등급화 방법
절차에 따라 구해진 A～E등급 구간에는 전체의 20% 자료가 포함되게 된다. 즉 관
측된 연속형 변인의 분포를 이용하여 최빈값을 중심으로 확률이 높은 구간을 차례대
로 정해가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 방식은 크게 4가지 장점이 기대되는데, 첫째, 최빈
값의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중위수나 평균의 정보에 기초한 방법보다 치우친 분포의
경우에도 무리 없이 사용될 수 있다. 특히, 문화유적 입지변인들은 대부분 왼쪽으로
자료가 치우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 분위수의 정보를 이용하여 도수분포표의 각
구간을 동일한 개수의 자료가 포함되도록 구성함으로써 계산이 매우 간편하다. 셋째,
계급구간의 길이 정보를 통해 자료의 밀집된 정도를 파악하므로 초보자의 경우도 쉽
게 계급등급을 정할 수 있다. 넷째, 각 등급에 포함되는 자료의 비율을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으며, 결정된 등급 구간을 결합하여 등급의 수를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
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은 단봉형의 연속형 변인에 대한 등급화 알고리즘이다.
그러나 유적입지변인의 특성을 감안하면 약한 봉우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인접한 구
간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앞서 제시된 결과에서와 같이 GIS 상에 적용될 경우 지역적 효율성이 떨어
지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등급화 알고리즘의 사용 시 주의할 사항은 유적 자료
의 수가 작은 경우 자료의 분포도가 매끄럽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특정한 구간의 계급
길이가 주변구간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작게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
며, 이 경우는 최빈값 구간을 시발점으로 위쪽과 아래쪽 양방향으로 누적구간크기를
구한 후, 이를 기초로 등급구간을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방향자료와 같이
여러 개의 봉우리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다봉형 자료의 경우에는 동일한 등급을 가지
는 구간이 여러 개의 구간으로 나눠 질 수 있는 알고리즘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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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률 결과 모델의 성능평가
예측 확률을 제시하는 확률모델에서의 비교는 전국단위, 도별 단위의 예에서와 같
이 전국모델보다 도별모델의 예측력이 상당히 뛰어남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
서 제안한 지역별 모델의 필요성을 확인해주고 있다. 개발된 모델의 통계적 적용 방
식의 비교결과 대다수 의사결정나무모델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신경망 모델, 로
지스틱회귀모델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나무모델의 경우 분류 기준
값을 중심으로 예측 지역과 아닌 지역을

구분하는 방법에서는 매우 유용한 모델로

판단된다. 또한 의사결정나무모델 내에서는 Gini Reduction 기준을 사용한 것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 변수의 측면에서 주요입지변인만을 모델구축 과정에
독립변수로 사용함으로써 모델을 단순화하면서 성능을 유지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판
단된다.
<표 31> 전국/도별 적합모델 성능 비교표(요약)
Tree
Regression

Neural

N

73.3%

74.5%

24,693

80.7%

81.7%

73.3%

502

77.6%

82.6%

83.1%

78.1%

540

63.8%

70.4%

71.3%

72.1%

68.6%

3,222

충청남도

62.6%

67.7%

69.0%

69.6%

66.9%

4,895

경상북도

81.6%

84.8%

84.6%

84.9%

84.4%

6,233

경상남도

72.6%

77.4%

78.2%

78.4%

77.4%

2,745

전라북도

80.4%

85.2%

86.4%

86.7%

80.4%

2,209

전라남도

70.6%

75.8%

76.3%

76.6%

78.9%

4,342

평균

72.1%

76.9%

78.6%

79.2%

76.0%

-

Chi square test

Entropy reduction

Gini reduction

70.5%

73.5%

73.7%

경기도

73.3%

76.5%

강원도

74.8%

충청북도

전국 모델

도
별
세
부
모
형

2006년도에 개발된 의사결정모델은 전국을 대상으로 예측지역 유적의 분포가능성
을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 가장 우수하고 효율적인 모델로 선정된 바 있다. 익
산지역에서 GIS 분석을 통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 분류기준값이 60일 때 모델
의 성능이 62%로 나타났다. 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면적비율은
44%로 나타났으며 비교적 효율적인 모델로 평가 될 수 있으나, 분류기준값에 의한
변별력이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40 이상인 분류기준값은 면적에 의한 효율성 평가가
어렵다. 2007년도에 개발된 로지스틱 회귀모델 전국모델의 경우 통계모델에서 분류기
준값으로 지정한 50의 값보다 적은 45의 기준값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GIS 분석결과에서 나타났다. 분류기준값이 45일 때 모델의 성능은 76%로 통계모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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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증한 모델의 성능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유적의 분포가능성이 있는
면적을 분석한 결과 45-50의 구간에서 면적비가 26.7%로 나타나고 50% 이상인 경
우 9.4%로 나타나 추정면적에 대한 변화의 비율이 크게 나타난다.

<그림 19> 2006년도 의사결정나무 전국
모델에 대한 GIS 분석결과

<그림 20> 2007년도 로지스틱회귀분석
전국모델 GIS 분석결과

2007년도에 개발된 의사결정나무 모델은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된 모델과 전라북도
만을 대상으로 분석된 전라북도 모델이 비교 되었다. 본 모델은 전국을 대상으로 분
석한 모델의 효율성과 도 단위로 축약된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
인 통계모델의 상식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모델에서 활용되는 자료의 수가 면적대
비 30%이상으로 충분할 경우 항상 세부 모델이 우수할 수 있다. 통계모델의 개발에
사용되는 유적의 분포현황은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 인문
학적 현상을 일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모델에서 요구되는 가정을 충분히 만족
하기는 어렵다. 다만 통계모델에서 분석된 세부 모델의 성능은 앞서 통계모델의 성능
검증에서 나타나듯이 전체 모델의 성능에서 8%이상의 성능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GIS 상에서의 성능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다. 2007년도 의사결정나무 전국모델에서는
분류기준값 30인 경우 모델의 성능이 61%로 나타났으며 통계모델에서 분류기준값으
로 제시한 50을 적용할 경우 모델의 성능은 44%로 나타났다(표 7.4). 면적에 대한
효율성 검토 과정에서 분류기준값이 30인 경우 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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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로 나타나고 분류기준값을 50으로 적용할 경우 0.6%의 지역이 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분류기준값을 30으로 정의하
는 모델이 우수한 모델로 판단되나 모델의 성능이 61%로 나타난다.
2007년도에 개발된 도별 세부모델에서 전라북도 의사결정나무모델은 통계모델의
선택기준에 따라 분류기준값이 30일 때 58%의 성능을 나타낸다. 통계모델에서 제시
한 분류기준값 50을 사용할 경우 모델의 성능은 42%로 나타난다. 면적에 대한 효율
성 평가에서는 분류기준값 30이상의 경우와 분류기준값이 50 이상인 경우 각각
58.4%와 56.9%로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모델에 대한 종합 평가결과 2007
년도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한 전국 모델이 통계모델의 성능과 GIS분석 결과에서 나
타난 성능 그리고 면적에 따른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
머지 모델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 되었다.

<그림 21> 2007년도 통계모델의 성능평가결과 예시

향후 연구된 예측모델은 시군별 단위의 모델개발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발굴
조사를 통해 유적의 위치가 확인된 정보를 예측모델 개발에 활용함으로서 예측 모델
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한다. 기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개발 될 예측모델
은 시군단위의 모델개발 및 통계성능, GIS 적용성능 그리고 예측면적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예측 모델의 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각 지역단위마다 전
국 모델, 도별 모델, 신규 개발모델에 대하여 로지스틱회귀 모델과 의사결정나무모델
로 총 6개의 모델에 대해 평가할 계획으로 있다. 기 개발 모델의 경우는 유적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양분하는 입장에서 모델을 평가한 것과
달리 다각적인 기준에 의해 예측모델이 개발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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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고고학적 모델을 예측하거나 분석하는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러한 연구결과는 유적의 잠재력이 높은 대상지역을 축소하고, 유적의 분포가능성에
대한 유용한 지도를 제공한다. 또한 지표조사 결과를 더 유용하게 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예측모델의 개발은 유적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한 고고학 조사의 일환으로, 유
적의 분포 가능성을 보여주는 안내자로서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확률론적 모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지라도 이용 가능한 자료로 고고학적 모델을 통해 유용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특히
확률적 통계모델과 같은 예측모델의 개발에서는 향상된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절차가
모델의 질과 효율을 향상시킨다. 자료수집절차는 조사하는 동안 체계적이고, 정량적이
며 완전하게 정보를 수집하여 개선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유적이 발견되지 않은 지
역에서의 조사를 통한 자료도 포함된다. 왜곡을 줄이고 특정 환경 조건을 대표하는
자료가 잘 설명되려면 조사지점의 선정은 통계적으로 근거한 방법들을 이용하여 계획
되어야 한다. 자료 수집의 절차는 유적이 발견되지 않은 지역의 조사 자료를 조합하
여, 조사기간 동안에 수집된 자료를 도식적, 정량적인 형태로 가공함으로서 발전될 수
있다.

Ⅴ. 맺음말
지리정보시스템으로 구축된 유적정보는 다양한 방식의 공간분석을 통해 유적의 입
지와 관련된 자연환경변수와 입지와의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유적의 입지환경에 대한 해석과정에 대하여 사례연구를 통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유
적의 입지환경에 대한 해석과 분포가능성 예측을 위한 통계적 방법을 등급화 방법,
로지스틱회귀분석방법, 신경망분석방법 등으로 검토하였고, 확률모델에 대해서는 시대
별, 유형별, 분석단위의 공간적 크기별로 상호 비교검토를 통해 각각의 확률모델을 비
교분석하였다.
유적의 입지환경 분석정보는 유적의 특성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자료로 제시될 수 있었으며, 유적의 예측지역을 등급화 방법은 유적의 입지 특성을
직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며, 새로이 개발 적용한 등급화 방식은 합
리적으로 유적의 분포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등급화 방식은
예측지역의 면적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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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론적 모델을 검토하였다. 확률모델은 통계적으로 예측지역의 존재 가능성을 해석
하기 위하여 유적의 입지환경을 설명변수로 하고 유적 존재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변
수로 활용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측모델에 대한 시대별, 유형별, 공간적 단위별 검
토를 통하여, 예측모델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는 시대별, 유
형별 예측모델의 개발은 시대별기준설정과 유형별 기준설정 등의 선결되어야 할 고고
학의 과제와 부족한 유적자료로 인하여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예측모델 개발의 공간적 크기 즉, 예측모델의 권역은 시군 단위지역 이상의 크기
로 충분한 유적자료가 확보되는 크기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고고학적 유적자료 조사과정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정량적인 정보 수집 및 관련
절차의 표준화, 유적 미발견 지역의 지속적인 정보수집 등이 보강되면 확률론적 예측
모델의 개발 측면에서 예측모델의 효용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고학
적 연구성과가 올바로 설명되기 위해서는 고고학적으로도 많은 이론적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고학과 지리정보시스템의 융합적인 연구를 지
속적으로 진행할 때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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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 리 말
지리정보체계(GIS)는 공간상의 다양한 형상들에 대한 지리정보를 수집, 구축, 유지,
관리, 편집하고 분석과 모델링을 통하여 효율적인 자료관리와 공간적 의사결정을 지
원하는 시스템으로(이희연 2003: 4~7), 학술적인 연구목적 뿐만 아니라 환경자원관
리와 분석, 토지이용계획, 입지분석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활발히 응용․활용되고
있다.
특히 공공분야에서의 GIS는 공간정보 관리와 분석, 의사결정 지원의 효용성을 인
정받아 각종 공공정책수립 및 결정을 지원하고, 행정의 생산성 향상, 대국민 공공서비
스의 질적 향상 등을 목적으로 활용분야를 넓혀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분야 GIS
는 “새로운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목표로 토지, 자원, 환경, 시설물 등에 관한 국가차
원의 공간정보기반 조성을 위하여 1995년부터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사업을
진행해 왔다. 또한 2009년에는 국가공간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목적으로 “국가공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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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NSDI)”구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화재분야의 GIS1)도 이러한 국가지리정
보체계 구축사업의 하나인 기본공간정보 구축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다 효율
적인 문화재보존관리와 합리적인 국토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진행된 사업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문화재분야에서 GIS는 문화재 보존관리라는 국가정책적인 목적으
로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CRM(Cultural Resource Management)차원에서 구축․활용되
고 있으며, 학술연구분야 또는 민간분야에서의 GIS 활용은 미비한 상황이다. 그러나
향후 이러한 국가주도의 문화재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은 문화재 조사연구의 기초자
료 제공, 각종 국토개발에 따른 의사결정 지원 등 활용의 폭을 넓혀 나갈 것으로 기
대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CRM차원의 문화재GIS 구축사업은 북미, 영국, 일본 등에서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예측모델(Predictive model)의 개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
는데, 이 글에서는 이러한 해외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문화
재GIS 구축 및 활용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해외의 문화재GIS 구축 및 활용사례2)
1. 북미
북미에서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GIS는 1960년대 신고고학의 등장 이후, 인간행위
의 복원과 그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규명을 위하여 공간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도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초기의 도입된 GIS는 공
간정보의 계량화를 통한 경향면 분석, 수치지도의 제작 등에 활용되었으나, 점차 수치
표고모델(DEM, Digital Elevation Model) 등이 고고학 연구에 응용되기 시작하면서
자연환경자료와 고고학자료의 비교분석을 통한 다양한 연구성과를 제공하였다. 특히
1) 국가정책 차원에서 진행된 문화재분야의 GIS구축사업은 2007년까지 “문화재기본지리정보구축”,
“매장문화재활용체계(GIS)구축”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2008년부터는 “문화재지리정보활용
체계(GIS)”구축사업으로 통합 진행 중이다. 향후에는 이와 더불어 국가공간정보인프라(NSDI)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 1차 시범사업인 “문화재보존관리지도”구축사업을 추진될
예정이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재분야의 GIS 구축사업을 포괄적
으로 지칭하는 의미에서 “문화재GIS"로 부르고자 한다.
2) 이 장에서 언급하는 북미, 유럽, 일본의 사례는 문화재청에서 용역추진 중인 문화재지리정보활용체
계(GIS) 1차 구축사업 진행과정에서 김범철, 김경택, 조대연, 이기성, 고일홍에 조사의뢰하여 작성
한「해외사례분석자문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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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는 북미고고학의 가장 비중있는 연구분야인 취락고고학에 적극 활용되어 복합사회
의 발달과 농업집약화, 장거리교역의 통제와 국가권력의 강화, 정치조직의 변화와 시
장체제의 변화, 농업생산력의 변화와 복합사회에서의 잉여 이동 등 다양한 연구주제
를 다루는 데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한편 북미에서 GIS는 이러한 학술적인 연구 외에 행정기관의 문화재 보존관리 및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행정기관에서의 GIS구축은 크게 문화재
의 보존관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문화재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과 이러한
자료분석를 통하여 문화재 비포장지에 대한 매장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모델
개발 분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 문화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미국에서 문화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1966년에 제정된 사적보호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106조에 의해 건설공사 이전에 사적 및 고고학 유적에
대한 조사와 보존을 의무화하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렇게 구축된 DB는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공공기관, 대학연구소 등에서 인터
넷을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 중 공공기관 차원의 문화재DB 구축 및 공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이
루어지고 있으며, 연방정부에서 관리하는 DB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국립공원관리국
(National Park Service)에서 제공하는 전국고고학 데이터베이스(NADB, National
Archaeology Database)3)라고 할 수 있다. NADB의 구성은 Archeological Reports,
Permits, Maps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차례대로 설명하면 Archeological Reports
는 2004년 이전에 발행된 약 350,000건의 고고학적 조사보고서 DB이다. 여기에서는
조사지역, 조사방식, 문화적 관계, 주제어, 유물, 발행연도, 제목, 저자 등에 대한 검색
서비스와 유적의 주요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Permits는 1907년~1986년 사이에
미국의 각 주와 인디언 지역에서 실시되었던 고고학적․고생물학적인 조사에 관한 핵심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주정부의 공식허가서 3,200건에 대한 DB를 구축, 서비스하고
있다. 그리고 Maps(Multiple Attribute Presentation System)는 미국 전역의 문화․환
경자원 분포와 관련한 다양한 지도와 메타정보를 제공하는 지도서비스로서 여기에는
유적과 사적의 분포현황(분포수, 밀도 등)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3) URL : http://www.cast.uark.edu/other/nps/na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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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B의 Web서비스 화면>

<NADB의 GIS map(유적밀도)>

한편 주정부의 문화재 정보는 각 주의 사적보존국(SHPO, Stat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에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설명과 사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
러나 위에서 살펴 본 연방정부의 예와 같이 체계적인 정보관리,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문화재에 대한 간략정보만을 제공하는 예가 대부분이다. 주정
부의 문화재정보는 주사적보존국전국위원회(NCSHPO, The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rs)의 포탈사이트4)를 통해 이용가능하며, 총 22개
주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서비스하고 있다.
이렇듯 미국 공공기관의 문화재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각기
이원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GIS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보 체계적 수집․관리가 아니
라 관련정보의 대국민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예측모델 개발 및 활용
미국에서는 사적보호법에 따라 건설사업 이전에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또는
보존조치를 의무화하도록 강제하면서 유적분포에 대한 정보확보를 위하여 DB구축과
예측모델 개발이 본격화 되었다. 미국의 예측모델 개발은 1970년대 말부터 연방정부,
주정부의 후원을 받거나 각종 연구과제로서 진행되었으며, 이후 기술적인 발전을 거
듭하면서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모형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실용
모형개발은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건설시 유적의 분포가능성을 예측하여 문화재조사로

4) URL : http://www.ncshpo.org/find/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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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사업비용을 절감하고,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행정기관 주도로 이루
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측모델은 특정지역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인간행위에 관한 기본적인 예상을 바탕
으로 고고학 자료의 위치와 자연경관의 특정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확인,
분석하여 고고학적 유적의 위치를 예상하는 것으로, 설명적 예측모델(explanatory
predictive model)과 상관관계 예측모델(correlative predictive model) 등 두 종류가
있다. 전자는 특정시대의 특정지역에서 인간의 경제행위 양상에 대한 가정을 기초로
유적의 분포가능지를 추론하는 연역적 접근방식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후자는 기존
에 알려져 있는 유적의 입지와 자연환경적 변수, 즉 수계와의 거리, 상대고도, 경사도,
지질 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의 유적분포 가능성을
예측하는 귀납적인 접근방식으로 개발된다. 후자와 같은 모델개발은 북미와 네덜란드
등에서 실용성이 인정되어 적극 활용되고 있다.
북미의 예측모델개발 사례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네소타주의 Minnesota Archaeological
Predictive Model(MN model)5)로서 행정기관 주도로 각종 환경자료와 고고학자료를 데
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실제 상황에서 적절하게 활용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MN model은 미네소타주 교통국(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서 전국합동고속도
로 연구프로그램의 일환으로 GIS에 기초하여 개발한 예측모형이다. 미네소타주 교통국은
도로건설시 문화재의 확인과 평가에 매년 1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였으며, 유적
이 발견될 경우, 유적조사 및 공사지연 비용, 유적보존 비용 등 많은 비용의 추가예산 지
출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이전에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피하
여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산지출과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예측모델을
개발되었다.
MN model 구축이전에는 건설공사시 사적보존국의 직원 및 관계전문가에 의해 만
들어진 직관적 모형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
한 것으로 구성원이 바뀔 때마다 변형되었고, 조사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서는 정확도를 담보할 수 없는 약점이 있었다. 그러나 GIS를 이용한 MN model은 시
공간상에 존재하는 방대한 고고학적, 자연환경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고고학자의 유적
평가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유적 분포가능성 평가시 기존에 고고학
자에 의존하였던 직관적․ 경험적인 판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양상을 인지해 낼 수 있
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5) URL : http://www.mnmodel.dot.state.mn.u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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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MN model의 예측대상은 미국 내에서 백인거주가 본격화되고 미국체제로
편입되는 시기인 1837년 이전에 형성된 선사유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모델이 제
시하고자하는 정보는 유적의 정확한 위치가 아니라, 유적의 존재가능성에 대한 상대
적 또는 비율적 정보이다. 그러므로 예측결과는 유적의 상대적인 분포경향을 확률로
보여주게 된다. MN model에서는 이러한 유적 분포확률을 기준으로 높음(high,
possibly high, suspected high), 중간(medium, possibly medium, suspected
medium), 낮음(low, possibly low), 알 수 없음(unknown) 등 총 9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 중간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 전체 면적으로 20.62%이며, 기
존에 알려진 유적 중 85.47%가 여기에 속한다.

<MN model의 3단계 모형 예측지도>

Site Potential

Required Survey Extent

High

100%

Possibly High

100%

Suspected High

100%

Medium

40%

Possibly Medium

50%

Suspected Medium

60%

Low

15%

Possibly Low

25%

Unknown

35%

<MN model 등급구분에 따른 조사범위 기준>

한편 MN model은 1995년~1998년까지 4년에 걸쳐 개발되었는데, 개발주체에서는
이 모델을 이용하여 초동적인 고고학 조사가 필요한 지역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모델 개발 이후, 2년 만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회수하였고, 최근 4년간 매해
3백만 달러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이 모델은 1998년까지 총 3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모델의 정제와 실용화에 이르
렀지만 그 후속작업으로 2007년 이후 기능향상을 목적으로 4단계 모델을 개발 중이
다. 4단계 모델개발에서는 기존의 방대한 관련정보에 지질․지형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과거 수원(水源)을 복원하고 이를 GIS상의 새로운 레이어(layer)로 구성하여 모델의
분석능력을 향상시키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MN model과 같이 정부차원의 실용적인 목적에 기반한 예측모델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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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캐나다의 온타리온주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노스캐롤
라이나주의 예측모델도 MN model과 마찬가지로 주정부 산하의 교통국의 지원으로
도로건설시 유적의 파괴나 소요예산의 절감을 목적으로 기획되어 진행 중이며, 캐나
다 온타리온주의 경우는 주정부의 자연자원국에서 수목벌채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해
결을 위하여 모델링하여 시험운영 중이다.

2. 영국
유럽에서 고고학적 유적과 관련한 연구에 GIS가 도입된 것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부터이다. GIS는 유적에서 확인된 유물의 분포유형 분석이나 수치표고모델
의 적용, 자연환경과 인간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분야에 적극 활용되었다.
특히 영국의 경우, 지리학적 측량의 전통이 강하고, 고고학 정보를 지도화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인해 GIS의 활용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유럽에서의
문화재GIS는 데이터베이스구축, 예측모델의 개발과 활용 면에서 미국의 경우와 다소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1) 공공기관의 문화재DB 구축 및 GIS 활용
영국의 문화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사례로는 잉글랜드의 역사환경 보존을
위하여 English Heritage6)가 개발한 “English HeritageⓇ”와 스코틀랜드 Historic
Scotland7)의 GIS data 다운로드 서비스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English HeritageⓇ는 English Heritage에서 문화재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GIS의 대표적인 솔루션인 ArcGIS를 개발한 ‘ESRI’와 협력하여 구축한 지리정보시스
템이다. English Heritage는 매장문화재 뿐만 아니라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정부기관과 의회에 제공․활용하기 위하여 각 지방에서 분산관리하고 있
는 약 750,000건의 문화재정보를 통합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되었다. 이에 English
Heritage는 지리정보시스템이 역사적으로 다양한 속성과 공간자료의 수집, 분석, 제공
에 유용한 시스템임을 인지하고 GIS 구축사업을 2002년부터 3단계에 걸쳐 진행하였
6) English Heritage는 잉글랜드의 역사환경을 관리하는 영국정부의 공공단체로서 1983년 “The
National Heritage Act"의 규정에 의해 설립되었다. 주요임무는 스톤헨지, 세계 최초의 철교(鐵橋)
등 많은 중요한 역사적․고고학적 유적 유적의 관리인으로서 역사환경의 보호와 등록 등이 주요역할
이다.
7) Historic Scotland는 1991년에 설립되었으며, 1999년에는 스코틀랜드 문화유산 전반을 관장하는
교육부의 산하기관으로서 국가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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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단계 사업은 ‘중앙관리의 공간데이타베이스 구축사업’으로 모든 문화재정보를 수
집하여 유적, 유구의 분포정보를 공간자료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에서 구축한 DB를 English Heritage 직원들이 사무실과 원격지에서 개인용PC를 이
용하여 지명, 주소, National Grid number 등으로 문화재를 검색하여 속성정보와 공
간정보를 열람, 관리할 수 있는 인트라넷서비스를 개발하였다. 인트라넷에는 유적의
속성정보를 Text로 제공하는 메타정보, 다양한 축척지도과 주제도 상에 유적의 위치
를 보여주는 공간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기 구축된 DB의
관리 및 갱신을 위한 ‘deskGIS’를 개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공간정보의 추가,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부가되었고, 수정․첨가한 내용을 임의적으로 반영할 수 없도록 관리자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있다.
English Heritage는 이러한 GIS를 구축하여 각 지방에 산재하여 있던 문화재정보
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직원들이 문화재의 속성자료와 공간정
보에 동시접근이 가능하여 이 기관의 주요기능인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보다 효과적이
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시스템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문화재의 속
성, 공간정보를 다양한 맵핑(Mapping)과정을 통하여 조사하고 시각화함으로써 과거의
방식으로는 추론하기 불가능한 정보와 패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English Heritage의 WebGIS>

한편 Historic Scotland8)의 경우를 살펴보면, 인터넷을 통하여 스코틀랜드 내의 각
종 문화재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 웹서비스는 문화재의 공간자료에 대한 접근
을 쉽게 하고 자료보완 갱신 목적으로 운영 중이며, 이러한 공간정보들은 GIS내에서

8) URL : http://www.historic-scotland.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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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하다. 자료의 갱신주기는 한 달에 두 번씩 ESRI의 shp파일 형식으로 제공하
고 있다. 각각의 문화재에 대한 공간정보 제공내용은 다음과 같다.

{ Listed Buildings : 스코틀랜드 내의 listed buildings의 위치를 나타내는 포인트
데이타
{ Scheduled Monuments : 스코틀랜드 내의 scheduled sites 범위를 나타내는 폴
리곤 데이타
{ Gardens and Designed Landscapes : Gardens and Designed Landscapes 내
의 유적범위를 나타내는 폴리곤 데이터 집합
{ Properties in Care : Historic Scotland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자원과 유적의 위
치를 나타내는 포이트 데이타
{ Designated Wrecks : 스코틀랜드 내의 designated wrecks의 범위를 나타내는
폴리곤 데이타
{ World Heritage Sites: 세계문화유산의 범위와 완충지대를 나타내는 폴리곤 데이타

영국의 또 다른 고고학 DB를 소개하면, 영국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서비스되고 있는
ADHS9)(The Arts and Humanities Data Service)의 고고학자료서비스(ADS, The
Archaelolgy Data Service)가 있다. ADS10)에서는 고고학적으로 높은 품질과 신뢰성
이 있는 디지털 자원에 대한 학습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디지털 데이타의 보존
과 홍보, 고고학자료의 광범위한 전파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고고학적으로 디지털
자료의 실용적 활성화와 디지털 기술의 배포 지원, 연구공동체의 기술적인 지원 등도
담당하고 있다.
ADS의 서비스내용은 약 1,000,000개소의 유적, 기념물에 대한 정보와 영국 또는
영국의 고고학자의 참여가 있었던 조사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0권이 넘는 고고
학저널에 대한 검색기능을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GIS에 의한 지도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각각 유적의 개략적인 설명과 위치, 유적분류, 시기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공간 정보를 역사지도, 지형도, 위성사진 등 다양한 지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9) 예술과 인문분야에서 조사, 교육 결과로 생산된 디지털자료의 수집, 보존, 활성화를 위하여
JISC(The 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와 AHRC(The Art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이다.
10) URL : http://ads.ahds.ac.uk/

발표5. 해외 사례를 통해 본 문화재GIS 활용방향_161

<ADS의 지도서비스>

이처럼 영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른 시기에 GIS가 고고학적인 연구분야에
도입되어 적극 활용되었고, 각종 문화재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데이
터베이스 구축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문화재정보의 효율화를 가져왔을 뿐
만 아니라, 연구자, 일반인 등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활성
화와 문화재보존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 예측모델의 개발 및 활용
앞서 본 바와 같이 영국은 문화재 정보의 오랜 축적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관리에 GIS가 적극 수용되었지만, 예측모델 개발은 미국과 달리 소극적이었다. 그
원인은 영국과 미국의 고고학적인 철학기반이 달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영국 고
고학의 철학적 기반이 인간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후기과정주의에 기초한 반면, 미국은
신고고학에 의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인간의 행위를 연구하는 논리실증주의를 따르는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영국과 달리 미국의 고고학자료인 인디언 원주민의 유적은
통계적인 계량화가 용이하였고, 환경변수들과의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 예측모델 개발에
유리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방대한 국토면적에 비해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 많지만, 영국은 오랜 고고학의 역사에 통해 고고학적 기반이 잘 갖춰져 있
어 유적의 발견보다는 이미 확인된 유적의 훼손방지와 보존이 문화재관리의 주된 목표
로 작용하여 예측모델의 효용성이 영국에서는 그다지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이처럼 영국에서는 미국과 같이 공공기관의 문화재관리 목적으로 예측모델이 적극

162_문화재GIS

활용과 정책방향

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예측모델은 한편으로는 하안 충적지대의 고지질
자료나 습지, 동굴과 같이 고고학적 조사가 잘 진행되지 않은 지점에서 유적을 찾는
경우, 그 유용성이 인정되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순수 고고학적인
연구목적을 위하여 설명적 예측모델(explanatory predictive model)이 적용되기도 한
다. 또한 미국과 같이 모델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프랑스, 스페인, 헝가
리,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등 유럽 각지에서 매장문화재관리에 예측모델을 활용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 유럽의 예측모델개발 사례 중 영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 보
고자 한다. 영국의 대표적인 사례는 강의 합류지점에 나타나는 복합시기의 지질고고
학적 자원에 대하여 예측한 Trent-Sore의 사례와 영국 북부 링컨셔, 동부 요크셔의
솟은 늪지대(raised mires)내의 유적지점에 대한 예측사례가 있다. 전자는 인간의 거
주 등 다양한 행위가 집중된 장소로 주목받고 있었던 강 합류지점의 유적정보를 예측
한 경우이다. 여기에서는 원격탐사(GPR, ground penetrating radar)11)기법과 지구물
리학적 기법, 천공기법 등을 통하여 충적지의 환경변화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 후,
GIS를 이용한 단구층서모델을 개발하여 강 합류지점 내 다양한 구역들의 형성시점을
예상함으로써 고환경적, 고고학적 유적의 분포가능성을 예측하였다.
그리고 영국 북부 링컨셔, 동부 요크셔의 솟은 늪지대(raised mires)의 예측사례 역
시 지표상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지형에 대하여 예측을 시도한 경우이다. 솟은 늪지대
는 토기, 석기, 식물유체, 화분자료, 인골 등 인간의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확
보할 수 있는 유․무기물의 보고(寶庫)였지만, 니탄층 채취과정에서 조사없이 파괴되거
나 자연보호지역으로 규정되어 고고학적 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이에 헐
대학교와 버밍엄 대학교에서 English Heritage의 지원을 받아 2004~2007년까지 북
부 링컨셔와 동부 요크셔의 솟은 늪지대 내 고고학 유적에 대한 예측모델 개발을 진
행하였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층위학적 조사에 기초한 수치표고모델을 작성하고, 니탄
층의 축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역동적인 경관을 습지지형학의 알고리즘과 천
공(穿孔)정보를 통하여 GIS를 이용한 모델링 작업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모델링의 결
과에 유적정보를 추가하여 각 시대별 인간의 자원 활용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이를 통한 예측지도는 체계적인 지표조사가 힘든 늪지대 유적의 확인 및 보존관
리에 유용하게 되었다.
11) 잔자파 에너지를 이용하여 지표면을 탐사하는 레이더로서 광대역 전자기파를 지표면이나 구조물
의 표면에 입사시킨 후, 연속적으로 경계면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파를 수신하여 특성을 영상화
함으로써 지하에 존재하는 대상물의 위치, 성질, 크기, 경계 등을 찾는 최신 물리 탐사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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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일본의 문화재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과 GIS의 도입은 앞서 본 미국, 유럽과 같이
1960․70년대부터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에서 GIS를 이용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도된 것은 1990년대 말에 들어서 관련연구회12)의 결성과 심포지움의 개최13), 관련
연구도서의 발간14)이 이루어지면서부터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1960년대 초부터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유적정보를 지도상에
표시한『전국유적지도』를 발간하여 문화재정보 관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
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도도부현별로 매장문화재의 범위와
성격 등이 명시된『유적지도』,『유적대장』등을 작성하여 문화재관리에 활용하였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유적정보를 기초로 2000년대 이후에는 도도부현별로 문화재정보
에 대한 데이타베이스와 GIS를 구축하여 관련정보 전달 및 문화재관리 등에 활용하고
있다.

1) 전국단위의 문화재DB구축과 관리현황
일본의 문화재정보 관리는 2000년 4월 지방분권에 의해 매장문화재관계사무가 원
칙적으로 도도부현에 권한 위임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나 발굴법인 등에서
각각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공간정보와의 연계를 통해 지리정보시스템으
로 구현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공공기관의 전국단위 문화재정보 관리는 상대
적으로 취약한 편이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설계 및 표준화를 시도하는 등 DB구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일본에서 전국단위의 문화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한 대표적인 예로는 독
립행정법인나라문화재연구소의 ‘公開データベース’와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의 ‘考古學
GISデータベース’를 들 수 있다. 전자는 공공기관에 의한 문화재정보의 보존관리 목
적이 강한 반면, 후자는 연구목적에 의해 구축된 DB의 공개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독립행정법인나라문화재연구소의 ‘公開データベース’은 목간(木簡), 기와 등과 같은
유물DB와 지방관아관계유적, 발굴정원, 유적데이타베이스 등 유적DB로 구성되어 있

12) 독립행정법인나라문화재연구소를 주축으로 유적GIS연구회가 1997년에 개최된 이래 매년 GIS
기술의 동향과 관련정보의 보급 및 의견교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13) 일본국제문화연구센터 주관으로「世界の歷史空間を読む」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14) 金田明大, 2001,『考古學のためのGIS入門』,古今書院
宇野隆夫, 2006,『實踐考古學GIS-先端技術で歷史空間を読む』, NTT出版株式會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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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물DB는 유적명, 발굴차수, 소재지, 조사주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유적
DB에는 유적명과 소재지, 위치정보, 조사사유 등 각종 유적정보 및 조사정보가 구축
되어 있다.
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유적DB는 일본에서 전국규모의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한 최
초의 사례로서 처음에는 부동산문화재의 전국센터시스템으로 구축되었으며, 1996년부
터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유적DB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기 발간된 유적지도,
문화재분포도, 유적지명표 등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발굴조사보고서의 초록정보가
추가되어 있다. 현재 나라문화재연구소의 유적DB에 구축된 유적수는 382,000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발굴조사보고서 초록정보 갱신을 통해 DB구축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발굴조사보고서 초록정보 DB구축은 보고서에 수록된 상세
유적정보의 요약관리 및 연구정보 제공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표준화 논의를 거쳐
1996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하였으며,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유적의 시대, 종류, 소재
지 등에 대한 속성정보와 일부유적에 대한 위치정보를 1:25,000축적의 지형도기반으
로 제공하고 있다.

<나라문화재연구소의 公開データベース>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의 考古學GISデータベース>

‘公開データベース’는 발굴조사보고서의 정보를 중점적으로 입력관리하고 있기 때문
에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발굴조사 정보를 신속하게 보완․갱신할 수 없는 단점을
지니고 있지만, 표준화된 전국단위의 유적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공간정보와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의 ‘考古學GISデータベース’는 연구목적의 과제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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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유적정보를 DB화한 것으로, 平安京․京都유적GIS DB, 일본 彌
生유적GIS DB, 지진유적GIS DB, GIS해석도 등을 구축․공개하고 있다. 유적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는 유적DB명, 유적명, 시대․연대, 주제어 등으로 정보검색이 가능하고,
그 위치를 GIS상에 표시하여 보여주고 있다. GIS를 이용한 자료제공은 유적의 공간정
보와 유적․유물의 분포밀도를 등고선과 같은 형태로 표시한 밀도분포등치선도, 3D지
도를 사용하여 특정장소에서의 조망범위를 복원한 조망도 등을 'GIS해석도‘로 제공하
고 있다.
이처럼 ‘考古學GISデータベース’는 전
국의 유적정보가 구축대상이 되었으나,
나라문화재연구소의 ‘公開データベース’
와 같이 체계적인 통합관리 및 대국민서
비스의 목적이 아니라, 연구정보의 공개
차원에서 제시된 자료이기 때문에 구축
내용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GIS 프로그
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기법을 이
용하여 유적의 공간정보를 재해석하고,
고고학연구에 있어서 GIS의 적용사례를

<考古學GISデータベース의 GIS해석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2) 도도부현의 문화재GIS 구축 및 활용 사례
일본의 문화재 DB 및 GIS 구축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도도부현별로 각기 지역
적인 특색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화재정보의 관리주체는 대부분 해당 지자체
의 매장문화재센터 또는 교육위원회로 되어 있다. 이렇게 구축된 DB와 활용시스템은
인터넷서비스를 통해 개발사업자에게 사전에 유적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거나 조
사범위 결정을 위한 정보시스템으로 활용되기도 하며, 발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유
적자료를 대국민서비스하여 지역문화재에 대한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도도부현의 GIS로는 冲縄縣, 岡山縣, 群馬縣, 三重縣, 靜岡縣, 愛知縣, 島根
縣, 奈良縣 등에서 구축한 예가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愛知縣매장문화재센터의
GIS15)와 岡山縣의 おかやま全縣統合型GIS16)가 있다.
15) URL : http://www.maibun.com/Gmap/newindex.php
16) URL : http://www.gis.pref.okayama.jp/map/menu_mai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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愛知縣매장문화재센터의 GIS는 구글지도를 지도기반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 내에
서 조사된 유적의 정보를 지형도와 위성사진 등 두 가지 도형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해상도는 그다지 높지 않지만, 다른 도도부현과 달리 위성사진에 유적의 위
치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유적 속성정보, 사진정보 등이 상세한 항
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적DB와 공간정보를 가장 잘 구현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유적
정보는 기본적으로 나라문화재연구소의 보고서초록 데이터베이스 필드구성을 따르고
있으나, 관련사진 이미지와 보고서PDF를 제공하고, 속성정보에서도 보다 상세한 정보
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DB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낮은 해상도
의 위성지도와 해당지역의 주제도가 동시 서비스되고 있지 않는 점은 다소 미흡해 보
인다.
岡山縣의 おかやま全縣統合型GIS는 대부분의 도도부현 문화재GIS가 단지 문화재정
보만을 담고 있는 것과 달리, 오카야마현의 토지이용정보와 방재정보, 토사재해정보,
농업농촌정보 등과 함께 문화재 정보를 웹서비스하는 통합형GIS 내에 구축되어 있다
는 점에서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정보는 하나의 지도서비스
내에서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정보 밖에 보지 못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愛知縣매장문화재센터의 GIS>

<愛知縣 문화재GIS의 유적속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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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岡山縣의 おかやま全縣統合型GIS>

이 시스템은 인터넷서비스의 메인페이지에서 시스템의 구축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
는데, 지도상에 표시된 유적과 그 주변에서 토목공사를 할 경우, 유적의 소재나 관련
절차를 해당교육위원회에 문의하도록 함으로써 유적정보서비스를 통한 문화재 훼손
최소화라는 목적을 확실히 하고 있다. 시스템의 구성을 살펴보면, 문화재정보는 愛知
縣과 마찬가지로 수치지형도와 위성사진 기반으로 제공되며, 유적에 대한 조사정보
내용으로 유적의 잔존상태, 출토유물의 보관장소 등을 공개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일본에서 공공기관의 문화재관리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재GIS
구축사례로는 교토시의 문화시민국 문화재보호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적상세지도시
스템”17)이다. 이것은 상세한 유적정보를 지도서비스와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교토
시내의 유적분포정보를 유적지도상에 차별적으로 표기하여 인터넷서비스 함으로써 문
화재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다.
교토시의 유적상세지도시스템은 유적의 분포정보를 지도상에 보여주는 지도서비스
와 유적대장을 DB화하여 관련유적의 상세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로 구성
되어 있다. 유적지도에는 단순히 유적의 분포범위나 위치만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각
17) URL : http://www.city.kyoto.jp/bunshi/maibun/tizu/isekitiz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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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의 성격별로 색을 달리 표시하고, 해당유적에 대한 조사방식을 규정함으로써 개
발사업구역 내에 분포하는 유적에 대한 보존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다. 이러한 지도서비스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구역 내의 유적분포정보를
사전에 확보하여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유도할 뿐만 아니라, 문화재
행정 측면에서도 유적의 처리결정에 따른 판단기준을 과학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다.

<교토시 유적상세지도시스템과 판단기준>
색상구분
적색
분홍색

유적구분
사적․명승지정지
사적․명승․천연기념물․문화
재환경보전지구지정범위
중요유적

연황색
소규모유적

청색

일반유적

연청색
색 없음

일반유적에 준하는 유적
비유적

기준

조치사항
발굴허가 필요
발굴허가 필요

일개층 건축면적 또는 지하굴착면
입회조사
적이 100㎡미만
일개층 건축면적 또는 지하굴착면
시굴조사
적이 100㎡이상
기존에 알려진 유적내용에
따라 개별적 방침 설정됨
일개층 건축면적 또는 지하굴착면
신중공사
적이 100㎡미만
일개층 건축면적 또는 지하굴착면
입회조사
적이 100㎡이상 300㎡미만
일개층 건축면적 또는 지하굴착면
시굴조사
적이 3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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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 문화재GIS의 구축과 활용방향
1. 해외 문화재GIS 특징과 우리나라 문화재GIS의 구축방향
앞서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의 공공기관에서 문화재관리(Cuitural Resource Management)
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정보 DB와 GIS구축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이들 국가
들은 각 국의 문화적 기반과 고고학적 연구전통에 따라 특색있는 문화재GIS의 구축방향
을 설정하고 있다.
미국 문화재GIS의 특징은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예측모델을 개발․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 내에 분포하는 문화재자료의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
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문화유산은 대부분 백인의 거주가 본격화된 1837년 이전의
인디언유적이고, 방대한 국토면적에 비해 고고학적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지
역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으로 유적의 존재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예측모델의 개발은 문화재관리에 매우 효율적인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미
국에서 예측모델 개발이 선호되는 이유는 인디언 유적들의 입지요인이 자연환경적인
요소와 강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어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상관관계적 예측모델 개
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국은 예측모델의 개발을 통해
자국의 문화적 기반이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문화재보존 관리를 실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측모델은 상당한 신뢰도와 실용성을 기반으로 고고학적 조사
의 효율성 증진과 문화재 훼손의 최소화, 합리적 개발계획의 수립 등을 지원하는 시
스템으로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영국은 문화재가 갖고 있는 환경이 미국과 상당히 다른 면이 있어 문화재GIS의
개발과 활용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영국은 고고학적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대부분
의 국토에 대한 문화재조사가 이루어져 있고, 좁은 국토면적에 유적이 복합적으로 형성
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영국은 미국과 같이 예측모델의 개발보다는 그동안의 고고학적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문화재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미 발견된 유적의 훼손을
막는 차원에서 문화재행정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GIS의 구축도
기존의 문화재정보를 DB화하고, 이를 이용하여 유적지 주변의 경관을 보존하는데 활용
하거나 유적정보를 대국민서비스하여 문화적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도구로 활용
하고 있다. 예측모델의 개발은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예측모델과는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유적상황에 맞게 모델을 개발하여 유적보존을 위하여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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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은 대체로 영국의 경우와 유사하다. 일본의 GIS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
로 이루어진 문화재정보의 보존관리와 활용의 연장선에서 DB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것을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간정보와 연계함으로써 문화재행정처리의 지원이
나 유적 훼손방지 목적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문화재GIS 운영은 지방분
권이라는 일본의 특수한 상황에 의해 국가주도가 아닌 도도부현별로 각 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이상의 해외사례를 정리해 보면, 미국은 예측모델을 활용한 문화재조사의 과학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영국과 일본은 문화재정보관리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의 예측모델은 취약한 이론적 기반과 적용변수의 문제 등의 한계로 인해 비판을 받기
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유적의 입지와 환경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얻어진
유효한 통계정보를 바탕으로 유적의 분포가능지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고학적
조사를 지원하고, 개발사업에 앞서 유적분포 경향을 보여줌으로써 유적의 훼손을 최
소화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분명 개발가치가 있는 시스
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영국과 일본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국토면적이 좁고, 다양한 대규모의 문화
유산이 전국에 분포해 있으며, 오랜 문화재조사 전통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
라와 유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영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문화재정보를 체계
적으로 정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DB구축은 대국민 정보서비스와 내부행정망을 통한 정보관리라는 두 가지 측
면을 고려하지 않으면, 정보의 질과 양을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하는데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으므로, 수요자를 고려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해외사례를 통해 볼 때, 각 국은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목적을 위하여
GIS을 구축,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재GIS 구축
과 활용방향을 설정해 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효율적인 문화재정보의 보존관리이다. 영국, 일본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문화적 전통을 기반으로 대규모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의
효과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인 관련정보 관리가 필수적이다. 문화재의 위치와
설명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비롯하여 보수, 현상변경이력, 발굴조사정보 등을 공간
정보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정보망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
보관리는 앞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수적인 기초 자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것이
며, 이에 대한 활용을 통하여 보존에 필요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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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합리적 의사결정지원을 통한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이다. 이것은 각종 문
화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문화유적분포지도서비스, 예측시스템개발, 문
화재보존관리지도 구축 등과 같은 문화재GIS 구축을 통하여 행정집행주체, 개발사업
자, 조사종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개발과 보존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활용하는 것이다.
셋째, GIS를 활용한 양질의 정보서비스 제공이다. 현재와 같이 국가주도로 이루어
지는 문화재GIS의 구축사업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에 대한 정
보를 대국민에게 서비스하여 이용자들에 의해 조사연구, 개발계획수립, 조사연구, 문
화적 정보향유 욕구충족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웹서비스 뿐만 아니라, 고도의 인트라넷 구축
등을 통하여 문화재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문화재GIS의 구축과 활용방향
1) 문화재 정보의 보존관리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수많은 문화재들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으
며, 이것은 행정적으로 지정․비지정문화재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지정문화재의
경우, 2008년 9월을 기준으로 국가지정문화재는 3,143건, 시도지정문화재가 9,866건,
이 밖에 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문화재 중에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
하여 관리하고 있는 등록문화재가 395건 등,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의
총수는 10,264건에 이른다(문화재청 2008 : 9). 또한 이들 문화재는 기본정보 외에
해당문화재의

보수․수리정

보, 현상변경허가정보 등
해마다 많은 양의 각종 정
보가 생산되고 있다.
이밖에

비지정문화재로

대표되는 매장문화재는 문
화유적분포지도를

기준으

로 전국에 약 ?건이 분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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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매장문화재 조사건수 증가추이>

있으며, 개발수요의 증가로 2000년대 이후 지표조사와 발굴조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
여 관리가 필요한 정보량은 지속적인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재정보는 문화재의 특성상 일부 유형의 문화재를 제외하면 지도상의
공간정보와 연계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문화재자원 및 정보관리를 할 수 없는 특성을 지
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관리를 위한 행정업무의 대부분은 실측현황도, 보호구
역도, 사업구역도, 유구배치도, 유적분포도 등 각종 도면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
다. 이러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재의 공간정보와 속성정보를 효과
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것은 문화재GIS를 통하여 가능하다.
문화재GIS는 해당문화재의 소재지, 입지 등과 관련한 위치정보와 문화재 종별, 지
정․보수일, 보수․조사기관 등의 속성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간정보가 시간적인 추이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보
여줄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GIS의 장점을 인식하여 2004
년부터 문화재GIS 공간DB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지정문화재의 경
우, 문화재의 위치,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 보존영향검토구역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
스구축을 진행하였고, 매장문화재는 1990년대 말부터 제작된 문화유적분포지도의 유
적정보를 DB화하는 작업을 거쳐 각종 문화재의 공간정보와 속성정보가 GIS를 통하여
구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DB구축 내용 중 구체적인 예로서 매장문화재의 정보관리를 위한 DB구축사
항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매장문화재에 대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수록된 유적정보를 기초로 한다. 그러나 분포지도는 유적의 공간정보가 2D로 표현된
종이지도상에 표시되기 때문
에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등
조사성격 또는 연도별 조사
정보 등을 다양하게 보여주
기 힘들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구제조사가 매장
문화재

조사의

95%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유적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해당유적과
인접한 유적에서 이루어졌던
<조사보고서 DB구조>

발표5. 해외 사례를 통해 본 문화재GIS 활용방향_173

발굴기록, 출토유물, 발굴유구 등과 같은 조이력정보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보존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 현재 구축중인 문화재 공간정보 구축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DB구
조를 설계하여 구축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것은 GIS상에서 여러 개의 레이어(layer)로 구
성됨으로써 기존에 속성정보 위주로 이루어졌던 정보관리를 공간정보와 연계, 보다 효과
적으로 매장문화재 조사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GIS를 이용하여 국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재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은
단지 행정적인 편의를 위한 구축이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문화재정보
를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함으로써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
하고 있다. 향후 이렇게 구축된 문화재GIS 공간DB가 인터넷․인트라넷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면, 문화재 보존관리와 자료활용 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기본지리정보를 기초로 각종 조사정보, 지정정보, 실측․수리정보와 주제도 등
과의 연계 및 보완 등을 통하여 향후 활용도를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
다. 이것은 영국의 English Heritage에서 운영하고 있는 GIS인트라넷과 유사한 형태
로서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관리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인식된다.

2)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지원을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
지리정보체계(GIS)는 공간정보의 생성, 기록, 저장, 분석, 처리 등 다양한 가능을 가
지며, 분석과 모델링을 통한 각종 이용자의 의사결정 지원이 주기능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공간상에서 갈등을 발생시키는 복잡한 문제들을 효
과적으로 해결하고, 의사결정자들로 하여금 여러 대안들로부터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제공한다(박희현 2003 : 440~445). GIS의 이러한 기능은 공공
부문의 입지선정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보존과 개발 사이의 갈등이
상존하는 문화재분야에 서는 지리정보체계가 지원하는 여러 기능 및 역할 등은 문화
재의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사결정지원시
스템은 GIS의 활용분야에 있어서 가장 광범위한 영역을 차지할 수밖에 없으며, 문화
재GIS 활용방향의 규정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요소로 보인다.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그 활용목적과 이용자에 따라 문화재 보존관리를 집행하는
행정적인 영역과 정보를 이용하는 사업시행자, 조사종사자 등의 영역으로 각각 구분
하여 설명할 수 있다. 문화재 보존관리 목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영역부
터 차례로 살펴보면, 대표적인 예로서 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결정과 매장문화재
의 보존대책 수립에 따른 의사결정지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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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재보존관리DB 및 공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지정문화재와 관련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는 문화재청에서 구축예정인 문화재보
존관리지도 DB구축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것은 문화재주변의 개발행위 및 현상변경
모습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 구축된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정보와 함께 문화재 주변
건물의 높이, 층고 및 지반고, 경사면 정보, 고도제한 정보 등을 가공하여 문화재보존
관리 분석DB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구역도, 매장문화재
정보 등 문화재 영향검토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지정 문화재와
문화재 인근 지역의 개발·건축 행위에 관한 범위, 기준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공공기관에서 현상변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한 이것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과거, 현재 모습을 시계열 정보로 제공함으로
써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이력정보관리가 가능한 형태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지정문
화재와 주변지역, 고도지역 등의 해당 특성을 고려한 공간구조 해석과 행정업무 집행
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문화재보존관리지도 활용 예시>

이와 같은 문화재GIS의 활용은 효율적인 문화재정보관리와 문화재보존관리 영역에
서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에 의해 합리
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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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GIS를 이용한 문화재보존관리시스템은 영국의 ‘스톤헨지 세계문화유산지역
의 관리시스템’과 일본 교토의 경관보존을 위한 ‘Virtual Kyoto’과 유사한 기능을 가
지지만, 정보활용과 관리, 의사결정 지원 면에서 훨씬 고도화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관리시스템은 스톤헨지 세계문화유산지역(WHS)의 고고학적, 자연적 경
관정보를 GIS 공간정보화하여 스톤헨지 주변의 경관보존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토지이용과 소유양상을 GIS에서 관리함으로써 문화재보존
에 따른 토지소유자와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한편 Virtual Kyoto
는 일본 리츠메이칸대학의 日本文化デジタル・ヒューマニティーズ拠点에서 개발운영
하고 있는 GIS로서 고도(古都)인 교토의 경관을 헤이안시대부터 현대까지 복원하고,
이에 대한 경관정보를 이용하여 교토소재 문화재와 주변경관을 보존하는 도구로서 이
용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스톤헨지 세계문화유산지역 관리시스템>

<Virtual Kyoto>

한편 매장문화재분야의 활용측면을 살펴보면, 매장문화재조사는 지표조사와 발굴조
사를 거치면서 각기 다른 조사성격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생산하게 되며, 조사결과에
따라 유적의 분포유무, 유구의 분포정도, 출토유물의 종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보하게 된다. 이것은 또 다른 지표조사결과에 따른 유적 보존대책 수립, 발굴조사
허가 및 완료조치 등에 필요한 기초정보로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자료인데, 이 정보
가 GIS상에서 유적의 공간정보와 연계될 경우, 유적 보존관리를 위한 적절한 의사결
정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또한 GIS인트라넷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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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도, 토양도, 피복도 등과 같은 각종 주제도와 수치지형도상에 지표조사, 발굴조사
정보가 유적의 시대별, 종류별로 제공되며 그 효과는 보다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유구배치도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유적조사이력관리시스템을 제공하여 발굴허
가신청이나 완료조치시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의 조사이력 조회를 통해 문화재보존대
책의 수립과 집행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서 운영될 것이다.
② 문화재분포지도서비스 및 예측시스템 개발
문화재GIS는 문화재보존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매우 유용한 시스템이지만, 한
편으로 사업시행자, 조사종사자에게 관련행위에 앞서 사전에 문화재 분포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개발계획 및 조사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업시행자 측면에서 보면, 사업시행자의 성격에 따라 활용분야가 달라질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수립시 사업타당성 검토나 입지선정이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인 중 문화재의 보존의 하나의 큰 장
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업수행 주체가 사전에 사업부지 내의 문화재분포 현황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면, 사업계획단계에서 문화재 분포지를 피함으로써 실제 건설
공사시 유적과 직면하여 사업지연, 조사비용증가 등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적절
한 유적보존대책도 수립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 건설공사
가 아닌 소규모 건축물의 건설시에도 해당지역의 문화재분포 정보를 통해 개발과 보
존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문화재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종사자의 입장에서도 조사지역 및 주변지역의 문화재 분포정보, 조사이력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면 보다 치밀하고 신속한 조사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전정보제공시스템의 기능으로서 문화재청은 문화재분포지도서비스와
예측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다. 문화재분포지도서비스는 인터넷과 인트라넷서비스로
구성되며,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는 지정․비정문화재에 대한 소재지, 종류별, 시대별 정
보 등과 같은 기본정보를 제공하며, 인트라넷에서는 지정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영
향검토범위, 현상변경허용기준지도를 비롯하여 지표․발굴조사이력, 확인유구 및 출토
유물 정보, 관련보고서 등 정보사용자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향후 이러
한 정보서비스를 기반으로 일반국민들은 건축행위시 해당지역의 문화재분포정보에 대
한 기초정보를 획득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갈등요인은 없을 것이지 예상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개발주체에서는 개발계획 수립시 사업부지 내에 존재하는 각종 문화재분
포정보를 기초로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매장문화재분야에서의 인트라넷 활용은 사전조사시 기존 조사이력 조회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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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확보뿐만 아니라, 야외조사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다.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GIS 구축사업 추진과정 중에 인트라넷에서 서비스하는 정보를 Tablet PC에 탑재, 조
사에서 얻은 유적정보를 생성, 분석, 저장할 수 있는 야외조사시스템을 활용한 예가 있
는데, 이 시스템은 고도화 과정을 거쳐 실용화 단계가 된다면, 페루에서 고고학적 유적
관리 및 정보획득에 사용하고 있는 Mobile GIS와 같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페루의 Mobile GIS>

한편 문화재분포 예측시스템 개발은 매장문화재관련 보존대책수립 및 조사에 유용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매장문화재는 그 특성상 지표조사를 통하여 유적의 분포정보
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하지 않으면 지하의 유적정보를 얻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개발사업자가 지표상에 노출된 유적정보를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사
업계획을 수립, 시행하더라도 예측 불가능한 유적분포 가능성 때문에 항상 사업진행시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전에 사업부지 내의 유적분포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면,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유적 훼손을 최소화하고,
문화재조사에 따른 소요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활용성을 인정받아 추진된 것이 문화재분포 예측시스템 개발이다. 예측
모델의 실용화를 통해 문화재보존관리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예로서 앞서 미국 미네
소타주의 MN Model 살펴보았다. MN Mode은 실제로 유적의 존재가능성이 높은 지
역은 사업계획단계에서 피하게 하는 판단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재보존과 사업예산절감
이라는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이루고 있다.
예측시스템은 이렇게 사업시행자의 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의사결정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고고학적조사와 분석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예측모델의 개발은 유적의 입지
와 상대고도, 수계와의 거리, 경사도, 지질 등 여러 가지 자연환경변수들과의 상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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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분석을 통하여 통계적으로 유효한 결과
를 도출해 낸다. 이러한 개발과정은 고고
학자가의 유적입지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유적의 분포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과 유사하며, 예측시스템은 고고학자
의 판단과정을 보다 객관적․과학적인 프로
세스를 통해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지역의 유적의 분포가능성 또는 분포
경향을 확률로서 보여주는 예측결과는 고
고학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예측결과의 사전제공은 고
고학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지표조

<문화재 분포예측시스템 예시>

사시 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조
사진행을 도울 수 있으며, 발굴조사에서도 조사지점의 선정 또는 표본시굴, 정밀조사
등 조사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처럼 예측모델의 개발은 지표조사에서 확인할 수 없는 지하의 유적분포 경향을
보여 주어 조사종사자에게는 조사진행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시행자는 예
측결과를 고려한 사업계획수립으로 사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해 줄 것
이며, 정책집행자에게도 적절한 유적보존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판단근거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문화재GIS의 구축과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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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 음 말
문화재분야에서 GIS의 활용은 해외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찍이 고고학연구에 계
량지리학과 지리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연구분야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최근에는 문화재 정보의 분석, 모델링과정을 거쳐 고고학적 공간분석 연구에 필수
적인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문화재관리 측면에서 정보관리와 개
발에 따른 문화재보존 영역에서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재분야에서 GIS의 도입은 사실상 2000년대 이후에
공공기관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4년 국가공간정보체
계(NGIS) 구축사업에 기본지리정보의 영역으로 문화재가 포함되면서 데이터베이스구
축 사업과 활용시스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반면, GIS를 활용한 연구성과는 그
다지 많지 않은 편으로, 고고학자료의 공간분석, 예측모델개발 등에 일부 활용되고 있
을 뿐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문화재GIS 구축은 국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목적으로 문화재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제공하고, 개발과
보존 사이의 갈등요인을 최소화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시스
템이 되도록 구축과 활용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구축된 문화재정보와 GIS 기
반은 향후 타 공공기관의 GIS와 연계를 통하여 재난관리, 군사작전 및 전시 문화재
보존대책수립, 자연환경보존, 각 지자체의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등 활용 폭을 넓혀 나
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문화재조사연구에 필수적인 기초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
고 그 영역을 확장하는 체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문화재GIS는 공공기관의
문화재관리, 조사연구, 사업계획수립, 공공정책개발, 문화재정보 공유 등 사용자의 이
용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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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6

매장문화재GIS 활용과 전망
Utilization and Prospective of Buried Cultural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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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S를 이용한 인구밀집지역에서의 매장문화재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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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기초로 한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국가적으로 국토정보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지리정보체계(NGIS)는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이 국토 각 부문의 지리정보를 구축하여 관리하는 체계이다. 국가
지리정보체계의 구축과 활용은 5개년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을 목
표로 해왔는데 1차 구축 사업이 1995년도에 시작되어 2000년도까지 추진되었고 2001
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제2차, 지금은 제3차 국가GIS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제1차 국가GIS구축사업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성과는 축척 1:5,000지도까지 우리나
라의 기본지형도들과 지적도를 수치지도화한 작업이다. 공간적인 기록물을 자주 다루
는 고고학연구자로서 이 수치지도의 생성은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이었다. 문화재와
관련한 작업은 제2차 국가GIS구축사업(2001-2005년도)에 포함되어 2002년도부터
매년 문화재의 지리정보구축이 문화재청 용역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최근 매장문
화재의 대대적인 지리정보 구축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재청 문화유적분포지도의 작성사업은 1994년도 시작되었다. 문화
유적 분포지도는 원래 1/5,000 종이지도에 분포의 범위를 표사하는 작업이었는데 제
* 강릉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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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가GIS구축사업이 시작되던 무렵부터 Digital map에 유적을 표시하도록 지침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고고학적 지표조사 사업의 형식도 국가의 정보기록 방법의 정책
적인 방향과 연동하고 있다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니다.
문화재청 용역으로 추진되어 온 문화재GIS구축사업은 매년 4억에서 10억 정도의
사업비로 추진되었고 사업담당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소였다. 연구성과물에 대해서 사실
필자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작년도부터 일반에 공개된 http://gis-heritage.go.kr/의 홈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만 알 뿐이다. 결과보고서는
정부간행물로도 제공되지 않았고 연구 과정에서 나온 결과를 고고학에 도움이 될 만
한 내용으로 고고학 전문 학술지에 투고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2002년도부터 추
진되어온 문화재GIS구축사업의 성과는 무엇이고 그것이 문화재, 특히 매장문화재관리
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필자를 포함한 모든 고고학연구자가 궁금해 할 따름이다.
고고학연구자가 문화재GIS구축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지난 2007년도부터가
아닐까 한다. 이 무렵 고고학계가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된 이유는 새로운 문화재청
용역사업의 내용에 유적의 입지 혹은 분포 예측모델이 포함되었다는 사실 때문일 것
이다. 즉 그러한 예측모델이 단순히 실험적인 학술연구의 차원이 아니라 정책에 반영
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했기에 고고학자들은 긴장했던 것이다. 고고학자로서
유적의 분포를 확인하는 지표조사나 시굴조사에 참여해 본 연구자라면 누구나 우리나
라 대부분의 매장문화재 분포지는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복합유적이 많고 그
어느 시대, 어느 성격의 유적이라 하더라도 지형적, 생태적 여건에 의해 결정되지 않
고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모든 형질변경에 앞서 개발범위가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매장문
화의 분포를 사전에 확인하는 지표조사를 거치게 된다. 지표조사를 통해서 매장문화
재의 존재가 확인되면 다행이지만 지표상의 확인이 불가능하게 되면 시굴조사를 통해
서라도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리고 매장문화재의 존재가 확인되면 구제발굴하여
기록보존이라도 하게 된다. 이러한 관행이 어느 정도 확립되고 그에 맞추어 구제발굴
조사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과 기관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도 불과 20년이 채 되지
않은 일이다. 고고학계는 그 이전에 아주 불행한 유적 훼손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이
런 정황에서 다시 만족할 만한 확인 절차 없이 유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
는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니 고고학자라면 당연히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고고학자의 관심은 매장문화재 입지예측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실은 그
간 추진되어 왔던 문화재GIS구축작업과 제3차 국가GIS사업의 일부로 추진될 용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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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는 또 다른 성질의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학계가 잘 인지하지 못첨단 정보
통신기술을 기초로 한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국가적으로 국토정보화사업이 추
진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지리정보체계(NGIS)는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이 국토 각 부문의 지리정보를 구축하여 관리하는 체계이다. 국가지리정
보체계의 구축과 활용은 5개년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는데 1차 구축 사업이 1995년도에 시작되어 2000년도까지 추진되었고 2001년
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제2차, 지금은 제3차 국가GIS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제1차 국가GIS구축사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축척 1:5,000지도까지 우리
나라의 기본지형도들과 지적도를 수치지도화한 작업이다. 공간적인 기록물을 자주 다
루는 고고학연구자로서 이 수치지도의 생성은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이었다. 문화재와
관련한 작업은 제2차 국가GIS구축사업(2001-2005년도)에 포함되어 2002년도부터
매년 문화재의 지리정보구축이 문화재청 용역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최근 매장문
화재의 대대적인 지리정보 구축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재청 문화유적분포지도의 작성사업은 1994년도 시작되었다. 문화
유적 분포지도는 원래 1/5,000 종이지도에 분포의 범위를 표사하는 작업이었는데 제
2차 국가GIS구축사업이 시작되던 무렵부터 Digital map에 유적을 표시하도록 지침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고고학적 지표조사 사업의 형식도 국가의 정보기록 방법의 정책
적인 방향과 연동하고 있다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니다.
문화재청 용역으로 추진되어 온 문화재GIS구축사업은 매년 4억에서 10억 정도의
사업비로 추진되었고 매년 사업담당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었다. 연구 성과물은
널리 공개되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는 형편이지만 지정문화재의 GIS데이터베이스는
2005년부터 일반에 공개되어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결과보고서가 정부
간행물로 제공되지 않았고 연구성과들이 고고학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고고학
전문 학술지에 투고된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2002년도부터 추진되어온 문화재GIS구
축사업의 성과는 무엇이고 그것이 문화재의 정책적 관리나 학술적인 연구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그 활용도는 어떤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자세히 분석해 보기 어렵다.
고고학연구자가 문화재GIS구축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지난 2007년도부터가
아닐까 한다. 이 무렵 고고학계가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된 이유는 새로운 문화재청
용역사업의 내용에 유적의 입지 혹은 분포 예측모델이 포함되었다는 사실 때문일 것
이다. 즉 그러한 예측모델이 단순히 실험적인 학술연구의 차원이 아니라 정책에 반영
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했기에 고고학자들은 긴장했던 것이다. 고고학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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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의 분포를 확인하는 지표조사나 시굴조사에 참여해 본 연구자라면 누구나 우리나
라 대부분의 매장문화재 분포지는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복합유적이 많고 그
어느 시대, 어느 성격의 유적이라 하더라도 지형적, 생태적 여건에 의해 결정되지 않
고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모든 형질변경에 앞서 개발범위가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매장문
화의 분포를 사전에 확인하는 지표조사를 거치게 된다. 지표조사를 통해서 매장문화
재의 존재가 확인되면 다행이지만 지표상의 확인이 불가능하게 되면 시굴조사를 통해
서라도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리고 매장문화재의 존재가 확인되면 구제발굴하여
기록보존이라도 하게 된다. 이러한 관행이 어느 정도 확립되고 그에 맞추어 구제발굴
조사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과 기관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도 불과 20년이 채 되지
않은 일이다. 고고학계는 그 이전에 아주 불행한 유적 훼손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이
런 정황에서 다시 만족할 만한 확인 절차 없이 유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
는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니 고고학자라면 당연히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고고학자의 관심은 매장문화재 입지예측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실은 그
간 추진되어 왔던 문화재GIS구축작업과 제3차 국가GIS사업의 일부로 추진될 용역사
업에는 또 다른 성질의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학계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 그간의 GIS구축사업의 추진과정이나 성과에 대해서는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간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즉 사업팀의
조직과 사업진행의 절차 문제는 어느 정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최근 전국에
산재해 있는 조사기관 연구원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배포한 일종의 교육용 설명자료를
보면 제3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내의 문화재 분야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는 알 수 있다. 이 자료를 통해 본 매장문화재GIS구축사업에서는 어떤 성질의 자료를
어떤 형식으로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 GIS 데이터 베이스 아키텍쳐의 문제로부터 학문
적 그리고 정책적 활용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글을 통해서 필자들은 먼저 앞으로 진행될 매장문화재GIS구축사업의 문제점을 지
적하고자 한다. 여러 문제점 중에도 인구밀집지역의 매장문화재GIS로부터 어떤 정보
를 얻어내어 그것을 학술적으로 이용하거나 정책적인 판단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문
제점에 대해서만 이글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하나의 대안으로 어떤 종류의
자료를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GIS에 기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인데
역시 인구밀집지역의 하나인 강릉시 초당동유적을 사례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88_문화재GIS

활용과 정책방향

Ⅱ. 문제의 제기
1. 절차와 과정의 문제
2002년 이래 추진되어 온 문화재GIS구축사업의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각계의 의견이 수렴되는 절차를 제대로 밟
지는 못한 것 같다. 특히 매장문화재는 고고학자에게는 1차적 자료인데 그와 관련된
GIS DB 구축에 고고학적 지식과 경험이 잘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여러 차
례 자문회의와 워크숍을 거쳐 고고학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사
업의 진행과정에서는 공동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문화재GIS구축이 사
업의 성격상 국가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업의 규모가 대단히 크고 광범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만 다양한 지식과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 때문이
기도 하다. 고고학적인 유적과 유물을 포함한 문화재자료 역시 현실 자료의 획득과
디지타이징에 막대한 노동력과 여러 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고 자료의 종류와 기
입 방식, 데이터베이스의 아키텍쳐 등에 각계, 각 전문분야의 지식과 의견 수렴이 있
어야 하므로 국가적인 조직과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불가능한 사업이다. 만일 어
떤 연구자가 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연구조건이나 환경에서
는 접근이 불가능한 규모의 사업이다.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문화재GIS구축 사업에 다양한 전문지식과 의견 지질 및 지형적인 정보만이 아니라
그밖에 역사, 생태, 환경, 문화재보존, 교육, 관광 등의 전문지식의 참여가 어느 정도
의 수준으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다. 유적, 유구, 및 유물의 공간적인 표시기법과 그
의미에 대한 연구를 오래 동안 해온 고고학의 지식과 의견마저 제대로 수용하는 절차
를 밟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면 문제가 적지 않다는 생각이다.

2. 기본 맵의 문제
현재 문화재GIS구축의 기본 맵은 1/5,000 디지털 지형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산과 하천 등 유적의 입지와 관련된 지형적인 정보와 함께 유적의 분포를 기입
할 수 있고 도로망과 건축물 등의 위치와 관련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기에 편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고고학 분야에서는 유적의 지형적 입지를 파악하는데 가장 익숙
한 지도이고 더구나 1/5,000 종이 지형도에 지자체별 문화재분포 조사가 성과가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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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으므로 1/5,000 디지털지형도의 이용은 당연하고 불가피한 작업이라고 본다.
그러나 첫째, 문화재분포지도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때 지형도는 이용의 효과가 극
히 저조해진다. 사실 토지이용과 관련된 모든 정책적 활용지도는 디지털 지적도나 지
적도위에 지형정보를 기입한 기본 맵을 사용한다. 그리고 둘째, 지형적인 변화가 거의
없고 토지이용이 활발한 지역에서 유적의 범위 및 속성들을 표시할 때 역시 지형도
보다는 지적도를 이용하게 되므로 시가지 내의 일부분의 토지에 대해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허가 맡고 그 결과를 표시할 때 흔히 활용하는 지도가 지적도이다. 또한 유적
에서 발굴성과가 누적될 경우 발굴한 지역과 하지 않은 지역, 그리고 발굴한 지역에
서 매장문화재의 분포를 기입할 때도 역시 지적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1/5,000 디
지털 지형도를 이용한 문화재의 기입방법은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편리하며, 학술적
으로도 쓰임새가 있긴 하지만 지적도의 활용이 더욱 절실히 필요할 때가 많다.

3. 현실자료에 대한 고고학적 이해의 문제
매장문화재GIS구축은 지표조사, 지중탐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및 심지어는 원격탐
사를 통해서 파악된 현실 유적과 유물의 형태와 분포를 가상의 디지털 공간에 옮기는
작업이다. 가상의 공간을 마련하고 현실의 자료를 기입하기에 앞서 그 설계자가 유적
과 유물 즉 고고학적 잔존물의 본질에 대해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는 대단히 중요
하다. 즉 고고학 자료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그것을 기록하고 표현하는 방법의 수준
을 좌우할 것이기에 그것은 매장문화재GIS구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결정인자가
아닐 수 없다.
일찍이 고고학은 스스로의 연구 자료가 유물의 형태와 분포임을 분명히 하고 그것
으로부터 유형화된 인간행위를 추론하는 것이 지상의 과제라고 강조해 왔다. 그리고
모든 고고학 교과서에서는 인간행위의 공간적 범주화에 있어 여러 수준이 있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고고학 자료에도 공간분포의 수준과 그들 사이의 위계적인 관계가 있
음을 명기하고 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수준의 인간행위에는 거리, 지형, 지질, 생태
적인 여건, 사회 문화적인 맥락, 기술적 요건 등 실로 다양한 변수들이 개입되어 있
다. 고고학은 여러 수준에 걸쳐 과거 인간행위의 공간적 유형화와 관련된 조사와 연
구를 진행해 왔다. 실제로 지표조사에서 발굴조사에 이르는 조사의 과정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 그 자체가 형태와 분포로 남아 있는 고고학 잔존물을 수집하고 기록하
고 표상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작업은 일정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 표준화된 고고학적

190_문화재GIS

활용과 정책방향

기법을 따르며 그에 준거해야만 의미를 가지게 된다. 적어도 고고학 자료인 매장문화
재를 GIS의 DB로 구축할 때는 고고학자가 매장문화재를 보는 관점, 분석과 표현의
표준화된 기법, 그리고 개별 자료들이 지닌 정보의 성격에 대해 고고학적 지식과 경
험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

4. 인구 밀집지역에서의 정책적, 학술적 이용의 문제
풍납토성을 중심으로 한 한성백제의 도읍지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지만 과거의 문
화유적 위에 현재 도시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과거에 인구가 밀집되고
정치체의 중심지였던 지역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다시 도시화가 진행되는 경우
가 많은데 인간 집단거주지로서 혹은 중심지로서 선호되는 보편적인 사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도시화가 진행된 이후 과거의 문화유적이 과연 지하에 그대로 남아 있을지
회의감이 들만도 하지만 의외로 과거의 주거지나 기념물 혹은 인간행위의 흔적이 고
스란히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과거 금관가야의 중심지인 김해 봉황대 주변
은 현재 도시화되어 있지만 가야시기 토성과 함께 당시의 주거지가 현대의 가옥 밑에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으며 최근 부산 지하철공사장에서 드러나 동래 읍성의 해
자에서는 임란 때 전투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했다.
이러한 인구밀집지역의 매장문화재는 우리가 그것을 GIS로 기록하고 그 정보를 활
용한다 했을 때 두 가지 중요한 특징에 주목해야만 한다. 첫째로 이러한 유적은 보통
오랜 발굴조사의 역사와 성과가 집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서울, 경주, 부
여, 김해, 익산, 함안, 대구 등과 같이 소국이나 초기국가, 또는 고대국가 중심지였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고고학자들이 주목하여 왔으므로 여러 가지 형식의 조사를 통해
유적에 대한 조각난 정보들이 퇴적되어 있다. 그리고 인구밀집지역이다 보니 건축과
재건축이 이어져 그때마다 조각난 구제발굴의 성과가 쌓이게 된다. 결국 유적 자체의
역사와 분포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100년, 혹은 50년간의 조자자료를
짜맞추는 작업도 무척 중요하다.
둘째로 지금 인구밀집지역이 되어버린 유적은 보통 그것이 형성되었던 과거의 경관
을 완전히 상실한 셈이다. 하지만 도시화의 진행은 최근 20년 혹은 30년 이내에 급
속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좀 더 찾아보면 도시화로 훼손되기 이전의 경
관을 살필 수 있는 자료를 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자료가 30-50년 전에 촬영된 연
직, 저각사, 혹은 고각사 항공사진들이다. 항공사진을 포함한 과거의 지형도와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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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과거 지자체에서 생산한 유적분포도는 지적도에 기입되어 있음) 등을 통해
개발과 도시화로 인한 유적의 훼손 변천과정을 자료화 하는 작업이 인구 밀집지역에
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자료의 체계화를 토대로 하지 않는다면 인구밀집지역의
중요 유적으로터 학술적 정보를 얻어내거나 정책적으로 활용될만한 정보를 얻어내기
는 무척 힘들게 될 것이다. 필자들의 의견으로는 현행의 문화재GIS구축작업이 과연
이러한 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Ⅲ. 초당동유적의 고고학적 성격과 보존관리의 여건
1. 초당동 유적형성의 역사적, 고고학적 배경
강릉 초당동유적은 석호와 낮은 구릉, 그리고 사빈해안을 끼고 발달한 사구지대에
입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구유적은 한반도 동해안을 따라 형성된 고고학 유적 중
의 가장 보편적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어로와 채집을 생계의 주요한 수단으로 삼았
던 신석기시대로부터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고대인들에게 사구는 가장 선호되는 주
거지역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농경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청동기시대인들은 사구지대
를 떠나 구릉에 취락을 조성하고 살았다. 하지만 역시 농경민들이었던 철기시대인들
이 다시 사구로 옮겨와 살았기에 동해안지역의 사구 위에는 이 시기 대규모 취락유적
이 형성되어 있다. 삼국시대에 들어서면 신라의 고분문화가 이 지역으로 확산되어 들
어오는데 강릉의 지역집단들은 주거구역으로 사구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철기시대의
유적 위에 고분군을 조성하였다.
한반도 동해안을 따라 선사시대 사구유적들은 아주 흔한 편이지만 강릉 초당동유적
만큼 인간 점유의 유구들이 밀집되어 분포하는 유적은 없다. 특히 신석기시대 취락이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영역에 형성되어 있어 동해안 일원에서는 가장 대규모의 유
적으로 손꼽힌다. 철기시대에서 삼국시대에 걸친 유적 역시 영동지역에서는 가장 크
게 발달한 취락유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발굴에서는 한나라 화폐인 오수전(五銖
錢)과 일본열도로부터 수입된 토기인 하지키(土師器)도 출토되어 당시 고대 교역의 거
점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런 점을 들어 철기시대에 초당동유적은 문헌에 나오
는 예국(濊國)을 형성한 집단의 주거영역이었었음을 추론하기도 한다.
5세기 이후 강릉은 신라에 속하게 된다. 신라 중앙정부는 고구려에 속해 있던 강릉
지역을 그들의 세력 하에 편입시키고 하슬라주를 설치하였다. 하슬라주는 강릉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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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러 지역집단이 통합된 소국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각 지역집단마다 지배계층
을 중심으로 석곽이나 목곽과 같은 매장시설 안에 풍부한 부장품을 껴묻은 고분을 축
조하여 대규모의 고분군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강릉 일원에는 곳곳에 여러 고
분군이 분포하는데 강릉지역의 고분군 중에 매장시설의 규모로 보나 부장품의 질이나
양으로 보나 최고 위계의 고분군이 초당동고분군이다. 따라서 초당동 고분군은 강릉
지역의 여러 지역집단을 통합한 최고 수장계층의 고분군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형과 유적 형성
초당동유적은 동해안 최대의 석호였던 것으로 추측되는 경포호 주변의 사구지대에
입지한다. 유적의 주변지형은 석호와 사구, 잔구성 구릉, 구릉사이의 곡저면, 석호로
유입되는 하천, 석호 사이의 습지가 매몰된 저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석호 주변에
있어서 인간의 점유와 토지 이용은 사구의 발달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연동하는 경향
이 있다.
신석기시대의 초당동은 운정동 안쪽까지 확대되어 있었던 경포호와 이에 버금가는
송정동 일원의 석호 사이에 위치한 구릉 말단부와 여기서 남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사구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사구는 안초당 마을에서 한전까지 이르는 범위로 지
금보다 훨씬 좁고 긴 형태로 발달하였을 것이다. 이때 취락은 주로 사구의 북쪽에 발
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강릉교육연수원 가까이의 지점에서도 신석기시대 토기편은
채집된다.
철기시대에는 사구가 동북편, 즉 강문동 쪽으로 발달하고 경포호를 가로 막은 사구
도 현 위치와 비슷한 범위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철기시대의 취락은 신석기시대 이래
형성된 사구와 강문동쪽으로 확장된 사구에 광범하게 형성된다. 그리고 오래된 사구
와 새롭게 발달한 사구 사이에는 약간의 간극이 있어 습지가 형성되었으며 이곳은 신
석기시대 이래 많은 유물이 퇴적되어 있으리라 추측된다.
삼국시대에는 초당동 사구 남단에 위치한 구릉지대로부터 강릉지역의 지배집단 고
분군이 사구의 가장 높은 부분을 따라 형성되기 시작하여 지금의 초당동 두부마을 가
까이까지 점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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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적보존과 관리를 둘러싼 문제
초당동유적은 신석기시대 이래 삼국시대에 걸쳐 유구가 밀집된 유적이지만 근세 이
후에도 가옥이 밀집된 강릉의 주요 취락이며 1970년대 이후 이따금씩 학교와 공공시
설물이 건축되기도 하였다. 특히 1990년대부터는 도시의 확장과 함께 대규모 공용주
택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일반 주택이나 상가의 신축이나 재건축이 줄을 잇게 되었다.
1990년대 이래 초당동의 도시개발이 본격화되던 무렵 매장문화재에 대한 사전 구제
발굴도 제도적으로 정착함에 따라 초당동 일원에서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시굴과 발굴
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구제발굴조사를 통해 초당동유적, 특히 삼국시대 고분 발굴 자료가 공개되면서 유
적의 문화재적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개발에 앞선 사전 구제발굴이 이루어져
도 유적의 자료적, 기념물적 중요성에 의거 보존 조치됨에 따라 사업이 실행이 불가
능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되었다. 2005년 5월, 초당동 84-2번지에 대한 사전
구제발굴에서 강릉지역의 수장급 고분이 발굴되어 호접형관모장식, 환두대도, 은제과
대, 각종 장식마구류 등이 출토되어 보존조치 되었고 6월에는 사적지정 권고안이 제
출되었다.
초당동유적의 문화재적 중요성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발굴하고, 그 때
그때 보존 조치하는 무계획적이고 비효율적인 관리방식으로는 초당동유적을 제대로
보존 관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원만 증폭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따
라서 일부 중요구간을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유적의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안을 만들어 유적도 살리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도 가
능하게끔 하자는 의도 하에 초당동 사적지정이 추진되었다.
이에 2005년 5월 초당동 84-2번지에서 중요 유물 출토로 인해 같은 해 6월 해당
지번을 포함한 4개 지역 70필지에 대한 사적지정 권고안이 제출되었고 강릉시에서는
2005년 10월 3개 지역 16필지에 대한 사적지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2007년 6월
사적지 지정 신청 및 현상변경 허가처리 기준(안) 제출하고 2007년 7월 사적지 지정
예고가 관보에 공고됨으로서 사적으로 지정 보존되기에 이르렀고 개발과 관련된 규제
안이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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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당동유적의 보존관리환경
초당동유적에서 매장문화재가 분포하는 구역은 주변 저지보다는 높은 사구지대이지
만 고저차가 2m 정도 밖에 안되는 미고지에 해당된다. 그리고 초당동 유적은 이미
상당히 도시화된 지역으로 유적범위 내에 이미 주택과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어 주민
들의 개발욕구가 강하여 지역주민의 유적보존 의지는 약한 편이다. 하지만 다행스러
운 것은 초당동 사적 주변은 문화재보호법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강릉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그리고 경포도립공
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개발행위가 일정하게 규제되고 있다. 그리고 초
당동 유적은 매장문화재 뿐만 아니라 송림과 수변경관을 포함한 수려한 풍치 공간,
정서와 향수를 담은 건축물, 전통 음식점 등과 같은 문화광관 자원과 공존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보도 유적관리의 차원에서는 문화재와 함께 기록되어야 한다.

Ⅳ. 초당동유적의 고고학적․정책적인 활용을 위한 GIS기록
GIS는 고고학자료의 분석과 자료정리, 그리고 표시와 가시화의 기법으로서 이미 고
고학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GIS는 자료가 가진 공간적인 정보뿐만 아
니라 비공간적인 속성들도 함께 고려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고고학 자료를 디지털 공
간에 표시를 하고 공간적 및 비공간적 속성들을 손쉽게 기입하고 다양한 분석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의 기능도 매우 우수하다. 그래서 현대의 취락고고학,
경관고고학, 생계경제의 연구, 다양한 통계분석과 예측모델의 제시뿐만 아니라
DEM(Digital Elevation Model) 기법이나 Viewshed 분석과 같은 방식으로 공간적인
패턴이나 양상들을 보기 쉽게 요약하여 제시해 줄 수 있다. 또한 자료를 활용범위가
대단히 넓어서 고고학의 측량도면이나 실측도면, 전통적인 종이 지도 등에 기록된 정
보들도 쉽게 GIS에 입력할 수 있으며 항공사진이나 인공위성 사진 및 GPS 등을 통
해 취득한 정보 역시 GIS로 기입될 수 있다.
GIS기법은 다양한 근원의 자료를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지녔기 때문에
고고학유적의 관리에 아주 폭넓게 응용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양상이 복잡하거나
여러 층이 중복되어 있는 유적, 오랜 시굴 및 발굴조사 혹은 지중탐사의 역사를 가지
고 있어 조사구간과 정보내용이 복잡한 유적, 그리고 주택이나 상가가 들어서 토지의
이용이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있는 유적을 관리할 때 기본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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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다. 그래서 인구 밀집지역에 존재하는 신석기, 철기, 삼국시대의 복합유적인 초
당동유적에서 관찰되는
첫째, 유구의 배치와 유물의 집적상태와 같은 고고학적 유적의 양상,
둘째, 지형, 지질 및 기타 경관,
셋째, 경작지와 주택의 배치 등과 같은 토지이용의 상태와 매장문화재에 미친 영향,
넷째, 유적에 대한 시굴조사와 발굴을 통해 밝혀진 유적의 내용

등의 자료를 하나의 공간적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관리한다면 해당유적의 고고학
적 정보를 학술적인 자료로서 활용함과 동시에 유적에 대한 형질변경이나 경관의 변
화를 가져오는 행위를 적절히 평가하여 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과 활용방향
을 설정할 때 기본자료가 될 것이다.

1. 정보의 내용과 출처 그리고 기본 맵
고고학유적의 현황 파악과 관리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형, 지질, 토양, 경사도, 수계, 침식도, 식생 등과 같은 자연경관적인 정보.
둘째, 임야, 경작지(논 혹은 밭), 건물, 건물층수, 터파기 여부, 각종 수로 및 관로,
도로 등과 같은 토지이용 내력과 현황, 그리고 매장문화재에 미친 경관적 영향과 손
상 여부에 대한 정보
셋째, 유적에 대한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및 지중탐사 성과로 제출된 정보
넷째, 여러 축척의 측량도(지형도, 지적도, 토양도), 항공사진, 위성사진, 적외선사진
등으로 파악되는 정보
다섯째, 도시계획에 대한 지자체 조례, 자연녹지법, 자연공원법, 문화재 지정에 따른
형질변경 허가기준과 같이 매장문화재에 영향을 주는 행위의 규제에 관한 정보.
이상의 정보를 취득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지형도, 지적도, 문화유적 분포조
사도, 시발굴에 따른 측량도 실측도, 토양도, 지적대장, 지중탐사 기록과 이미지, 항공
사진, 위성사진, 도시계획도, 지방지, 역사지도, 기타 문헌기록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상의 모든 정보를 기록하는데 사용되는 기본 맵은 지형도에 맞추어진 디지털 지
적도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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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적조사 자료의 내용과 기록
강릉 초당동유적에서 신석기시대와 철기시대 유물이 노출되어 학계에 보고되기는
오래 전부터이지만 정식 발굴조사는 1990년대 들어와 본격화되었다. 지난 1992년 초
당동유적이 연장된 강문동에서 주거지가 조사되었는데,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청동기
시대의 전통으로 여겨지는 장방형을 띠고 있으며, 반출하는 유물은 순수 경질무문토
기만 출토되어 철기시대 주거지 중 비교적 이른 시기로 추정되었다. 또한 1999년에
는 초당동 사구지대 사이에 형성된 저습지에 다량의 철기시대 유물이 퇴적되어 있는
양상이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강문동 일대에 여관 신
축공사 등 각종 개발이 이뤄지면서 수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철기시대 주거지 4동, 신라시대 주거지 12동이 조사되었으며, 이중 철기시대 주거지
는 평면형태가 呂자형과 凸자형이고, 내부에서 점토띠식 노지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 목제 방추차, 철제 낚시 등이 출토되었다. 2007년도까지
조사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강문동․ 초당동 일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현황(2007.4월까지)
연번
1

유적명

조사지역(면적)

조사기간

조사기관

강릉 강문동 유적 강릉시 강문동 186-1

1992.9.1~
9.9.

조사내용

비고

시대

성격

강릉대학교
박물관

철기시대

주거지 1동

발굴

2

강릉 초당동 유적 A․B

강릉 초당동 129-5
일대

1993.8.24~
9.23

강릉대학교
박물관

신라시대

고분 31기

발굴

3

강릉 초당동 유적 C 강릉시 초당동 123-3

1995.6.17~
6.23

강릉대학교
박물관

신라시대

고분 3기

발굴

4

강릉 강문동 저습지
유적

강릉시 강문동
134(708평)

1999.3.8~
5.20

강릉대학교
박물관

철기시대

저습지

발굴

5

강릉 강문동 유적
(302-1번지)

강릉 강문동 302-1
(715㎡)

2002.4.1~
4.12.

강릉대학교
박물관

철기시대

주거지 2동
원형유구 1기
조개무지 1기

발굴

철기시대

주거지 1동

6

강릉 강문동 유적
(302번지)

강릉 강문동 302
(768㎡)

2002.5.27~
5.15.

강원문화재
연구소

7

강릉 강문동 유적 강릉시 강문동 305-5 2002.10.4~
(302-5번지)
(1,002㎡)
10.13.

강원문화재
연구소

철기 및
신라시대

습지 유구

발굴

8

강릉 강문동 유적
(302-2번지)

강원문화재
연구소

철기시대

주거지 2기
용도미상 1기

발굴

강릉시 강문동
302-2 (986㎡)

2003.2.26~
3.2.

주거지 5동
신라시대 원형유구 10기
조개무지 1기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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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9

10

11

12

13

유적명

조사지역(면적)

조사내용
시대

성격

철기시대

주거지 1동

신라시대

주거지 5동
원형유규 2기

철기시대

주거지 1동
조개무지 1기

강원문화재
연구소

강릉고등학교
화장실부지 유적

2003.3.4~
3.25.

강원문화재
연구소

2003.9.1~
11.19.

주거지 4동
신석기시대 야외노지 5기
강원문화재
할석유구 5기
연구소

강릉 초당동
신석기 유적

강릉 초당동 유적
(308-12번지)

강릉시 초당동 57-2
(585㎡)

강릉 초당동 391, 일원
(2,131㎡)

강릉시 초당동
308-12 (512㎡)

2003.10.15~
10.21.

강릉 초당동 유적Ⅰ 강릉시 초당동 247 2003.10.15~
(247번지)
(493㎡)
10.21.

강릉 초당동 유적Ⅰ 강릉시 초당동 98-6
(98-6번지)
(356㎡)

15

강릉 초당동 유적Ⅰ
(249-11번지)

17

조사기관

강릉 강문동 유적 강릉시 강문동 304-2 2003.12.23
(304-2번지)
(729㎡)
2004.1.3.

14

16

조사기간

강릉시 초당동
249-11 (714㎡)

강릉 초당동 6-7번지 강릉시 초당동 6-7
유적
(2,585㎡)

강릉 초당동 유적Ⅱ
(278-14번지)

강릉시
초당동278-14
일원 (275㎡)

강원문화재
연구소

강원문화재
연구소

1992.9.1~
9.9.

강원문화재
연구소

2003.12.17~
12.31.

강원문화재
연구소

2004.2.17~
3.17.

강원문화재
연구소

2004.5.29~
6.10

강원문화재
연구소

철기시대

주거지 1동

철기시대

주거지 1동

신석기시대

주거지 1동

철기시대

주거지 5동
저장유구 1기

신라시대

고분 3기

신라시대

고분 2기

철기시대

주거지 4동

신라시대

고분 11기

철기 및
신라시대

습지

신석기시대

주거지2동
야외노지1기

철기시대

주거지3동

신라시대

고분6기

비고

발굴

발굴

발굴

발굴

발굴

발굴

발굴

발굴

발굴

신석기시대 야외노지1기

18

강릉 초당동 유적Ⅱ
(245번지)

강릉시 초당동245
(427㎡)

2004.7.2~
7.16

강원문화재
연구소

철기시대

주거지2동

신라시대

고분4기
구상유구 1기

발굴

19

강릉 초당동 유적Ⅱ 강릉시 초당동96-1
(96-2번지)
(302㎡)

2004.8.4~
8.18

강원문화재
연구소

신라시대

고분4기
제사유구1기

발굴

20

강릉 초당동 유적 Ⅲ 강릉시 초당동84-2
(84-2번지)
(461㎡)

2005.5.27~
6.15

강원문화재
연구소

신라시대

석곽묘 2기
제사유구 1기

발굴

21

강릉 초당동 유적 Ⅲ 강릉시 초당동249-3 2005.6.20~
(249-3번지)
(413㎡)
7.12

강원문화재
연구소

철기기대

수혈2기
구상유구 1기

발굴

22

강릉 초당동 유적 Ⅲ 강릉 초당동 394-1
(394-1번지)
(463㎡)

강원문화재
연구소

신라시대

고분1기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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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8.1~
8.12

연번

유적명

조사지역(면적)

조사기간

조사기관

조사내용
시대

성격

비고

23

강릉 초당동 유적 Ⅲ 강릉시 초당동 386-2 2005.8.24~
(386-2번지)
(298㎡)
9.8

강원문화재
추정
할석유구 2기
연구소
신석기시대
수혈 1기

발굴

24

강릉 초당동 유적 Ⅲ
(278번지)

강원문화재
신석기시대 야외노지 1기
연구소

발굴

25

강릉시 초당동
278(260㎡)

강릉월송로
강릉시 초당동379-3
-허균생가간 도로 외 3필지(2,000㎡)

2005.10.31~
11.5
2005.9.5~
10.10

예맥문화재
연구원

26

강원도 교육공무원 강릉시 초당동68-5외 2005.10.11~
주차장 시설부지
1필지(2,251㎡)
10.25

예맥문화재
연구원

27

강릉유화아파트-강
릉고등학교간
도로유적

강원문화재
연구소

28

29

강릉시
초당동182-18외
13필지(1,571㎡)

2005.5.23~
10.8

강릉
강릉시 강문동124-2 2005.9.12~
강문동124-2번지
(462㎡)
10.4
유적

강원문화재
연구소

강릉 초당동68-5번 강릉시 초당동68-5외 2005.10.11~
지 유적
1필지(2,251㎡)
10.25

예맥문화재
연구원

발굴
신라시대

주거지 2동

철기시대

주거지 1동

철기시대

주거지 8동

신라시대

고분 21기
제사유구 1기

신석기시대

주거지 2동

신라시대

주거지 1동
고분1기
원형유구 1기
수혈유구 1기

철기시대

주거지 및
원형유구

철기시대

주거지 2동

신라시대

고분 9기
구상유구 2기

시굴

발굴

발굴

시굴

2006.8.9~
8.31

예맥문화재
연구원

31

강릉 초당동 123-1 강릉시 초강동 123-1 2006.9.11~
번지 유적
(320㎡)
10.11

예맥문화재
연구원

신라시대

고분12기

발굴

32

강릉 초당동129-2
번지 유적

강원문화재
연구소

신라시대

고분13기

발굴

30

강릉 초당동272-7 강릉시 초당동272-7
번지 유적
(236㎡)

신석기시대 할석유구 6기

강릉시 초당동
129-2번지(307㎡)

2007.3.23~
4.25

발굴

최초의 본격적인 발굴이라 할 수 있는 1993년도 초당동 현대아파트 부지의 고분군
으로부터 약 30여개소의 발굴조사구간의 유구분포도를 스캔하여 CAD로 유구의 외형
을 그리고 그것을 디지털 지적도에 기입한다. 조사결과 노출된 유구의 외형을 다각형
의 형태로 GIS 지적도면에 표시하고 각 유구가 지닌 비 공간적 속성들을 기입하였다.

3. 지형 및 경관의 자료 입력
현재의 유적의 지형 및 경관을 파악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자료는 1/1,000과
1/5,000디지털 지형도와 이를 기초로 생성된 DEM, 현지 조사를 통해 관찰하고 분류
한 지형개념도, 2005년도 연직 항공사진과 고사각 항공사진 등이 있다.

발표6. 매장문화재GIS 활용과 전망_199

유적이 본격적으로 도시화되기 이전의 지형과 경관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는 1972
년도에 촬영된 연직 항공사진이 있다. 항공사진에 나타난 주택과 송림, 논과 밭의 분
포를 통해 사구지대를 중심으로 한 미세지형의 분류가 가능하다.
그밖에 유적 형성시기의 고지형의 복원에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시굴 및 발굴조사에
서 드러난 각 지점의 층위도가 있다. 신석기 혹은 철기시대의 웅덩이 혹은 습지의 분
포는 제한적으로나마 확인 가능하다.
2005년도 촬영된 항공사진과 유적에 대한 1m 등고의 정밀 측량도에서는 그간 이루
어진 토지 형질변경으로 경관에 큰 변화가 있어 사구의 범위와 발달과정이 잘 드러나지
않으며 특히 1m 등고에 의한 지도의 DEM 표시로도 지형적인 특징은 잘 드러나지 않는
다. 그러나 1972년도 연직 항공사진에서는 초당동 사구가 단일한 사구가 아니라 2중으
로 발달해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며 근세에 이르기 까지 초당-강문동 사구는 3단
계로 발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현대에 이르러 농경지의 발달과 구릉 침식에 의한
습지의 매립은 근세에 급속도로 진전되었으리라 추측된다. 하평이라는 고지명은 과거
습지의 범위를 추측할 수 있는 단서이지만 지금은 평야지대로 되어 있다.
1972년도 및 2005년도 항공사진, 그리고 1/1,000지형도와 그에 의해 생성된 DEM
등을 참고하여 지형을 분류하여 기입하였다.

4. 도시화로 인한 유적 형질변경의 기입
강문동에서 안목항에 이르는 현재의 사빈해안이 만들어지고 초당동 사구지대로부터
해안까지의 저지가 매몰되어 평야지대가 되는 과정과 경포호 주변이 매몰되어 경작지
화 되는 과정은 아마 근세에 들어 진행되었다고 본다. 특히 발굴조사를 통해 조선시
대 유구가 이따금씩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지금까지 이어지는 초당동 취락의 형성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구의 높은 지대와 구릉의 완사면을
따라 지금의 주택이 들어서 지금의 취락이 형성되었다.
아파트를 제외하고 현재 초당동 마을의 단독주택 60-70%는 30-40년 이전에 지어
진 건물이며 사구지대의 건물 사이와 곡저면, 구릉의 사면, 그리고 주변 저지대는 경
작지로 이용되어 왔다. 주변 저지에는 논이 조성되어 있고 구릉 사면과 사구지대는
밭이나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다. 원래 구릉지대와 초당동 마을 주변 곳곳에는 울창한
송림이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안초당 일부와 강릉고등학교와 교육연수원의 배후 즉
사구의 동쪽 가장자리를 따라서만 소나무 숲이 남아 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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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건설로 인해 초당동유적의 경관은 급변했다. 특히 초당동유적은 해안의 구릉지
대를 끼고 형성된 사구유적이라는 자연경관이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사구지대와
구릉지대 사이에 고층 아파트를 건설함으로써 사구와 구릉을 분리시켜 버리는 경관의
훼손을 초래하였다.
2005년도 항공사진과 1972년도 항공사진과 대비하여 최근의 유적 형질변화를 검
토할 수 있도록 정보를 기입하였다. 건축물 대장을 활용하여 디지털 지적도 상에 10
년 단위로 건축물의 분포, 층고에 따른 분류를 할 수 있도록 기입하고 기타 송림, 근
린 시설 등 토지 이용 상태를 지적도 상에 기입하였다.

5. 유적 관리를 위한 자료의 입력
초당동유적의 인근에는 경포도립공원이 위치함으로 해서 자연공원법 상으로 건축이
나 개발행위가 일정한 방식으로 규제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도 유적 일원 형질변경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그리고 2개소의
문화재 자료 그리고 3개 지점에 대한 사적 지정으로 인해 그로부터 500m 반경 안이
관리되고 있다. 시대별, 유구성격별 매장문화재의 분포범위의 기입과 함께 강릉시로부
터 구한 자연공원법과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도시계획도, 그리고 사적주변형질변경허
가기준 도면과 같은 자료를 함께 기록하였다.

Ⅴ. 검토 및 제언
1. 초당동유적의 사례연구를 통한 제언
초당동유적을 대상으로 매장문화재의 상태와 분포, 유적의 자연적, 인문적 경관, 토
지이용과 법적 행정적 규제 등에 관한 정보를 정밀하게 Digital 지도에 기입하여 문화
재 관리 및 학술적 연구의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검토해 보았
다. 국가차원에서 추진 중인 매장문화재GIS구축사업은 1/5,000 디지털 지형도를 기본
맵으로 활용하여 유적의 범위를 다각형으로 기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방법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유적이 어떠한 위치와 지형적 입지로 어떠한 범
위에 분포하는지를 기록한 자료일 뿐이다. 그리고 분포 범위에 대한 정보도 다양한
근원의 정보를 토대로 추정된 것이 아니라 지표조사와 조사자의 직관에만 의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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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일 뿐이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매우 기초적인 자료의 정리일 뿐 학술적인 응용
이나 매장문화재의 행정적 관리의 차원에서는 효용성이 극히 낮다. 특히 인구 밀집지
역의 매장문화재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정보의 성격과 내용이 극히 한정되어 있
을 뿐만 아니라 지적도가 아니라 지형도에 기입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
현행의 매장문화재GIS구축은 지금까지 확인되고 추정된 매장문화재의 분포 현황을
검색하는 수준의 자료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중요 매장문화재의 분포지역, 그 중에도
유적의 형질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인구밀집지역에서는 독자적인 매장문화재의
관리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인구밀집지역의 매장문화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학
술적인 이용가치가 높은 GIS프로그램을 완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유적의 분포범위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활용도가 거의 없으며 경관, 토지이
용, 미세지형, 최근 50년간의 형질변경과 시굴 및 발굴조사 자료 등에 관한 정보가
필히 기입되어야 한다.
둘째, 기본 맵은 지형도가 아니라 반드시 정밀한 항공사진과 디지털 지적도가 되어
야 하며 고고학적으로 의미 있는 지형정보를 취득하려면 1/5000지형도보다는 등고선
간격 1m로 된 1/1000지형도를 활용해야 한다.
셋째, 유적의 학술적 이용과 행정적 관리를 위해 발굴조사를 비롯한 조사내용과 개
발 건축행위 등 형질변경 사항이 쉽게 업데이트 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야 한다.
넷째, 우리 고고학계에서도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지중탐사 기술
과 역량이 축적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한 GIS 맵은 최선의 유적관리 자료가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초당동유적 마을에서도 그러하듯이 대부분 매장문화재가 분포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매장문화재를 유익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무익하거나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문화재로 인해 높은 삶의 질을 누리면서 잘 살고 있는 경우를 많
이 만들어 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경관적
자산들과 함께 활용될 수 있도록 초당동 마을에서와 같이 지하에 묻혀 있는 매장문화
재만이 아니라 송림, 습지, 수변경관과 다양한 문화적 자산이 함께 기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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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 밀집지역의 매장문화재GIS 구축을 위한 제언
초당동은 경주나 김해와 같은 지역은 아니지만 다양한 매장문화재가 여러 층위로, 밀도
가 높게 분포하는 장소에 다시의 현대의 도시화로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문화재의 관리와 적절한 토지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역 매장문화재의 현황파악과 보존, 및 관리를 위
해서는 현행의 방법과 같은 일괄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그 지역 특성에 적합한 개별적인
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아울러 그 시스템이 학술적으로도 정확하
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 다양한 고고학적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면 더욱 바
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인구밀집지역의 매장문화재와 관련하여 유용한 지리정보시스템
이 되려면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첫째, 이를테면 경주와 같은 지역은 100년이 넘는 발굴조사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초당동유적도 20여년의 발굴역사가 누적된 지역이다. 발굴조사의 성과들은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고, 좌표나 지번조차 기입되지 않은 파편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종이조각
를 끼워 맞추는 식의 작업으로는 전체적인 재구성이 쉽지 않다. 디지털 공간에서는 늘
이고 줄이고 끼워 맞추는 작업이 훨씬 용이하므로 100년의 발굴성과를 하나의 디지털
지도 안에 종합하고 시간의 층위, 즉 시간의 layer에 따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개발의 역사와 문화재의 변화를 추적해 낼 수 있는 자료의 수집과 디지털 공
간 안에서 작업이 필요하다. 일제강점기로부터 제작된 단위 행정구획도와 다양한 용
도의 부분 지적도 심지어는 관광안내도에 이르기까지 변화에 대한 정보를 주는 자료
는 다 모아서 도시화의 과정에서 변화되어 가는 유적의 경관을 기록해야 한다. 그리
고 1950년대 이래 연직항공사진과 그 후 지형도를 갱신하기 위해 촬영된 항공사진이
여러 시기에 걸쳐 남아 있다. 이와 같이 오래된 지적도와 지적대장, 그리고 지형도와
행정관내도 등과 아울러 과거의 항공사진을 결합하면 개발의 과정을 하나의 지도안에
담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유적의 변천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대체로 문화재가 집중 분포하는 곳은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여지가 큰 지
역이이다. 문화재의 분포와 유구의 평면적 구조가 디지털 공간 안에 정리되면 그 다
음 단계의 작업으로 과거의 입체적인 역사공간을 재구성하는 일도 필요하리라 여겨진
다. 이러한 작업에서 정확한 고증만 거친다면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은 없으리라 여겨
진다. 최근 유비쿼터스의 환경에서 모바일 기술과 결합된다면 구축된 문화재GIS자료
는 움직이는 관광객에게 생생한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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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우리나라에는 수십만 년 전의 구석기시대 이래로 조상들이 살아온 자취가 전국 방
방곡곡의 땅 속에서 다종다양한 매장문화재(고고유적) 형태로 분포하고 있다. 이는 전
국토가 역사책이자 역사현장이며 거대한 박물관으로, 오늘날 우리 세대가 이 땅에 살
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민족 최대의 물질유산을 물려받아 관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그 중에서 발굴조사를 거쳤거나 땅 위에 징표가 드러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
은 일부에 해당하고 그 외의 대다수는 여전히 땅 속에 묻혀있어 어느 곳에 어떤 종류
의 문화재가 어떠한 상태로 남아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처럼 어떤 특정범위에서 매장
문화재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거나 그 가능성을 미리 진단하는 관계전문가에 의한 활
동이 바로 지표조사이다.

* 대동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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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GIS구축사업은 매장문화재 정보를 모아 정리하고 GIS기술을 통해 체계
화함으로써 문화재행정의 과학화와 매장문화재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문화재 훼
손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점은
두 갈래인데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전국의 매장문화재 위치를 알려주는 위치정보시스
템과 그 자료를 통한 예측성시스템이다. 성격상 전자가 매장문화재GIS 본연의 기본과
업이라면 후자는 그 활용방안의 하나로서 미지의 땅 속에 매장문화재 가능성을 추정
해 보기 위한 종속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수십 만 년 이래의 거대한 박물관적 의미를 지닌 전국토의 모든 매장문화재
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예측성시스템은 물론이거니와 기본적인 위치정보시스템을 구
축하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과 참여인원이 필요하다. 또한 그 추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 검증과 도출방법 연구에도 많은 역량의 투입이 전제된다. 그렇지만 이
번 사업은 이 모든 것이 턱없이 부족한 여건 속에서 관계인들의 전심전력에 의해 어
느 정도의 기반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현 단계에서는 매장문화재GIS 구축 정책의 방향 및 그것과 관련되어 어떤 과
제가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고, 또 국가차원에서 합리적이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매장문화재GIS 정책 방향
가.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부응
20세기 말경에 세계적인 석학들이‘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경쟁의 시대’라고 했다.
그것은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관념적 인식에서 벗어나 국가 경쟁
차원에서 문화산업의 중요성에 관한 경제적인 현실인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은
문화유산에 관하여 제반 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련 행정기관과 문화콘텐츠, 문화탐방,
역사교육, 관광개발 등의 산업계 그리고 그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계의 관심
도가 얼마 전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음이 이를 대변해준다.
한편, 못살고 헐벗던 시절에는 개발 자체가 적기도 했지만 그 개발조차 주로 삽으
로 고른 땅에 지은 목조 가옥이 많아서 큰 토지를 형상변경할 만한 공사도 적었다.
그러나 국토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중장비(굴삭기)가 나타나 땅을 절개하거나
대량으로 들어내는 이른바 토지형상변경을 전제한 개발ㆍ건설(이하 개발로 표현)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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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면서 매장문화재 의무조사라는 것이 일부 개발주체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개발건수가 적었던 개발주체가 의무조사건수도 적었기 때문에 매장문
화재를 별로 의식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국가경제규모가 팽대해지면
서 개발도 폭증하게 되고, 늘어나는 개발수요의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하나(대한건설업
협회와 문화재청 자료 대조) 매장문화재 조사수요의 증가도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으로 치달았다. 작금에 이르러 개발주체는 그동안 별로 의식하지 않았던 매장문화재
의무조사라는 것이 원인자행위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만 져야하고 그 과실(출토유물)
은 모두 국유가 되므로 매장문화재 및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이 개발사업 추진에 지
장을 초래한다는 이른바 ‘문화재는 건설의 적’이라는 인식을 지니게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매장문화재와 개발 모두가 국민 공동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급적 매
장문화재지역을 피해야 되지만, 이로 인해 ‘양자의 상충문제’라고 속단하여 사회적 물
의가 야기되기도 했다.
그동안 추진 중인 매장문화재GIS는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한 축으로 국가정책
수립과 함께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회 각계와 일반국민들에게 대국민 서비스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 구축자료는 사회 전반적으로 활용할 용도가 무한정일 것이며,
특히 토지의 이용과 이해관계가 깊은 개발주체로 하여금 그 계획단계에서 대상부지
물색에 불가결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결국 매장문화재GIS는
국민 모두에게 문화국가,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과 더불어 진정한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고, 개발도 우리 모두가 향유해야 할 현실
이므로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국가적 낭비가 없도록 조화를 이루도록 함께 애써야
한다.

나. 매장문화재GIS의 지속적 보완 방향
위치정보시스템과 예측성시스템의 두 축으로 추진되고 있는 매장문화재GIS는 향후
에도 지속적 보완이 필요하다. 매장문화재 위치정보는 국가지리정보체계 속에서 유형
문화재 분야의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이므로, 그것을 잘 구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은
기본과제로서 불가결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위치정보시스템이 유효할수록 자연히
그것으로 도출한 예측성시스템도 유효해질 것은 자명한 이치로, 이를 통해 여러 문화
재정책의 수립과 수행에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유효성이 증폭되
도록 새로운 자료의 대량 생성과 함께 그 시스템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정도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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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기간을 투입하여 매년 보완ㆍ개선되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한다면, 문화자산으
로 활용할 토대를 튼튼히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바라는 합목적성에 도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문화국가의 수준 또는 위상이 올라설 수 있다고 하겠다.
한편, 매장문화재GIS의 활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기반작업의 보완으로서 유형별
기초자료의 세분된 입지연구가 필요하다. 매장문화재의 유형(종류) 세분, 세분된 유형
의 시대별 분포양상, 인문지리 요소들, 지역적 분포양상, 지역적 개발의 정도에 의한
자료량의 불평등, 특수지역 등 여러 제반사항에 대해 다기한 개별 연구로써 종합되어
야만 활용측면에서 필요에 따라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매장문화재GIS 구축사업의 활용적 종속과제의 하나인 예측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주
어진 위치정보자료를 한계로 둔 예측모델을 통해서 도출한 확률ㆍ등급화로써 유사지
형에서의 매장문화재 존재 가능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구축일정과 검증과정
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의 유효성 정도 및
미조사한 누락범위를 감안한다면 현재 도출할 수 있는 예측성 연구 결과로는 실제와
괴리가 있을 개연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예측성 자체는 물론 그 적용의
한계에 관한 원론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잠재된 부작용 문제를 사전에 철저
히 점검하고, 어느 선까지 어떤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 사회와 후세대
에게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향후 정책의 방향은 그동안 추진기간이 매우 짧았던 매장문화재GIS 구축사
업이 성공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위치정보시스템을 효과적이며 체
계적으로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일부는 예측성시스템의 보완연구에 투입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효율적인 문화재정책 수립
매장문화재GIS 구축사업의 기본이자 궁극적 목적은 매장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있
고, 그 다음에 활용을 통해 국가사회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수 있도록 하는데
있을 것이다. 전국 어느 곳에 어떤 유적이 있는지 체계적이며 정확하게 정리된 정보
를 손쉽게 빨리 살펴볼 수 있는 이 시스템의 구축은 문화재행정의 과학화를 위한 기
반사업이며, 나아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문화재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자
료가 될 것이다.
학계는 그것을 통해 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해결할 수 없는 대량의 기초자료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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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연구범위를 심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발주체는 개발의 계획단계에서 대
상 후보지의 문화재 관계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 1차적인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고 이어서 정밀진단에 해당하는 지표조사를 통해 개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
을 줄 것이다. 매장문화재 정책의 효율성 문제는 차차 여러 가지로 연구하여 수립되어
야 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우선적이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예를 들 어보고자 한다.
○ 모든 매장문화재 정책 중에서 언제나 우선되는 것은 매장문화재의 보존ㆍ관리이
며, 매장문화재GIS라는 체계화된 자료를 통해 단기ㆍ중기ㆍ장기적인 인력 확보 및
배분, 예산 투입 등의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일이다. 특
히 새로운 지정문화재의 선정과 평가, 특정지역의 보존 및 발굴조사 여부의 판단
기준, 발굴제도 개선 등을 위한 방안과 연계한 정책 수립이다. 매장문화재의 유형
(종류)ㆍ성격, 고고ㆍ역사성, 수량과 분포범위, 지역과 밀도 등 여러 가지 실황을
바탕으로 특정한 복원ㆍ보수, 시설 관리 등의 효과적인 정책을 들 수 있다.
○ 매장문화재GIS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한 부분으로서 효과적으로 연계되도
록 하되 가능한 범위를 정해 대국민 서비스차원에서 사진과 도면 및 간단한 내용
을 정보로 공개하여 일반인에게‘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
히 토지의 현상변경을 전제하는 개발관련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 개발주체들도 계
획단계에서 여러 후보지를 선정할 때 먼저 자체적인 문화재영향평가 차원에서 참
고자료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매장문화재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유도한다.

3. 매장문화재GIS의 과제
가. 기초자료의 집적과 효용성 제고
매장문화재GIS가 국가지리정보체계 속에 있고 그 기본이 위치정보시스템이므로, 이
를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일이 향후 추진의 핵심임은 분명하다. 이를 위해서는 표준ㆍ
정량화된 자료취급과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고, 진행성과를
보고 시스템 보완을 통하여 그 성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즉, 기초자료 작성의 충실도
와 정확성 그리고 표준ㆍ정량화에 의한 구축성과물이야 말로 장기간 힘써 만드는 만
큼 그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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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서는 기왕의 시스템 구축과정 속에 들어있는 기초자료를 확인ㆍ점검하는
선행절차가 필요하다. 기초자료 중에는 동일한 문화재임에도 용어가 다르고, 범위
표시에도 조사자의 시각에 따라 다르게 표기되며 심지어 유적이 원래 위치와 범위
에 잘못 표기된 착오도 있고, 또 방위나 축척에 문제가 있는 등 정확성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출간된 발굴보고서의 도면에 게재된 매장문화재 위
치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먼저 점검하여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에
는 기본적인 지형도 외에도 지적도ㆍ임야도에도 표기가 필요하다. 특히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보고서 도면의 방위표는 반드시 도북(圖北)으로 통일하여야
하고, 모든 조사도면의 축척은 반드시 1/5천에 맞추어 통일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원래의 자료작성자가 협조해야 한다. 즉, 자료정리의 합리적 표준화 수립과
이행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 확인ㆍ점검된 기왕의 기초자료와 함께 새로운 지표조사ㆍ분포조사ㆍ발굴조사를 통
해 수집된 자료를 빠짐없이 정확한 정보로 정리하여 누적시켜야 한다. 시군 단위
의 기획 지표조사 다음으로 자료가 많아지는 것이 개발과 관련한 지표조사, 분포
확인조사, 발굴조사에 의한 결과자료이다. 이와 같은 자료도 즉각 문화재GIS 총괄
팀에 전달될 수 있게 하여 정리된 정보로 집적되어야 한다. 이 자료도 연간 건수
가 수천 건씩 증가될 것이다.
○ 국토 전체를 대상한 매장문화재GIS이므로 향후 추가조사에는 공백지대의 해소에
힘써야 한다. 조사량은 개발속도가 빠른 대도시 지역이 농ㆍ어촌지역보다 많고, 수
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많다. 이는 옛날에도 지금처럼 도시지역이 사람이 살기에 좋
은 여건(용수ㆍ토지생산성ㆍ교통 등)을 갖추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도시지역
상호간 또는 농ㆍ어촌지역 상호간에도 개발의 편차가 적지 않은데, 조사량이 매우
적은 지역은 자연히 분포밀도가 낮게 나타나므로 이러한 상황도 기초자료의 유효
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 매장문화재는 성격상 여러 유형과 수많은 요소들이 있으므로 몇 가지 유형의 수준
에서 머물지 않고 나아가 세부적인 유형별, 시대별, 지역별 기초자료로 세분하여
작성한 것을 종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같은 유형의 매장문화재도 시대에 따
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여러 자연입지를 달리하는 예들도 많은 등 경우의 예는 긴
세월과 집단의 수만큼 다종다양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로 최대한 그룹을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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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업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더 세분될수록 연구가 힘들고 정보화과
정과 시스템 가동에 복잡한 어려움이 수반될 것이지만 그럴수록 활용방안의 하나
인 예측성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과정과 근거에 논
리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 자연입지 외에도 반드시 인문지리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특정지역별로 역사상의
정치ㆍ행정ㆍ군사ㆍ교통 등과 관련된 문헌내용, 고대 도시지역 이래 근대 읍치지
에 이르기까지 관련유적의 분포 가능성 범위 등이다. 대도시는 물론 신도시가 아
닌 도시는 대개 매장문화재 밀집지역에 해당한다. 특히 경주, 부여, 공주처럼 대표
적인 古都가 아니어도‘州’字가 붙은 도시는 대개 통일신라시대에 도시계획이 실시
된 地方古都이므로 중심부 전역이 매장문화재지역이고, 조선시대 都城을 비롯한
지방의 監營이 있었던 도시 및 邑治地(군현 소재지)는 고려시대 이래의 매장문화
재지역이라는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 아울러 ‘古縣’ㆍ‘烽燧’ㆍ‘00寺 ’‘古城’ 등 대동
여지도와 고지도 안에 표현된 제반 내용과 위치가 검토되어 매장문화재분포지도내
點線 등에 의한 추정범위로 표시할 필요가 있다.
○ 조사범위와 유구범위 그리고 매장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범위 등 적어도 세
가지는 각기 다른 색선(色線)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 즉, 매장문화재가 없는
범위는 원래 없었는지 또는 과거에 삭토ㆍ유실된 것인지 아니면 발굴 후 기록보존
으로 처리됨으로써 없어진 것인지, 그 원인에 따른 문화재의 부재범위 표시가 필
요하다. 또한 내용설명에 기반층의 상태도 들어 있으면 나중에 인접지의 매장문
화재의 유무 판단에도 유용할 뿐 아니라 인접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자료가 될 수
있다.
○ 추가보완 정보에서 차지할 주요과제는 市ㆍ郡 대상의 정밀기획 지표조사를 들 수
있다. 종래 시군 단위의 지표조사 수준은 연간 1개 기관이 1개 시군을 담당함으로
써 도저히 세밀한 조사를 기대할 수 없었으며 그것이 지금까지 예산투입의 현실이
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매년 2개 區ㆍ邑ㆍ面 단위로 실시하는 정밀도 향상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전환하여 시행한다면 1개 시군의 정밀지표조사에 의한 문화
재분포지도책 제작기간은 대체로 6년 내외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상의 문
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개발량이 많은 지역과 고도지역 등 특별한 지역을 택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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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장문화재GIS 구축체계의 효율성 제고
○ 매장문화재GIS구축은 문화재청, 학계, 조사기관의 공조체계 확충이 필요하다. GIS
시스템 총괄팀 혹은 기술팀, 기초 또는 원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문화재조사 담당
기관, 고고학계의 분야별 연구자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 이 작업은 대규모 과업으로 장기간에 걸친 수행이 필요하므로 적절한 조직이 구
성되어야 한다. 총괄 혹은 기술팀의 조직(집행, 기술ㆍ연구, 관리, 시스템 지원,
사용자 지원 등)과 문화재조사기관별 GIS담당자가 가급적 고정되어 있어야 하되
인사이동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고고학계의 해당분야, 지역별 지정분담 등
의 역할에 최대한 상시협조가 가능한 연구자들을 선정해 두어야 한다. 즉, 체계적
인 인력 구성을 통한 숙달과 노하우를 집적하여 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어
야 한다.
○ 잘 구성된 정보입력 매뉴얼이 필요하다. 용어 통일, 기존자료와 지속적인 자료의
수합ㆍ정리방식, 일정 기간별 메뉴얼 보완, 다른 분야와 통합자료관리시스템 상호
협조, 지형도 축척 고정, 수치화ㆍ정량화된 정보 및 그 작성방법, 입력항목 설정,
일정기간 내 업데이트 등을 들 수 있다.
○ 시스템 운용자, 데이터 관리자, 기초자료 작성담당자, 컴퓨터 서비스 프로그램 담
당자, 학계 협력자 등의 역할에 대한 체계적 교육ㆍ협의와 분기별로 추진과정에서
있을 문제점의 해소와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 예측성시스템의 적용 범위
알려진 기존자료의 패턴분석에 의해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매장문화재 존재 가능성
의 확률ㆍ등급화 체계가 이른바 매장문화재GIS의 예측성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의 기능은 특정지역의 매장문화재 유존의 가능성 정도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직접 답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상(圖上)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다는 점 자체는 나름
의 효용성이 있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예측성 확률ㆍ등급이라는 것은 결국 추정치
이므로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이 전제된다. 다만,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 등 선사유적
인 경우에는 지형과 지질 및 하천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유형
별로 세분된 예측치는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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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예측성을 행정에 적용한다면 거기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의 핵심은 範圍와
境界劃定이라고 판단된다. 이 부분에 대해 몇 가지 현실적 과제가 수반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 예측성 시스템의 근거자료와 추론의 타당성 정도가 실제와의 접근성에 직접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이다. 예측성의 근거가 되는 위치정보시스템만 보더라도
구축작업에 투입한 인력과 기간은 실제로 엄청난 매장문화재정보에 비해서는 너무
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더구나 예측성시스템은 대량의 정확한 정보
를 기초로 하므로 위치정보시스템 자체가 구축내용의 고도화로 이루어져야 가능하
고, 거기서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계획과 진행과정에는 장기
간 많은 전문연구자들과 공동 및 분담연구가 필요하고, 추진의 핵심인 GIS총괄팀
과 기술팀 모두가 과업기간동안 일관된 노하우의 축적이 전제되어야 한다.
○ 처음 만들고 작업기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예측성시스템의 확률ㆍ등급의 단위면적
범위가 광범위해 질 수밖에 없다. 일부 매장문화재가 대규모인 면적을 차지하는
예들도 적지는 않지만 대다수는 좁은 면적 또는 지점별로 존재하므로 획정된 단위
면적이 광범위하다는 것은 그 안에 불과 1건의 문화재만으로 범위 전체가 매장문
화재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단위획정범위의 대소에 따라 예
측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획정단위면적이 넓을수록 그 안에 매장문
화재가 있을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실제로 획정면적 안에 매장문화재가 1건이 있
든 1,000건이 있든 결과는 모두 그 범위 전체가 매장문화재 100% 존재지역이 되
기 때문이다. 결국 매장문화재가 실재하지 않은 대부분 면적은 훨씬 더 넓으므로
단위획정범위가 넓을수록 실제와의 괴리로 인해 문제가 파생될 여지가 커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등급별 설정 범위가 넓을수록 예측성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그것을 유의미하도록 한다면 점차 확률ㆍ등급별 단위면적을 좁혀나
가야 하고, 그에 따라 오랜 시간과 대량의 인력 및 적정비용도 투여되어야 한다.
○ 또한 위와 같은 맥락이지만 확률ㆍ등급별 단위면적 안에는 매장문화재의 분포밀도
및 복합문화재와 관련된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 면적이 광범위하든 매우 좁든 도
상으로 획정할 범위 안에서의 매장문화재는 실제 밀도 및 복합에 의한 건수와 무
관하게 같은 퍼센트로 취급된다. 즉, 확률ㆍ등급의 단위면적범위에는 유무의 존재
예측치로 표현되므로 실제 분포문제의 접근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 사유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이다. 예측성시스템의 확률ㆍ등급은 적용에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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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정될 필요가 있고, 참고자료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수반
되어야 한다. 참고자료의 수준 이상의 의미를 둘 경우에 예상치를 기준한 정확성
문제와 행정절차 그리고 직접적인 국민의 이해관계로 대규모 민원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 자체와 연구수준의 현 단계에서 매장문화재 분포 예측확
률ㆍ등급에 의해 행정적 조치가 수반된다면, 이는 곧 국민들에게 그린벨트제도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남 규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떤 지역이든 매장문화재가 있는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상치 확률
ㆍ등급이 0%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높든 낮든 모든 땅에는
확률ㆍ등급이 표시범위 안에 들 것이다. 특히 확률ㆍ등급이 70%인 경우 매장문화
재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그 범위 안의 토지 소유자들은 집을 짓기 위해
터파기를 하려면 모두 매장문화재 조사를 거칠 수밖에 없다. 이와 반대로 예측성
확률ㆍ등급이 30%라고 할 경우에는 매장문화재가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지역으로 볼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 안에 30% 정도의 매장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의미도 된다는 사실이다. 확률로 평균치를 계산한다면 연간 이
루어지는 약 1,300건 발굴조사에서 30%는 무려 420건에 해당한다. 다른 한편으
로 확률ㆍ등급이 매우 낮은 지역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아예 조사를 생략할 경
우에는 그 비율만큼의 유적이 바로 인멸될 수 있음을 뜻한다.
전국을 대상한 확률ㆍ등급의 경계선을 일반에게 고시할 경우 설정과정과 향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 수많은 관계 국민들에게 이해가 생겨나는 문제점이다. 만약
자기 땅이 예측성이 비교적 낮은 30%라고 해도 그 자체가 규제로 인식될 것이며,
더구나 예측성이 높을수록 규제 강도는 높게 받아드릴 것이다. 이처럼 명확한 사
실이 아닌 가능성의 확률을 통해 새로운 대량 규제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
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예측성의 확률ㆍ등급에 따라 사유재산에 영향을 미칠
행정적 조치가 수반된다면 1/5천 기본도 외에도 법적 효력이 있는 (수치)지적도와
임야도에 표현되어야 하고, 도시지역인 경우 도시계획확인 등에 그 내용이 기재되
어야 할 것이다. 전 국토에 확률ㆍ등급범위에 따른 경계측량만 수십여 년은 걸릴
것이라는 기술ㆍ시간적 문제도 있지만 더욱 근원적인 문제는 경계선 획정에 확인
ㆍ검증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 고시과정의 이의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는
점 그리고 나중에 잘못된 것을 알고 수정할 경우에 수반되는 이해관계에 따른 엄
청난 민원을 누가 감내하고 책임질 것인지 상상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예측성시
스템의 행정적 적용에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점만 야기할 뿐 실효성을 찾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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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참고자료의 의미로서 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지속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예측성시스템은 전국을 대상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古都地域이
나 史蹟을 포함한 지정문화재 및 그 인근지역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실시가 더
타당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정밀지표조사를 활성화하고 이후 매장문화재GIS구
축사업은 기본에 해당하는 위치정보시스템 위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
다. 물론 한편으로는 위치정보시스템의 보완과 함께 예측성 시스템 구축의 연구도
꾸준히 병행하여 심화된 연구결과를 통해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라. 위치정보시스템의 활용과제
○ 학술연구자료로서의 활용이다. 고고, 역사, 예술, 민속, 종교, 언어, 교육, 관광 등
거의 모든 학문별로 필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을 것이다. 물론 매장문화재와 관련
한 고고학 분야에서 조사, 연구에 가장 긴요한 획기적 자료가 되므로 활용할 여지
가 크게 넓혀지게 되었다.
○ 문화콘텐츠 개발 등과 관련하여 문화산업계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한 향
후 문화재조사기관과 박물관 등이 연계하여 지역의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다양한
활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유적복원전
시, 문화탐방, 역사문화체험, 지역적 특색과 연계한 문화관광지 조성 등 문화관광
자원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이 부분은 박물관을 위시하여
여러 문화단체ㆍ기관들의 문화 활동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 국가적 차원이거나 큰 규모의 개발사업체가 개발대상지를 선정할 때 1차 참고자료
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지표조사에 앞서 위치정보만큼 예측성 등급ㆍ확
률자료도 많은 참고가 된다. 특히 매장문화재의 밀도가 높을 경우 아예 그 일대를
대상에서 미리 제외하고 주위 다른 지역을 선정함으로써 문화재로 인한 사업의 부
담을 해소할 수 있다.
○ 예측성 시스템의 활용문제이다. 국토 전체의 매장문화재에 대해서 GIS기술을 이용
하여 컴퓨터로 체계화시키는 일도 방대한 작업이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만든 예측
성시스템도 현실적,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될 때 그 성과가 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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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물론 그 기초자료인 매장문화재 위치정보는 구축작업의 일정이 짧아 수정
ㆍ보완되어야 할 것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의 예측성 확률을 도
출하는 경우에는 그 만큼 활용 가능한 방법을 모색되어야 한다.
○ 각급 학교의 교사와 일반인 그리고 외국인이 국내 여행을 위해 테마별로 중요 문
화재탐방 코스의 설정에 활용될 수 있다.
○ 조사기관에서 이 시스템의 예측성 확률ㆍ등급이 낮은 상태에서 표본시굴조사와 유
무확인용 분포조사(입회조사)가 필요한 경우 굴착조사범위를 반가량 줄이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예시) 지표조사 지역에 예측성의 등급이 최하인 경우
광역 분포조사 굴착률 1%→0.5%로, 광역 표본시굴조사 굴착률 2%→1%로 시행

마. 국가경쟁력 속의 문화재조사
매장문화재 분포 유무는 아무리 예측성시스템을 잘 개발한다고 해도 실제로 지표조
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추정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 70년대 이전의 매장문화재
자료는 대개 자세하게 조사할 수 있는 여건에서 아니었다. 국토개발이 이루어지기 시
작하던 초기에는 아예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조사하였다고 해도 서울 석
촌동고분군처럼 극히 일부만 조사하고 나머지 모두를 인멸한 예들이 적지 않았다. 이
처럼 전문인력, 시간, 비용 등 열악한 조사여건은 결국 조사범위 안에서도 누락되거나
확보된 기초자료 자체도 충실하지 못한 예들이 적지 않았다. 이처럼 과거 조사된 기
초자료에 대하여 검증ㆍ평가과정에만 대량의 역량투입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의 매장
문화재GIS 구축사업 과정의 기간으로 볼 때 그 일을 면밀하게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
한 현실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그럼에도 발굴조사된 것과 지표상에 일부 드러난 징표
를 통해 위치가 파악된 것을 모두 정리하여 체계를 갖춘 위치정보시스템은 상당한 성
과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매장문화재의 위치정보시스템은 기존자료의 수정ㆍ보완도
필요하고, 향후 기획에 의한 것이든 개발과 관련된 것이든 지속적으로 지표조사 등
각종 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신규자료에 대해 체계적인 정량적 정보로 수합하여 예측
성시스템의 수준을 고도화시켜야 한다.
실제 매장문화재의 유무와 분포에 관한 현재의 지표조사 제도는 매우 유용하다. 책
상 위의 예측성시스템에서 확률ㆍ등급이 낮아도 그 범위에 매장문화재가 없다는 의미
가 아닐 뿐 아니라 그 안에서 드러날 매장문화재는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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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문연구자들도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곳에서도 훌륭한 매장문화재가 출토
된 예들이 부지기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 본 매장문화재 조사의 효
율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연간 매장문화재조사에 투여되는 발굴조사비가 2,200억 원 내외이고 지표조사비는
120억 원 내외이다. 국내 개발ㆍ건설비는 대략 150조 원 정도이므로 건설공사에 대
비한 발굴조사비는 0.150% 내외이고, 지표조사비는 0.008% 내외이다. 이것은 개발ㆍ
건설비 1억 원 중에서 발굴조사비는 약 15만원, 지표조사비는 약 8천 원이 필요하다
는 뜻이다.
개발ㆍ건설의 종사자는 대략 100만 명 정도이며 매장문화재조사의 종사자는 대략
1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전자에 대비하면 후자는 1%에 해당한다. 종사자가 1%이지
만 비용 합계는 0.158%라는 것은 매장문화재조사 종사자들이 주로 인력을 통해 작업
하고 있으며, 조사단원과 인부가 직접 야외에서 몸으로 뛰기 때문으로 인력 대비 총
비용이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낮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바로 조사기관 종사자의 7
0～80% 정도가 인부이므로 비용의 상당부분을 인부임이 차지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지표조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120억 원도 큰 금액이다. 지금도 매장문화재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인멸되는 현장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 원인은 두말 할
필요 없이 인력과 그런 비용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인데, 특히
중ㆍ소 개발현장에서 그런 일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연간 120억
원의 소요금액으로 7만 건 정도의 개발ㆍ건설현장에서 불과 1,500건 정도만 지표조
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개발ㆍ건설비에 비해 불과
0.165% 정도인 총액 2,300억 원을 들이는 지표ㆍ발굴조사로 1만 명 근로자가 일하
여 민족 최대의 물질 문화자산을 조사하고 있다. 거기서 수습한 연간 수 만점의 유물
로 국ㆍ공립 역사ㆍ고고박물관이 매년 새롭게 전시할 수 있어 외국관광객을 끌어드리
는데 핵심적 바탕을 이룬다면 그것의 효율성은 어떤 분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것
이다. 물론 이러한 경제논리 외에도 매장문화재가 지닌 본연의 의미를 생각하면 더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매장문화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것이며, 현 세대는
물론 후세대까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경제자산임을 다함께 인식해야만 한다.
20개 개발현장 중의 1개 현장에서 매장문화재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곳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이 부담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그렇지만 계획단계에서 미리 지
표조사를 통해 가급적 밀도 높은 매장문화재지역을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노력도 필요
하다. 문화재는 발굴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할 경우에 발굴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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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사업이 가능한 체계를 이해하여야 한다. 개발대상지 선정에는 1차 진단(GIS위
치정보ㆍ예측성 등급ㆍ확률 참고)→2차 진단(지표조사)의 과정을 통해 계획단계에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지역을 택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문화재조사
로 피해를 입는다는 일방적 주장은 타당성을 지니기 어렵다. 이제는 지표조사의 기간
도 대규모를 제외하면 거의 20일 이내로 대폭 축소되었고, 그 절차도 발굴조사와 함
께 획기적으로 단순화되었으며, 발굴과정 중에서 부분해제 절차가 거의 일반화되는
등 여러 가지 점에서 개발주체 입장을 우선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한편, 조사기관들도 건설주체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대한의 역량으로 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조사에도 정밀ㆍ충실하되 조사기간도 앞당길 수 있도록 온
갖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매년 발굴방법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조사원의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지휘부가 온갖 애쓰는 모습을 보일 때야 말로 개발주체가 ‘매장문화재
가 건설의 걸림돌’이라는 작금의 인식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열심히 하는 만
큼 개발도 빨라지고 개발주체의 부담도 경감된다는 사실을 항상 가져야 한다. 양측이
하는 일은 역할만 다를 뿐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공감대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라면 지표조사는 소재지역의 조사기관이 담당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상당수의 조사기관이 지역(도)을 벗어나 전국을 대상으로 지표조사
와 발굴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뀐 것은 수급체계의 원활이 목적이었고 사실 발
굴조사에서는 그 효과가 증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발굴조사와 달리 지표
조사는 조사기관이 타지역에서 실시할 경우 첫째로 대개 매장문화재 분포 실상 및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데 따른 부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조사기관들은
소재지역별로 매장문화재에 대한 관심의 집중화를 통해 지역별 심화ㆍ특화된 연구성
과를 이끌 수 있다는 점이다. 모든 연구기관이 전국을 대상할 경우 지역권의 책임의
식이 옅어지고 역량은 산일되어 그런 성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하면 지나친 생각일
까? 셋째는 지표조사와 연속된 발굴조사가 일반적이므로 지역의 유물이 대량으로 타
지역권으로 상당기간 흩어져 유물 관리나 연구자들의 활용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조사기관 활동범위의 전국화 정책 의도는 진작시키되 지역권의 현
실과 조사효율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율적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국가경쟁력은 국가의 모든 조직체ㆍ구성원이 다른 나라의 같은 일을 하는 조직체ㆍ구
성원보다 하는 일의 능률이 비교우위를 점하는 분야가 많을 때 가능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매장문화재 분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매장문화재
분야의 조직체와 구성원이 먼저 최선의 노력으로써 능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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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매장문화재GIS 구축사업에서 위치정보시스템은 매장문화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효용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지형을 통한 패턴
으로 구축한 예측성 확률ㆍ등급시스템도 매장문화재의 세부적인 유형별로 접근할 수
가 있다면 입지 문제와 관련하여 상호 활용도가 매우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다만, 예측성시스템의 적용문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예측성은 가능성의 확률에
의한 것이므로 실제로 매장문화재가 있고 없는 사실과는 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실제의 사실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왕의 지형적 입지를 통해 예측성을
도출한 결과를 고시할 경우에는 확률ㆍ등급이 높든 낮든 결국에는 모두가 매장문화재
지역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예상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예측성 확률ㆍ등
급의 사회적 적용은 어디까지나 참고자료 이상이 될 수 없으며, 어느 나라도 국토 전
체를 대상으로 예측성시스템의 적용례를 찾아 볼 수 없고, 모두 특수지역 또는 일정
범위 안의 특수목적으로만 구축하는 연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이며 필요불가결한 위치정보시스템의 구축이야 말로 매장문화재
GIS구축사업의 근간으로서 향후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당위성이 충분
하다. 또한 그와 함께 예측성시스템도 대규모 개발계획에서 필요한 중요 참고자료가
되므로 계속 연구역량을 기울여 그 유용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그리고 위치정보시스
템에 무엇보다 중요한 지표조사가 더욱 활성화하여 국가 최대의 문화유산을 잘 지키
고, 한편으로는 보존하기 어려운 것은 잘 발굴함으로써 외화가득률이 높은 관광ㆍ문
화산업에 영구적인 자산으로서 이바지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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