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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류역 주요 구석기유적의 사질각력층 내 유물층에 대한 해석

89

국문초록
●○ 한성백제기에 축조되었다고 추정되는 삼성동토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 존재했었다고 전해지나 도시개발로 인한 지형변화로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필자들은 항공사진을 분석하여 과거의 지형을 관찰하는
고지형분석법을 이용하여 삼성동토성의 위치를 파악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삼성동
토성의 흔적을 1982년도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시개발이
실시되기 이전에 촬영된 1966년도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삼성동토성의 흔적이라고 판단되는 성벽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잔존 성벽과
주변 지형을 고려하여 삼성동토성의 예상범위를 추정해 볼 수 있었다. 또한 1966년도
항공사진 이외에 1974·1981·2014년도 항공사진을 비교·분석한 결과 삼성동
일대에서 사라졌다고 전해지던 무동도가 매립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백제 개로왕대에 축조되었다는 제방의 흔적도 1966년도 항공사진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분석된 고지형분석 결과물과 과거 발행된 종이지형도, 항공사진을 가지고 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삼성동 일대의 3D 지형복원을 시도하였다. 1960년대 3D
지형복원도와 현재의 수치지형도로 제작한 3D 지형도를 분석하여 삼성동토성의
잔존범위를 몇 가지 형태로 나누어 추정할 수 있었고 삼성동토성의 예상범위 중 일부
지점은 지형변화가 심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추후 삼성동토성 조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그 동안 충적지만을 대상으로 분석이 시도되었던 고지형분석이
산지나 구릉지의 유적연구에서도 활용될 수 있으며, 과거 항공사진 및 지형도를 이용한
3D 지형복원이 가능하여 향후 고고학조사 및 연구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고지형분석, 미지형분석, 삼성동토성, 지리보정, 3D 지형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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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서울은 풍납토성 및 몽촌토성과 같은 한성백제 시기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곽유적들이 위치하고 있다. 이 중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 존재했었다는 삼성동토성은
그 위치와 규모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나 도시개발로 인한 파괴로 현재는 그 흔적
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지형변화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인 도시개발계획은 197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국토 지형의 대부분은 옛 모습이 사라져 과거 지형의 흔적
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많은 개발
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형변화의 정도가 심하여 과거에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했었던 유
적일 지라도 현재에는 당시의 모습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하지만 과거의 지형도와 항공
사진의 경우 개발되기 이전의 지형 흔적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적탐색을 시도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에 필자들은 과거 촬영된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당시의 지형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고지형분석을 활용하여 삼성동토성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삼성동토성 뿐만이 아니라 과거 삼성동 일대의 지형변화에 대해 파악하고자
1966·1974·1981·2014년도 항공사진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삼성동 일대
의 지형변화 양상에 대해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백제 개로왕대 축조되었다고 전해
지는 한강변 제방의 흔적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분석된 고지형분석 결과와 과거 측
량된 지형도를 이용하여 개발되기 이전의 삼성동 일대 지형을 3D 복원하고 현재의 3D 지
형복원도와 비교·분석하여 삼성동토성의 잔존범위를 추정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충적지조사에 유용한 고지형분석법이 산지 및 구릉에 위치해 있는
유적조사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향후 고고학조사 및 연
구에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Ⅱ. 삼성동토성 일대의 지형변화
항공사진을 분석하여 고지형을 관찰하는 구체적인 과정은 여러 논고에서 언급되어 왔
다(李弘鍾·高橋 學 2006; 李弘鍾·高橋 學 2008; 장우영 외 2010; 이홍종 외 2011; 이홍
종·손준호 2012; 이홍종·조보람 2012; 이홍종·이희진 2014; 이홍종·안형기 2015). 고
지형분석은 충적지가 주 분석대상이지만 청원 태성리토성의 성벽을 복원 한 사례(안형기
2014)를 볼 때 산지 및 구릉에 위치해 있는 성곽 확인에도 충분히 적용가능하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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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태성리토성 성벽복원도(上 : 1968년 항공사진, 下 : 현재 항공사진)(안형기 2014: 129)

삼성동토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 있었던 토성으로 한성백제기에 축조되
었다고 알려져 있다(민덕식 2013: 252). 1982년까지는 어느 정도 형태가 남아있었으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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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식 2013: 224) 강남개발로 인하여 현재에는 그 흔적이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다. 그 위치
와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으나(大正六年朝鮮古蹟調査報告 1917; 朝鮮寶物古蹟
調査資料 1942; 方東仁 1974;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4; 서울역사박물관 2005; 민덕식
2013), 크게 세 가지 견해로 분류할 수 있는데 내용을 정리한 것이 <표 1>과 <그림 2>이다.
하지만 과거 지형도만을 가지고 현재 지형도에 위치를 특정하기는 쉽지 않은 작업이
다. 이에 필자들은 과거 지형도에 표시된 삼성리토성 예상지역을 GIS 프로그램의 지리보
정(Georeferening) 기능(안형기 2010: 193)을 이용하여 1966년도 및 2014년 항공사진에 표
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기존 토성의 추정규모와 실제 지도에 표시된 토성의 규모
를 비교하기 위하여 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토성의 둘레를 재측정하였다.
<그림 3>은 삼성동토성 예상지역의 위치를 1966년과 2014년 항공사진을 지리보정하여

<표 1> 삼성동토성 위치 및 규모에 대한 견해
순번

위치

추정규모

GIS측정

비고

1

경기 고등학교 일대

약 350m

약 1.35km

朝鮮古蹟調査報告(1917)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1942)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2004)
서울역사박물관(2005)

2

삼성배수지 공원 및
봉은중학교 일대

약 500m

약 880m

민덕식(2013)

3

경기고등학교와
삼성배수지 연결 일대

약 2km

약 1.6km

方東仁(1974)

<그림 2> 삼성동토성 예상위치(左 : 방동인(1976) 안, 中 : 민덕식(2013) 안, 右 : 서울역사박물관(2005))

한강하류역 주요 구석기유적의 사질각력층 내 유물층에 대한 해석

93

<그림 3> 삼성동토성 예상위치(上 : 1966년 항공사진, 下 : 2014년 항공사진)

분석한 결과물이다. 항공사진들을 살펴본 결과 개별 견해들이 주장하는 예상 위치는 서
울시 강남구 삼성동 일대로 서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토성의 규모면에서는 서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확인된다.
먼저 방동인의 견해를 살펴보면, 토성 예상지의 위치는 삼성동 일대 현재의 삼익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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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부터 시작하여 서울 봉은초등학교 및 삼성배수지, 그리고 아이파크삼성아파트 일대를
지나 경기고등학교 범위까지 포함된다. 토성의 형태는 ‘ㄴ’자가 반전된 형태이다. 기존에
알려졌던 전체적인 크기는 약 2km 정도의 규모였으나 GIS 프로그램으로 측정해본 결과
약 1.6km 정도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로 朝鮮古蹟調査報告(조선고적조사보고),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조선보물고적
조사자료), 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에서 나타난 삼성동토성의 위치를
확인하였는데 방동인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삼성동 일대를 예상하였다. 토성의 추정형태
는 삼각형으로 규모는 경기고등학교 주변을 포함하는 약 350m 정도로 추정하였지만 GIS
프로그램으로 측정한 결과 길이는 약 1.35km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민덕식의 견해를 살펴보면, 삼성동 삼성배수지와 봉은초등학교 일대로서
형태면에서는 찌그러진 원형 모양으로 크기는 약 500m 정도로 추정하였지만 GIS 프로그
램으로 측정한 결과 약 880m 정도로 확인되었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추정 규모면에서는 서로 차이를 보이지만 토성위치에 관
해서는 봉은사, 경기고등학교, 봉은초등학교, 삼성배수지 일대를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
<그림 3>. 이를 토대로 삼성동토성 추정지에 대한 범위를 특정하여 해당지역의 과거 항공
사진을 이용한 고지형분석을 실시하고 1977년도에 발행된 지형도상의 지명을 표시하였
다<그림 4>. 민덕식의 견해에 따르면 삼성동토성은 삼성동 닥점마을 뒤의 낮은 야산 정상
에 위치했던 토성이라고 하는데 닥점마을은 현재 봉은사로 109번길 일대에 해당된다(민
덕식 2013: 224). 닥점마을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GIS의 지리보정 기능을 이용
하여 과거 지형도로부터 추정해본 결과 닥점마을은 과거 안닭점이라고 불리운 곳으로 파
악된다. 과거 지형도의 지명을 토대로 추정해보면 봉은사 주변을 닭점, 현재 봉은중학교
1)

아래쪽을 안닭점, 둘을 합쳐 닥점마을로 부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
범례는 ‘성벽추정1’, ‘성벽추정2’, ‘제방추정’, ‘구하도’로 구분하였다. 고지형분석을 통해
서 성벽의 윤곽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은 ‘성벽추정1’로 표기하였으며, 고지형
분석으로는 흔적이 잘 보이지 않지만 과거 토성위치에 관한 견해들과 관찰된 지형들을
분석하여 성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은 ‘성벽추정2’로 표기하였다. ‘구하도’는
과거에 흘렀던 하도의 흔적을 의미하며, ‘제방추정’은 한강변에 인공제방처럼 인위적인
흔적이 남아있는 곳을 가리킨다.
1966년도 삼성동 일대 지형을 살펴보면 대부분 산지 및 구릉이고 무동도와 배고지 주
변으로 충적지가 존재한다. 무동도와 서쪽의 산지 사이는 커다란 매몰구하도가 존재하
1) ‘닥점마을’, ‘닭점’, ‘안닭점’으로 특정 지명에 대한 명칭이 오락가락 하는 이유는 과거 지형도에 표기된 지명과 현재 파악된 지명이
틀려서 오는 혼란이다. 본고에서는 과거 1977년도에 발행된 지형도에 표시된 명칭을 기준으로 지명을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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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삼성동 일대 고지형환경분석(1966년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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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보아 과거에는 하중도였으며 남쪽의 충적지는 곡부의 퇴적토와 하천의 작용으
로 형성된 충적단구로 추정된다. 고지형분석 결과 이들 지형은 매우 안정화 되어있어 단
구화가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단구화가 진행된 지형은 사람이 거주하
거나 농작물을 경작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다. 삼성동토성이 위치한 전체적인 지형
을 살펴보면 한강변에 위치한 단구화된 충적지가 조망되며 그 사이는 하도가 위치한다.
이러한 지형은 도성유적인 몽촌토성<그림 5>과 한성백제기 도시유적인 세종 나성리유적
<그림 6>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백제시기 지형이용의 일단면을 엿볼 수 있다.

<그림 5> 몽촌토성 일대 주변지형 분류(이홍종 외 20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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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나성리유적 및 나성리토성 일대 주변지형 분류(이홍종 외 2015)

<그림 7> 개로왕대 축조한 제방 구간에 관한 제견해도(李道學 1990: 9)

한편, 한강변과 무동도의 강변을 따라서는 제방을 건축한 것처럼 보이는 인공적인 형
태의 미지형이 관찰되었다. 이는 『삼국사기』 개로왕 21년조(AD 475)에 한강의 홍수를 방
지하기 위해 강변에 길게 축조하였다고 기록된 제방(孔錫龜 1994: 12∼13; 余昊奎 2002: 3
∼4)의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 개로왕대에 축조한 제방구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본문에서는 이도학의 의견(李道學 1990: 9∼10)을 취하고자 한다<그림 7>. 1970년
대 지형도에 기초하여 작성된 <그림 7>을 살펴보면 강변을 따라 삼성동토성에서부터 검
단산까지 개로왕대 축조한 제방구간이 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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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삼성동 일대 고지형환경분석(2014년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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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와 <그림 7>을 비교해 보면 <그림 4>에 표시된 제방구간과 관찰된 <그림 7>의
‘제방추정’의 범위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천 의림지나 김제 벽골제처럼 삼
국시대 때 대형 토목공사를 하여 건설된 저수지나 제방을 개보수하여 근세까지 계속 사
용하였던 전례를 감안해볼 때 <그림 4>에서 관찰된 인공적인 미지형의 형태는 개로왕대
에 축조된 제방의 가능성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1966년 항공사진과 2014년 항공사진을 비교해 보면 삼성동 일대의 옛 지형은 1970년대
도시개발로 인해 현재 대부분 남아있지 않다<그림 8>. 봉은사만 원위치에 있고 닭점 일대
는 코엑스(COEX)가 안닭점 일대는 삼성배수지와 봉은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무동도
는 구릉이 삭평되고 충적지와 하도는 매립되어 과거 지형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다. 한
강 주변 역시 하천 직선화로 인하여 부리도 사이로 흐르던 송파강은 매립된 후 석촌호수
로 바뀌었으며 일부는 직선화가 된 후 탄천과 연결된 것이 확인된다.

Ⅲ. 삼성동토성 추정범위 일대의 경관
고지형분석 결과물을 바탕으로 삼성동토성 예상지역 내에 대한 미지형분석을 실시하
였다. 미지형분석 결과는 <그림 4>와 마찬가지로 1966년 항공사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
다. 또한 GIS 프로그램의 지리보정 기능을 이용하여 1974년, 1981년, 2014년 항공사진에
1966년도 분석결과를 대조하여 분석대상지역의 시기별 변화양상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
다. 도면의 범례는 앞장과 마찬가지로 ‘성벽추정1’, ‘성벽추정2’, ‘제방추정’, ‘구하도’로 구
분하였다.
1966년도 항공사진 분석결과를 보면 분석대상지역의 전체적인 지형은 대부분 산지와
구릉에 해당된다. 청담동 일대는 구릉으로부터 한강변 방향으로 내려가는 곡부가 관찰되
며, 한강변에서는 과거 백제시대 제방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확인되었다. 봉은사 일대부터
한강변까지는 구릉의 능선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그림 9>. 고지형분석결과 삼성동토성
성벽 예상지점은 구릉의 능선을 따라 배치된 형태를 보이는데, 한강과 송파강이 합류하는
지점의 능선으로부터 안닭점 뒤편 구릉의 능선까지는 성벽의 흔적이라고 확신할 만한 약
427m 길이의 인공구조물이 관찰되었다. 그 외 성벽추정지점들에서는 확실한 형태가 관찰
되지는 않았지만 능선들 사이로 인공구조물 일부가 확인되었다. 이렇게 관찰된 인공구조
물들과 지형의 형태를 고려하여 성벽의 예상 형태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었다.
안닭점 후방에 위치한 구릉 정상부에서는 둥근 형태의 시설이 관찰되었다. 주변 지형
에서 가장 높은 장소에 위치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과거 삼성동토성에 속해 있던 보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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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1966년도 삼성동 일대 미지형분석(上 : 미지형분석. 下 : 지리보정)

망루와 같은 시설의 흔적일 가능성이 추정된다. 구릉 능선부를 제외하고 충적지 및 구릉
말단부에서는 성벽과 같은 인공구조물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았다. 구릉 남쪽에 있는 닭
점 및 안닭점 주변부도 분석결과 특별한 형태의 지형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별다른 인공
구조물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한강하류역 주요 구석기유적의 사질각력층 내 유물층에 대한 해석 101

<그림 10> 1974년도 삼성동 일대 미지형분석(上 : 미지형분석. 下 : 지리보정)

1974년도 항공사진 분석결과 삼성동을 비롯하여 본격적으로 강남개발이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0>. 송파강은 매립되어 양재천과 연결되었으며, 청담동을 중심
으로 십(十)자 형태로 건설되는 도로는 닭점과 안닭점 사이에 위치한 구릉을 관통하였다.
봉은사 북쪽에 인접한 구릉은 경기고등학교가 들어서기 위해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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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1981년도 삼성동 일대 미지형분석(上 : 미지형분석. 下 : 지리보정)

관찰된다. 이 때문에 이곳의 성벽추정지 중 상당수가 파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닭점 북쪽 구릉부에 있던 성벽추정 일부 구간과 보루(?) 및 망루(?) 추정지 역시 개발
을 시작하기 위하여 대지가 삭평된 것이 관찰된다. 하지만 봉은사 일대와 안닭점 북쪽 구
릉에 집중되어 있는 성벽추정 구간 대부분은 온전히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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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2014년도 삼성동 일대 미지형분석(上 : 미지형분석. 下 : 지리보정)

봉은사가 그대로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1974년까지는 삼성동 일대의 지
형 및 삼성동토성은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으나 이후도시개발로 인해 봉은사주변
을 제외하고는 원지형이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1981년도 항공사진의 경우 상당부분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현재와 같은 삼성동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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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난다<그림 11>. 대부분의 지형은 파괴되어 건축물 및 도로가 들어섰으며 무동도
는 완전히 매립되어 육지에 편입되었다. 양재천 주변으로는 하천 직선화 공사를 진행하
고 있으며 경기고등학교와 봉은초등학교도 들어서면서 성벽추정 구간 대부분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닭점과 안닭점 북쪽 구릉 일부 지형과 마을은 아직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항공사진에서 확인되지는 않지만 1982년 봄까지 삼성동토성 남
벽 일부가 남아 있어 관찰이 가능했다는 기록(민덕식 2013: 224)으로 볼 때, 1981년까지는
토성 성벽의 일부 구간이 존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2014년 항공사진의 경우 대부분의 원지형은 거의 사라진 것이
확인된다<그림 12>. 1981년까지도 남아 있던 안닭점의 경우 건축물 밀집지로 완전히 변
모하였으며, 안닭점 북쪽 구릉부는 삼성배수지 공원이 들어선 것으로 관찰된다. 하지만
삼성배수지 공원의 경우 처음 들어설 때 지형을 많이 훼손하지 않고 건설되었다는 이야
2)

기가 있기 때문에 원지형이 잔존해 있을 가능성은 있다 . 또한 봉은사와 경기고등학교 주
변 일대도 항공사진을 살펴보았을 때 지형변화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정리해보면, 삼성동 일대는 도로건설이 시작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원지형을 대부분 유지하였지만, 1980년대 초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2016년 현
재는 대부분의 원지형은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봉은사와 경기고등학교, 봉은초등학교
및 삼성배수지 일대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지형변화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현재에
도 원지형이 잔존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1966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삼성동토성의 범위를 몇 가지 형
태로 구분하여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관찰된 자료와 지형의 형태를 감안하여 나누어 본
추정범위를 살펴본 결과 네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3>은 첫 번째 삼성동토성의 추정범위이다. 한강변에 건설된 제방과 구릉이 둘
러쌓인 모습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형태는 한강을 통해 도성을 왕래하는 지방이나 외
국의 선박들을 통제하기 용이하다(민덕식 2003: 230). 하지만 한강을 거슬러 올라오거나
도하하여 공격하려는 적에게 성안의 상황이 노출되기 쉽고, 제방 외에 토성 북쪽을 방어
할 수 있는 시설이 마땅치 않다는 단점이 있다. 다만 1915년 지형도에 표시된 삼성동토성
의 위치와 범위 및 방동인(方東仁 1974)의 주장과 <그림 13>에 표시한 추정범위가 어느 정
도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1979년 건축된 삼성배수지(구 청담배수지공원)은 기존지형을 많이 훼손하지 않고 8m 정도 높이로 배수지를 건설한 건축물이다.
2011년 이후 기존 시설을 철거 및 재건축을 한 후 1.5m 정도를 성토하여 현재의 삼성배수지 공원을 만들었다. 건축이 된지 오래
되어 관련 기록물이 남아 있지는 않았고 담당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는 않지만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시설과에 문의한 결과 위와
같은 대략적인 내용을 구두로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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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삼성동토성 추정범위1

<그림 14> 삼성동토성 추정범위2

두 번째 삼성동토성의 추정범위는 <그림 14>와 같다. 성벽이 확실히 관찰된 ‘성벽추정
1’과 안닭점 서쪽 능선과 동쪽의 절벽으로 구성된 모습으로 추정하였다. 삼성동토성의 형
태에 대한 학설 중 한강 쪽인 북벽과 동벽이 급경사를 이루며, 서벽 밖은 완만한 능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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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고 남벽의 경우 산중턱까지 내려와 있었다는 민덕식의 의견(민덕식 2016: 228∼
230)과 매우 흡사한 형태를 보이는 모습이다. 또한, 방동인(方東仁 1974)과 민덕식(민덕식
2013)의 주장과 유사한 위치에 존재하며, GIS 프로그램으로 추정범위의 둘레를 측정해본

<그림 15> 삼성동토성 추정범위3

<그림 16> 삼성동토성 추정범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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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방동인(方東仁 1974)의 주장과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경기고등학교와 봉은사 일대에 삼성동토성이 위치했다는 견해(朝鮮古蹟調査報告 1917;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1942; 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 2005)에서 나타
나는 위치와는 상당부분 차이가 존재한다.
<그림 15>는 삼성동토성의 세 번째 추정형태이다. 두 번째 추정형태에서 경기고등학교
및 봉은사 일대로 삼성동토성의 범위를 확장한 모습이다. 삼성동토성 위치에 대한 학설
중 봉은사와 경기고등학교 일대에 존재하였다는 견해를 수용하여 고지형분석결과를 이
용하여 추정 및 제작을 하였다. GIS 프로그램으로 측정해본 결과 둘레가 약 2,500m로 기
존학설들이 주장했던 삼성동토성의 규모보다는 훨씬 큰 형태를 보인다. 하지만 제학설들
이 주장했던 삼성동토성의 위치가 추정범위 안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그림 16>을 들 수 있다. 고지형분석결과 확실하게 관찰된 성벽만을 삼성
동토성이라고 추정한 형태로 전체적인 모습은 일자형(一字形)이다. 하지만 삼성동토성에
동벽, 서벽, 남벽, 북벽이 각각 존재했었고 1982년 봄에 남벽 일부 및 단면과 서벽을 확인
했었다는 견해(민덕식 2016: 228∼230)를 고려하면 삼성동토성이 일자형 토성 형태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추정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고지형분석결과 삼성동토성의 추정범위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며 각각의 사례들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 위의 분석된 사례들과 제학설에서 표현된 삼성동토성의 위치와 규모, 서술
된 삼성동토성 성벽의 모습을 종합하여 추정해보면 삼성동토성의 추정범위는 삼성배수
지 및 봉은초등학교에서부터 경기고등학교 및 봉은사 일대를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그림 15>에서 표현된 형태가 가능성이 가장 높
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삼성동토성이 한강을 오가는 선박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민덕식 2003: 230) 북쪽 강변에서 제방의 형태가 관찰된 것으로 볼 때, 평상시 토성의 거
주민들은 추정범위1에서 표현된 범위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였으며 한강 방향에서 적이
공격을 할 경우에는 삼성동토성으로 들어와 방어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감안
한다면 삼성동토성이 미치는 영향력은 추정범위1∼4가 그려진 산지 및 구릉과 주변 충적
지를 전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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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3D 지형복원으로 본 삼성동토성
삼성동토성과 주변 지형이 어떠했는가에 관해서는 한정된 문헌과 기록에 의존할 수밖
에 없었다. 하지만 1960년대까지만 해도 삼성동토성의 원형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다는
기록(方東仁 1974)과 위에서 분석한 고지형분석 결과로 보아 1960년대까지 삼성동 일대
의 지형은 옛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필자들은 과거 발행된 지형도를 이
용하여 삼성동 일대의 과거 지형을 3D로 복원해 보고자 하였다.
3D 지형복원을 위해서는 먼저 지형의 기준이 될 DEM(Digital Elevation Model)이 필요
하다. DEM의 경우 수치지도에서 추출하거나 기 추출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
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에 의해 1993년부터 수치지도가 제작되었기 때
문에 과거 지형도의 경우에는 DEM 및 수치지도가 제공되지 않았다(국토지리정보원 홈
페이지: http://www.ngii.go.kr). 그러나 다행히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과거 종이로 출간
된 지형도들을 소장 및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지형도에 표시된 등고선과 표고점
을 바탕으로 1960년대 지형을 3D 입체 복원할 수 있었다. 3D 지형복원을 제작하기 위해
서 사용한 지형도는 총 3장으로서 1976년 촬영되어 1977년도에 발행된 1/5,000 지형도
와 1966년도 촬영되어 1973년 발행된 1/25,000 지형도, 1963년 촬영되어 1970년 발행된
1/50,000 지형도이다<그림 17>.
이 외에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발행된 지형도가 있지만 축척이 1/50,000인 소
축척지도여서 지형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없었으며, 좌표체계도 현재 발간된 수치지도
와 상이하기 때문에 지리보정 작업을 한다 하여도 지형의 비틀림이 매우 심하여 사용하

<그림 17> 삼성동 일대 지형도(左 : 1/5,000 中 : 1/25,000 右 :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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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DEM 제작의 참고자료에서는 제외하였다. 1977년 발행된 1/5,000
지형도의 경우 비록 1960년대 측량된 것도 아니고 1970년대에 실시한 도로건설로 인하
여 등고선 일부가 끊어진 지도이지만, 1960년대 제작된 지형도들과 비교해 봤을 때 대부
분의 지형에 큰 변화가 없으며 대축척지도로써 세부 지형의 표현이 잘 나타났기 때문에
1960년대 3D 지형복원의 주 자료로 선정하였다. 나머지 1/25,000 및 1/50,000 지형도는
1/5,000 지형도에서 도로에 의해 끊어진 등고선의 복원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1960년대

① 과거 지형도 및 관련자료의 수집

② 제도 프로그램을 이용한 등고선 작성

③ GIS 프로그램에서 DEM 및 TIN 제작

④ 항공사진 맵핑으로 3D 지형복원

⑤ 고지형분석결과 추가

⑥ 2014년 3D 지형복원과 비교 및 분석

<그림 18> 삼성동 일대 3D 지형복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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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지형도의 특성상 과거 지형의 전체적인 형태를 잘 묘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사용하였다. 삼성동 일대의 지형복원은 아래와 같은 여섯 단계의 절차를 거쳐 실
시하였으며, <그림 18>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복원범위와 시점을 선정한 후 삼성동 일대 지형복원의 단서가 되는 과학적·인
문적 자료들을 수집한다. 과거 지형도 및 관련 자료의 수집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3D 복원의 기초자료가 되는 지형의 등고선을 작성한다.
GIS 프로그램의 지리보정 기능을 이용하여 현재 수치지도와 과거 지형도의 좌표를 일치
시킨 후 제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형도의 등고선을 그대로 그린다.
셋째, 작성된 등고선을 바탕으로 지리정보시스템에서 1960년대의 DEM을 제작한다. 완
성된 등고선을 GIS 프로그램에서 불러와 DEM으로 변환하고 3D 모델링을 작업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준비한다.
넷째, 완성된 DEM을 가지고 TIN(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 모델을 제작한다. GIS
프로그램에서 DEM을 TIN으로 변환시킨 후 1966년도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덮어씌워 실
제 지형과 비슷한 효과를 준다.
다섯째, GIS 프로그램에서 TIN 모델과 고지형분석 결과물을 중첩시켜 삼성동토성 및

<그림 19> 1960년대 삼성동 일대 3D 지형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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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일대의 3D 모델을 제작한다. 기존 그림파일로 제작된 고지형분석의 결과물을 GIS
프로그램 안으로 불러들여 위치정보가 있는 shp파일로 작성한다. 이후 3D 모델에서 사용
된 좌표와 동일한 정보를 가지는 좌표값을 넣은 후 3D로 표현하였다. 이렇게 되면 완성된
3D 모델과 분석된 고지형분석 결과물을 중첩시켜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
여섯째, 완성된 1960년대 3D 모델을 2014년 3D 모델과 비교하여 지형의 변화양상을 비
교하며 시굴대상지점의 위치를 추정한다. 2014년 3D 모델은 동일한 좌표값을 가지는 수
치지도를 이용해 제작하였으며, 1960년대 3D 모델과 마찬가지로 항공사진을 덮어씌워 실
제 지형과 비슷한 효과를 준다.
완성된 결과물은 <그림 19>와 같으며 범례는 앞 장의 고지형분석 결과물들과 동일하다.
3)

<그림 20>은 최근의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제작된 2014년 3D 지형복원도 이며, <그림
21>은 지형의 변화양상을 추적하기 위해 1960년대 3D 지형복원도와 2014년 3D 지형복원

<그림 20> 2014년 삼성동 일대 3D 지형복원

3) 1960년대 3D 지형복원도는 여러 참고자료들을 이용하여 지형을 복원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연도를 제시하기 힘들지만, 2014년
3D 지형복원도는 2014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된 항공사진과 동일연도에 나온 수치지도 데이터를 구할 수 있어서 정확한 연
도의 3D 지형복원도를 모델링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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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1960년대 및 2014년 삼성동 일대 3D 지형복원 비교중첩도

도를 중첩시켜 표현한 도면이다.
<그림 21>에서 표현된 1960년대와 2014년 삼성동 일대 3D 지형복원 비교중첩도는 두
3D 지형모델의 고도값의 기준을 동일한 높이로 설정하여 비교한 것이다. 흑백으로 표현
된 1960년대 3D 지형복원과 컬러로 제작된 2014년 3D 지형복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
형의 기초가 되는 기준좌표의 고도값을 동일하게 설정하였기 때문에 1960년대와 2014
년도에서 고도가 비슷하거나 낮은 지형의 높이는 컬러인 2014년으로 표현된다. 하지만
1960년대에 지형의 고도가 더 높았던 지역의 경우 흑백 처리된 1960년대 3D 지형복원도
의 모습으로 관찰할 수 있다. 중첩된 도면을 분석한 결과 삼성동 일대 대부분의 지형은
1970년대 도시 개발로 인하여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봉은사 일대 및 경기고등학
교 주변과 봉은초등학교, 삼성배수지 일대의 일부 지형은 어느 정도 옛 지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현재 삼성동 일대는 도심개발로 인해 대부분의 지형이 없
어졌지만 과거 지형과 현재 지형의 높이가 비슷하게 관찰되는 지형도 남아 있는데 봉은
사 일대 및 경기고등학교 주변, 삼성배수지 일부가 이에 해당된다.
<그림 22>는 고지형분석 및 3D 지형복원분석을 종합하여 원지형이 어느 정도 잔존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지점들을 2014년도 항공사진에 표시한 결과물이다. ‘성벽추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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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삼성동 일대 원지형보존범위

<그림 23> 경기고등학교 및 봉은사 일대 원지형보존범위

과 ‘성벽추정2’가 지나가는 범위 내에서 원지형을 유지하고 있는 지점을 파악하여 ‘원지형
보존범위’라고 표시하였다. 경기고등학교 운동장의 동쪽 벽과 봉은사의 동벽 및 서벽 일
부, 그리고 봉은초등학교와 삼성배수지 사이의 경계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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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황은 <그림 23∼26>과 같다.
<그림 23>은 경기고등학교와 봉은사 일대의 ‘원지형보존범위’를 2014년도 항공사진에
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시한 것이다. 크게 동쪽과 서쪽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

<그림 24> 경기고등학교 및 봉은사 일대 원지형보존범위 등고선 비교도
(上 : 1960년대, 下 :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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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의 ‘원지형보존범위’는 경기고등학교 운동장에서부터 봉은사까지 내려오며 서쪽의 ‘원
지형보존범위’는 경기고등학교와 봉은사 경계에서부터 봉은사 방향으로 짧게 내려오는
것이 관찰되었다. 고지형분석 및 3D 지형복원 결과 봉은사 일대는 지형의 변화양상이 가
장 적은 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동 일대에서 원지형이 가장 잘 남아 있는 부분
이다. 동쪽 ‘원지형보존범위’의 경우 경기고등학교와 봉은사 경계부분을 지나는 도로에
의해 중간부분이 잘려나갔지만 대부분의 지형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GIS 프로그램에서 추출한 1960년대 등고선과 2014년 등고선을 비교해본 결과 전체적으
로 40∼60m 높이인 등고선의 경우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성벽추정범위에
인접한 원지형보존범위 안쪽의 경우 등고선들의 간격이 유사하여 지형변화가 크지 않았
던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24>. 봉은사 동쪽에 인접한 ‘원지형보존범위’는 현지조사 결과
펜스 안쪽에 위치하며 상단부와 하단부로 구분된다. 상단부의 경우 도로건설로 인해 등
고선이 변화한 모습이 관찰되지만 하단부의 지형변화는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하단부의 경우 고지형분석이나 3D 지형복원 및 등고선도에서는 능선의 세부적인 형
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는 두 갈래의 능선이 동남쪽 방향으로 내려오는 것이
4)

육안으로 관찰되었다<그림 25> . 서쪽 ‘원지형보존범위’의 경우 건물과 도로가 들어선 부
분은 지형이 변화되었지만 <그림 24>에 나타난 등고선 간격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동쪽

<그림 25> 봉은사 동쪽 원지형보존범위 하단부 세부능선(동남쪽 방향 촬영)

4) 고지형분석의 경우 능선에 있는 무성한 나무들 때문에 미세지형이 자세히 보이지 않았으며, 3D 지형복원의 경우 1/5,000 지형도
를 기준으로 하여 모델링을 하였기 때문에 자세한 지형확인이 불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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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삼성배수지 및 봉은초등학교 일대 원지형보존범위

‘원지형보존범위’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지형이 잘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일
부 등고선 간격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았을 때 ‘원지형보존범위’ 일부는 훼손되었을 가능
성이 있다.
<그림 26>은 <그림 23>과 동일한 방법으로 삼성배수지와 봉은초등학교 일대의 2014년
도 항공사진에 ‘원지형보존범위’를 자세히 표시한 것이다. 지형의 대부분은 개발로 인해
파괴되었으나 삼성배수지와 봉은초등학교 경계에 위치한 도로 및 지형의 일부에서는 아
직까지 원지형이 어느 정도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삼성배수지의 경우 건축
을 할 때 원지형을 삭평하지 않고 성토하여 만들었다는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고지형분
석을 할 때 토성의 흔적이 가장 잘 남아 있는 지점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GIS 프로그램에
서 추출한 1960년대 등고선과 2014년 등고선을 비교해본 결과 주변 정상부의 높이와 봉
은초등학교 주변 지형의 형태는 많이 변하였다. ‘원지형보존범위’ 근처의 등고선은 1960
년대 굴곡진 모양의 등고선이 2014년도에는 직선화된 형태로 변화했지만 전체적인 등고
선의 고도는 50∼55m 사이로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 등고선의 굴곡이 변한 이유는 산지
및 구릉 정상부에 위치한 삼성배수지를 건설할 때 실시한 성토의 영향일 것으로 추정된
다<그림 27>. 하지만 현장답사 결과 삼성배수지와 봉은초등학교의 ‘원지형보존범위’는 경
사가 너무 급하고 기존 건축물 및 도로를 철거해야만 확인이 가능하다<그림 28, 29>. 그
렇기 때문에 추후 이 지점에서 삼성동토성에 대한 조사를 시도한다면 이와 같은 지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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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삼성배수지 및 봉은초등학교 일대 원지형보존범위 등고선 비교도
(上 : 1960년대, 下 : 2014년)

건은 상당한 난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삼성동토성과 연관이 깊은 풍납토성 일대는 북쪽으로 한강을 사이에 두고 구의
동, 아차산 보루들과 마주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몽촌토성을 비롯하여 석촌동, 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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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삼성배수지 일대 원지형보존범위(북동쪽 촬영)

<그림 29> 삼성배수지 일대 원지형보존범위(남서쪽 촬영)

동, 가락동 백제고분군이 위치한다. 이 일대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의뢰로 한국고고환경
연구소에 의한 고지형분석을 실시하였으며<도면 30>,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풍납토성
과 주변 한성시기 유적에 대한 교통네트워크 분석도 시도하였다<도면 31>. 분석 결과 풍
납토성의 남쪽은 석촌동으로 이어지는 육상 교통로만 존재하고, 북쪽으로는 수상과 육상
교통로 모두를 상정할 수 있었다(이홍종 외 2011: 36∼37). 삼성동토성의 경우 한강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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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풍납토성 주변의 지형분류(이홍종 외 2011: 16)

위치해 있어 선박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용이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육상으
로는 석촌동 고분군 및 몽촌토성, 풍납토성과도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강
일대의 한성시기 유적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본고
에서는 연구지역을 삼성동 일대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백제시기의 유적 간 네트
워크를 복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했다. 그러나 기존 분석(이홍종 외 2011) 및 필자들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항공사진 및 관련 자료들을 추가 확보하여 한강 일대에서 분석이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고지형분석 및 3D 지형복원을 실시한다면 백제시기 한강일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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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풍납토성 일대 교통네트워크 분석도(이홍종 외 2011: 36)

형복원 및 유적 간 네트워크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32>. 또한, 분석된 자
료들을 바탕으로 한성시기 한강 일대의 전체적인 지형을 복원 할 수 있기 때문에 백제 왕
도로서 한강 일대의 역사성 규명과 발굴·보존·정비·복원·활용의 중장기계획 수립
5)

및 정책연구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5)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 7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삼성동토성 추정지에 대한 발
굴(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삼성동토성 추정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일부 확보하였다(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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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한강 일대의 고지형분석 조사범위(1966년 항공사진)

Ⅴ. 맺음말
이상 삼성동 일대 고지형분석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로 요약할
수 있다.
- 삼성동 일대에 대한 지형변화를 살피기 위해 1966년도 항공사진을 시작으로 2014년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삼성동 일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1970년대까지는
과거의 지형이 잔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 삼성동 일대의 지형을 살핀 결과 대부분 산지 및 구릉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충적
지의 경우 무동도 일대 및 주변으로 하도 및 구하도가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과거에
는 하중도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관찰된 하중도는 단구화가 진행된 안정된 지형인 것
으로 추정된다.
- 한강과 탄천, 그리고 지금은 없어진 송파강 강변 및 무동도 주변으로 인위적으로 흙
을 쌓아서 올린 것 같은 흔적이 관찰되었다. 이는 『삼국사기』에 기록된 백제 개로왕
21년조(AD 475) 기사에서 한강변에 축조되었다는 제방의 흔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 삼성동 일대에 있었던 무동도의 경우 도시개발로 인해 사라졌다고 하였다. 하지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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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분석 및 지리보정 결과 현재 현대 글로비스 본사가 위치해 있는 주변이 과거 무
동도 일대로 확인되었다.
- 1966년도 항공사진을 가지고 삼성동 일대 산지 및 구릉에서 삼성동토성의 흔적을 관
찰한 결과 현재 삼성배수지공원으로부터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까지 약 427m 길이의
성벽 추정 흔적이 확인되었다.
- 3D 모델링을 한 지형복원은 과거 출판된 종이지형도를 이용하여 개발 이전의 지형을
복원할 수 있다는 성과를 얻었다. 이를 통해 개발되어 사라진 지역의 지형을 복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얻게 되었다.
- 고지형분석 결과물과 3D 지형복원 결과물을 분석하여 삼성동토성의 예상범위를 몇
가지 형태로 나누어 추정하였으며 원지형보존범위는 크게 경기고등학교 및 봉은사
일대와 삼성배수지와 봉은초등학교 경계로 구분된다.
- 현지조사결과 원지형보존범위에 포함된 지형들은 과거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간직하
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하지만 일부 원지형보존범위(삼성배수지와 봉은초등학
교 경계)의 경우에는 현재 그 자리에 있는 건축물 및 지형이 조사를 방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삼성동 일대에 대한 부분적인 분석이었기 때문에 한강 일대에 대한 전체적인 백제시
기 유적간 네트워크 복원을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기존 분석(이홍종 외 2011) 및 본
고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백제유적이 분포되어 있는 한강 일대에 대한 전체적인 고
지형분석을 실시한다면 한성백제 시기 한강 일대 지형 및 유적 간 네트워크 복원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백제 왕도로서 한강 일대의 역사성 규명과 발굴·보존·정비·복
원·활용의 중장기계획 수립 및 정책연구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홍종·안형기 ▶논문접수일(2016.8.26) ▶심사완료일(2016.10.10) ▶게재확정일(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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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location of Samseongdong Earthen
Fortress
Hong-jong Lee and Hyoung-ki Ahn
(Korea University, Korean Istitute For Archaeology and Environment)

Samseongdong Earthen Fortress, which was allegedly constructed during the
Hanseong Baekje period, is assumed to have been located in Samseongdong, Gangnamgu, Seoul, but its precisive location is not yet known. Thus in this study, it is attempted to
search the excat location of Samseongdong Earthen Fortress through an aerial photograph
analysis which is a method to detect the buried ancient landscape.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previous survey reporting relics of the earthen structure visible until 1982, and used
aerial photographs taken in 1966 before large-scale urban development. The results shows
that it is likely some sections of earthen structure, which appear to be Samseongdong
Earthen Fortress, still survive. In addition, buried Mudong island, which was known to have
disappeared, is identified from the comparison with the aerial photos taken in 1974, 1981,
2014 in addition to those taken in 1966.
In addition, 3D landscape reconstruction is attemp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opographic map, aerial photographs, GIS program. This 3D landscape helps to
identify sections of remaining earthrn structure identified. Some area seem to preserve the
original landscape which can be a subject of survey. This result demonstrates the capability
of this analytical techniques to investigate mountain and hill areas in addition to wetland,
and the potential of 3D landscape reconstruction for archaeological surveys in future.
Key words : The Aerial photograph analysis, Micro-Landscape Analysis, Samseongdong
Earthen Fortress, Geographic Revision, 3D Landscape 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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