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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고고학자료의 거의 대부분은 지중에 매몰되어 있으므로 흔히 매장문화재로 부르지만, 학술적으로
좀 더 적절한 용어를 고르라고 하면 필자는 ‘지하(地下文化材)’ 혹은 ‘지중문화재(地中文化材)’라 하고
싶다. ‘文化財’와 ‘文化材’의 차이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암튼, 지하에 묻혀 있는 고고학자료를 인지하고 발굴하는 일은 고고학자가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영역으로서 흔히 일반인들의 뇌리에 각인된 고고학자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지하에 묻혀 있는 고고
학자료 혹은 문화재(文化材)의 존재를 인지 내지 파악하는 일은 고고학자가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역
량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는 이를 흔히 ‘지표조사(地表調査)’라 불러 왔고 관련 법률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지중에 매
장(埋藏)되어 있는 문화재(文化材) 혹은 고고자료의 존재를 지표면 관찰을 통해 파악하는 것을 말하지
만,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안 관찰 뿐 아니라 다양한 과학적 수단도 동원된다. 그러나 현재의 기
술적 수준으로는 혹은 과학적 수단이 갖고 있는 방법론적 한계로 인해 지표관찰만으로는 땅 속에 무
엇이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 결국 파보기 전에는 모르는 법이다. 이처럼 굴토라는 수단을 동원하기 이
전 단계의 고고자료의 존재여부 및 그 대략적 위치 및 규모 파악 등의 일련의 조사가 현해 우리의 법률
적 행정적 용어로서 ‘지표조사’인 것이다.
한편, 고고학을 전공한 전문가라면 대략 어떤 곳에 유적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 토양(土壤)이나 수면(水面)에 의해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일정한 증후가 지표면
까지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 그를 육안으로 채집하는 것만을 ‘지표조사’라 한다면 그러한 조사는 누구
나 할 수 있지만, 지형이나 지도만을 통해 고고자료의 존재 가능성을 예측 혹은 파악하는 것은 분명 고
고학적 지식 내지 노하우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 대학의 고고학 교육내용에서 ‘지표조사’는 그다지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일정한 범위의 대상지역을 도보로 육안 관찰 및 유물 채집 등에 의해 유적의 여부를 직관
적으로 인지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내용이라면 굳이 전문적인 고고학교육이
라기 어렵지만, 지표면에서 관찰·채집 되는 유물의 시대나 성격 등에 대한 전문적 식견은 고고학지
식 습득을 통해서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아마도 한국 대학에서 학부 4년 동안 열심히 고고학 교육을
배우고 익힌[學習] 졸업생일지라도 지표에서 채집 관찰되는 각 시대에 걸친 다양한 유물의 시대나 성
격을 규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매장문화재조사는 거의 모두가 개발이라는 사회적 수요에서 비롯된 행정절차의 과정
에서 수행되고 있다. 그 첫 번째 초동 조사가 ‘지표조사’이므로 이는 단순히 지표 관찰을 통한 유적 인
지만의 문제는 아니다. 굴토를 수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진행되는 매장문화재 즉, 유적의 인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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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판단 조사인 것이다. 만약, 이 단계에서 인식되지 못한 매장문화재는 적어도 행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되고, 따라서 이후의 어떠한 조사도 거치지 않은 채 영구 멸실의 운명에 처해진다.
이러한 점으로 보면 우선 ‘지표조사’는 그 이름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사실, 유적(Site)의 존재 여
부를 조사(Survey)하는 것을 영어권에서는 ‘유적탐색(Site survey)’이라 하고, 프랑스어권에서는 ‘진단
조사(Gestion de diagnostic)’, 중국에서는 ‘보사(普査)’ 등으로 부르고 있다. 그 가운데 행정절차의 하
나로서 매장문화재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는 의미로서 프랑스의 ‘진단조사’가 현행 우리의 ‘지표조사’와
가장 가까운 듯하다. 필자는 ‘지표조사’를 ‘매장문화재 진단조사’, ‘유적 진단조사’, ‘고고학 진단조사’ 등
으로 고쳐 부를 것을 제안한다.
‘지표조사’는 이처럼 ‘매장문화재 진단조사’이므로 굴토 없이 지표 관찰만으로 매장문화재 유존 여
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추가된 조사가 ‘표본조사’이다. 당국의 허가 없이
조사 대상 면적의 2% 미만을 굴토하여 매장문화재 존재 여부를 판단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지
표조사’는 일단 지표 관찰에 의한 조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종합한 의견으로서 ‘표본조사’ 혹은 ‘시
굴조사’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게 되어 있다. 이는 시굴조사까지를 포함하는 프랑스의 ‘진단조사’에 비
해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매장문화재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자체의 효율성도 높지 않아 ‘매
장문화재 진단조사’로서 ‘지표조사’의 범주에 현행 표본조사 및 시굴조사를 포괄하는 내용의 새로운
조사 범주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현행 ‘지표조사’의 수행으로써 매장문화재의 존재여부 평가, 나아가 표본 및 시굴조사 필요
성과 구체적인 지점 선정 등을 성공적으로 제시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학계에서
는 ‘지표조사’를 수행하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조사원의 전문성 정도를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
견도 제시한 바 있으나, 여전히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 보는 한 완벽
한 지표조사란 있을 수 없지만 통시적인 유적 입지 정형에 대한 고고학적 식견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
은 분명하다. 더구나 최근 매장문화재조사 수요의 감소와 더불어 특정 조사기관의 조사 수행 대상지
역이 광역화되는 추세이므로 남한 전체의 범위를 단위로 한 광역적인 고고유적 입지 정형성을 이해하
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Ⅱ. 토지 활용 패턴(Land Use Pattern) 이해
문화(Culture)는 인간이 주변환경(자연환경 및 사회환경)에 적응하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신체외적
인 과정(Extrasomatic Process)을 통해 학습, 전달, 공유되는 행위, 관습, 지식, 사고, 가치관 등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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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복합체로서 그 자체는 비가시적(非可視的) 실체이다1).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문화적 행위는 거
의 대부분 물질적인 수단을 동반하기 마련이므로 문화적 행위의 산물인 물질자료를 통해 비가시적 실
체인 문화에 접근할 수 있다. 특정 시점에 존재하였던 특정 인간집단의 문화적 행위와 관련되었던 여
러 물질 재료를 넓은 의미의 문화재(文化材)라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현재적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높
은 가치를 부여한 것이 문화재(文化財)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매장문화재는 과거 어느 시점에 존재하
였던 특정 인간집단의 문화적 행위와 관련되었던 여러 물질 재료라 할 수 있으며, 고고학에서는 이를
고고학자료라 부르고 있다.

<그림 1> 매장문화재의 개념과 성립과정

고고학자료에 의해 구성 또는 복원된 문화를 고고학적 문화(Archaeology)라 한다.
과거의 문화를 그대로 파악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문화행위에 수반되었던 물질자료 가운데 시간의
경과를 견뎌내고 현재 관찰 가능한 수준으로 남아 있는 것이 매장문화재, 혹은 고고학자료이다. 고고
학자료는 곧 과거 인간집단이 특정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구사하였던 다양한 영역의 인간행위 가운
1) '문화(文化)'는 'Culture'의 번역어로서 중국을 비롯한 한국·일본 등 한자 문화권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문화'라는 용
어를 처음 쓴 사람은 한(漢)의 유향(劉向)으로 알려져 있는데, 무(武)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문치와 교화(敎化)의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culture의 번역어로서의 '문화'의 의미는『논어(論語)』옹야(雍也)편의 "질승문즉야(質勝文則野), 문
승질즉사(文勝質則史)", 즉 질(타고난 기질이나 성질)이 문(후천적인 교화)보다 승한 것을 야(野)라하고 문이 질보다 승
한 것을 사(史)라 한다는 구절에서 '문(文)'의 의미와 가깝다. 태고난 생물학적 본능이나 신체적인 조건 이외에 후천적
인 교육을 통해 습득한 일체를 문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한 문의 상태로 되는 것이 '문화'이고 그 반대의 상태는 야만
이라 할 수 있다. culture의 본래 뜻이 자연상태가 아닌 인위적인 조성을 말함은 우리가 농업이라 번역하는
'Agriculture'가 본래 Agros, 즉 야생의 상태와 Culture, 즉 재배·육성의 합성어 인 점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문화에
대한 인류학적 정의는 다양하지만 위에서 본 문화의 의미와 가장 근접한 것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외적인
일체의 적응수단(Extrasomatic adaptation)"이라 고 한 레슬리 화이트(Leslie White)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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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화석화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문화적 역량은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변천하였는데, 대체로 진화과정이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화적 역량은 다양하겠으나, 예컨대 기술적 수준이라 할 때 그 정도에 따라 인간이 활용
할 수 있는 환경 혹은 공간도 다를 것이다. 고고학적인 시기구분에 따라 해당 시기의 유적의 분포가
달라지는 이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특정 시기 혹은 고고학적 시대의 인간들이 어떠한 환경
혹은 토지를 가장 선호 내지는 집중적으로 활용하였는지를 알면 동시기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예상할 수 있다. 이를 ‘토지 활용 패턴(Land Use Pattern)’이라 하는데, 그것은 문화의 변천에 따
라 달라짐은 물론이다. 이하 한반도 지역의 과거 토지 활용 패턴의 대략적인 변천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구석기시대

구석기시대는 인류의 생활이 주로 타제석기라는 도구체계에 의존하던 때이다. 석기이외에도 짐승
의 뿔이나 뼈, 그리고 목제품 등 유기질제 도구도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오랜 세월의 경과에 의
해 부식 소멸되어 거의 전적으로 타제석기만이 당시의 생활의 일면을 전해주고 있다. 따라서, 구석기
유적은 현실적으로 타제석기의 분포지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타제석기가 채집 또는 출토되는
지점 그 곳이 바로 당시 사람들의 행위가 있었던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구석기인들의 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고고학적인 자료는 매우 드
물지만 그 무렵의 생활과 매우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미개사회의 민족지자
료를 참고하면, 대략 25-30여명으로 구성된 무리가 하나의 생활단위가 되어 부단히 옮겨 다니면서 사
냥이나 채집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생활영역은 이후의 정착인들에 비해 매
우 넓어서 인구밀도는 0.15-0.2인／㎢ 로 추산된다. 이는 현재의 남한지역에 약 20,000여명 정도가 사
는 것에 해당한다. 이처럼 인도밀도는 낮으나 매우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하였으므로 그에 수반
된 석기등 생활도구의 분포 범위도 이후의 정착 생활인들에 비해 광범위하다.
한편, 생활과 관련되어 남겨진 물질자료 가운데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침식, 퇴적, 재침식, 재퇴적 등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당초의 행위지점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무튼, 그러한 과정을 겪어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남아 우리
들에게 발견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당시 사람들이 밟고 다녔던 토양(土壤) 즉, 옛 지표면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예는 지금으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과거인 후기 구석기시대의 경우도 극히 예외적이
다. 대부분은 당초의 위치에서 옮겨진 석기등이 퇴적토층 속에 포함되어 있다가 발견되는 것이다. 그
러한 퇴적토층은 대체로 물에 의해 형성된 고하상 또는 하천주변 퇴적토층이 많은데, 우리가 흔히 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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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점토라 부르는 매우 점성이 강한 고운 흙층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현재는 주로 벽돌이나 토기,
기와 등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점토층이므로 구석기유적의 분포는 대체로 벽돌공장이나 기
와공장 등의 분포와 일치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현재의 지형 상으로는 대체로 표고 50m 이하의 저
평한 구릉사면, 곡간, 또는 하안단구 등이 많다.
유적의 입지적 특징은 거의 대부분 하천유역에 형성된 이른바 ‘고토양대(古土壤帶)’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토양(土壤 : Soil)이란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가운데 지표면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인간을
비롯한 동식물의 서식면이 되는 토대를 말한다. 시간의 경과와 함께 그러한 표면은 침식되어 없어져
버리거나 매몰되어 퇴적층의 상면(床面)으로 남아 있기도 하는데, 현재의 토양 아래에 매몰되어 있는
토양, 즉 오래전에 인류나 동식물의 서식면이 되었던 지표면을 고토양(古土壤)이라 한다. 고토양 가운
데 구석기시대에 해당하는 홍적세에 형성되어 고인류의 생활이 이루어졌던 상면도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으며, 그곳에는 석기를 비롯한 생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을 수도 있다. 불을 피운 자리나
주거지 등의 유구(遺構)가 발견되거나 석기 제작 또는 짐승의 사냥 및 도살 흔적이 잘 남아 있을 가능
성이 높은 곳은 바로 그러한 고토양의 상면이다.

<그림 2> 충적지 지형 모식도(A.G.Brown,1997, Alluvial geoarchaeology, Cam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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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퇴적층의 형성 과정이 거의 대부분 물의 작용에 의한 경우가 많은 한반도지역에서는 기후
변화 및 해수면 변화 등에 연동되어 침식되기 쉬워 하안단구나 해안단구의 형태로 일부만이 잔존하는
예가 대부분이다. 비록 고토양의 상면은 아니더라도 토양화가 진행되었던 층의 일부분에 석기등이 잔
존하거나 원래의 행위가 이루어졌던 곳으로부터 얼마간 이동된 석기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
인데, 그러한 석기의 존재를 통해 구석기 유적을 인지할 수 있다.

<그림 3> 한반도 중남부 지역 홍적세 토양쐐기층의 연대측정 결과(김명진 2010)

한반도의 경우 구석기를 포함하고 있는 층은 일반적으로 물에 의해 형성된 수성퇴적으로서 퇴적
이후 오랜 시간의 경과로 인해 경도가 매우 높아 굴토가 쉽지 않다. 한편 점토 성분이 많은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보습성이 높고 토질이 비옥하므로 식생의 발달과 함께 그에 의존하는 동물상도 풍부
하다. 따라서 그를 이용하는 인간의 생활 터전이 되기에도 적당하다. 이러한 까닭으로 고토양대가 분
포하는 곳에는 농경을 주로 하는 청동기시대의 취락이 형성된 경우가 많으며, 그러한 점토층은 논농
사에도 알맞아 선사시대 경작지가 분포하는 예도 많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구석기시대의 기후환경은 지금과 달랐다. 특히 최후의 빙하기의 흔적은 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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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춥고 건조한 기후조건 하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는 이른바 토양쐐기의 발달
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한반도 남부지역의 경우 대체로 2차례의 토양쐐기가 형성된 것으로 드러나
고 있는데, 현재의 토양 상면에 가까운 윗부분을 제1 토양쐐기층, 그 아래에 형성된 것을 제2 토양쐐기
층이라 부른다. 이들의 형성 시점에 대해서는 연구자간의 의견 차이도 있으나, 최근의 연대측정 결과
를 종합한 연구2)에 따르면, 제1 토양쐐기층은 25,300~24,400년 전에 형성되었고 제2 토양쐐기층은
60,800년 전 무렵에 발달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2. 신석기시대

한반도의 신석시시대는 강원도 오산리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를 근거로 기원전 6,000년경에 시작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나, 그보다 더 이른 단계로 추정되는 토기가 제주도 고산리에서 확인되
었다. 1988년 그곳에서 융기문토기 1개체가 발견되어 소개된 이후 같은 지점에서 1994년에는 세석기
가 추가로 발견되어 이들이 같은 시기의 것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산리 세석기는 약 6,300년 전에
일본의 큐슈우 지역에서 분출한 화산재 층 아래에서 나온 일본의 세석기와 유사하여 그 시기를 간접
적으로 가늠할 수 있을 뿐 아직 정확한 연대 비정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
적으로 가장 이른 시기의 토기로 인정되는 연해주·일본 등지의 토기는 기원전 10,000년 이전으로 올
라가고 있으므로 고산리 토기 역시 거의 같은 시기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반도 신석기시대는 초창기, 조기, 전기, 중기, 후기 등 5 단계의 구분이 가능하다. 전기는 대동강
유역 및 한강유역의 서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전형적인 즐문토기(櫛文土器)의 출현으로 대표되며, 중
기는 빗살문 이외의 격자문·횡주어골문·집선문 등 다양성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후기는 이중
구연 토기와 함께 무문양화의 진전이 특징이다.
유적의 입지는 도서 및 해안에 위치한 것과 내륙의 주요 하천변의 구릉지에 위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입지에 따라 유적의 성격도 차이가 나서 도서 및 해안은 대부분 패총인데 비해 내륙 입지
유적은 수혈 및 1~2기의 주거지로 구성된 취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시농경단계의 사회발달정도는
대략 200~300명 정도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씨족(氏族)이 최상위 사회단위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개
별 유적에서 확인된 주거지들은 그러한 씨족의 구성원이었던 개별 동거(同居)집단으로 생각된다. 이
들은 족외혼(族外婚 : 배우자를 단위집단의 외부에서 구하는 혼인제도)의 한 단위가 되는 혈연집단으
로서 모계중심의 씨족이 부계중심의 세대공동체(世帶共同體)로 분화되는 과도기에 해당하는 친족집
단(親族集團)으로 볼 수 있다.

2) 김명진 2010,『한국 구석기 고토양층 석영에 대한 시분해 광자극 냉광의 물리적 특성과 연대 결정』,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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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생업형태는 굴지구, 갈돌 등의 출토유물로 미루어 견과류, 구근류 등의 식물이나 관리재배
혹은 농경 곡물 등을 활용하는 방식일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본격적인 곡물 농경 이전의 신석기문
화는 비농경신석기문화라 부르는데, 이러한 형태의 신석기문화는 북유럽, 시베리아, 일본열도 등 광범
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식량자원이 비교적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는 이른바 생태전
이지대(生態轉移地帶: ecotone)에 정착하여 그 주변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을 선호하였는데, 그러한
유리한 조건이 고루 갖춘 곳이 바로 산지와 가까운 대하천변 이나 해안가이므로 이들의 주거지는 주
로 그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3. 청동기시대

청동기시대는 농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인데, 특히 논농사의 보급과 더불어 지금의 농촌마
을의 원형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의 전통마을 모습은 작은 개울을 앞에 두고 양지바른 산아
래 옹기종기 모여 있는 초가 그리고 그 주위의 그다지 넓지 않은 문전옥답들로 연상된다. 그러한 마을
의 풍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1,300여년전인 기원전 700년 무렵에 등장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화전농
법에 의한 밭농사에 비해 노동력의 지속적인 투입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한곳에 거의 영구적으로 정착
할 수 있는 집약적인 정착농경으로서의 논농사가 몰고 온 새로운 생활방식의 결과였다. 그와 함께 토
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나타났다. 종래의 채집경제나 화전농경과 같은 이동성이 높은 생계방식 하
에서는 인간의 노동력에 비하면 토지 그 자체는 그다지 중요한 생산요소는 아니었지만, 지력 유지나
관리를 위해 많은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항구적으로 그것을 토대로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정착농경에서는 노동력보다는 이제 땅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토지는 일시적
인 활용의 대상이 아니라 노동이 투자된 소유재산으로서 인식되기에 이른다. 한편, 토지에 대한 소유
개념이 등장하면서 선산(先山) 즉, 공통의 조상을 토대로 하고 있는 일정범위의 혈연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독점적으로 묻히는 매장공간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특정 개인이 어떤 곳의 토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주장의 근거는 자기의 조상들이 이미 그 토지를 활용 또는 소유하여 왔었다는 것 일
테고 이때 그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은 그 땅에 묻혀있는 조상들의 무덤 즉, 선산이기에 그러한 墓域
조성은 토지소유 또는 점유표시로서 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인 고인
돌이 처음으로 축조되는 시기가 농경이 본격적으로 행해지던 시기와 대체로 일치되고 있는 것은 고인
돌이 가진 그러한 기능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런 점에서 고인돌이나 무덤군의 분포는 곧 인접한 곳에
취락이 있음을 알려주는 지표가 된다.
농경과 함께 점차 인구가 증가하면서 취락의 분포는 점점 조밀해지는데, 청동기시대의 취락의 분포
밀도를 보면 처음 반경 4-3.5km→ 반경 2.5km→ 반경 2km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즉, 시간의 경
과와 더불어 정주취락의 분포는 점차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에 따라 취락들 사이에 우열이 발생
하면서 사회적 복합도(Social Complexity)가 증가되고 마침내 국가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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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기철기·원삼국시대 이후

고조선 유이민의 남하로 인해 야기된 고인돌사회의 해체와 일련의 새로운 질서의 형성은 마한(馬
韓)사회의 출현과정으로 이해된다. 처음 고조선 유이민들은 선주(先住)하고 있던 고인돌사회 주민들
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었다. 이들이 남긴 유적의 입지가 일상적으로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산위
와 같은 고지대(高地帶)인 점은 그러한 당시의 사정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잘보여 주는 것
은 보문산성 성곽 절개조사 시 드러난 유적인데 이와 동일한 성격의 유적으로는 보령의 교성리(校成
里)유적이 있다. 교성리 유적은 남한지역으로 내려온 고조선 유이민 관련 유적으로는 가장 이른 예에
해당된다. 오천항이 내려다 보이는 산정상에 위치한 교성리유적의 입지는 대전의 보문산 유적과 더불
어 처음 남하한 고조선 유이민들과 토착 고인돌사회의 주민들과의 긴장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
리고 이유적이 항구에서 가까운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당시의 고조선의 유이민들이
바다를 통해 가장 먼저 오늘날의 충남지역에 상륙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초기의 마찰과정을 지나면서 이들은 점차 토착 고인돌사회를 동화 또는 재편하게 된다. 그에 따라
마을단위로 흩어져 있던 고인돌사회는 보다 광역한 범위에 걸쳐 있는 다수의 마을들이 하나로 통합된
새로운 사회로 변모된다. 고조선 유이민의 남하로 인해 야기된 고인돌사회의 해체와 일련의 새로운
질서의 형성은 마한(馬韓)사회의 출현과정으로 이해된다.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 동이전(東夷
傳) 한(韓)조에는 모두 55개의 마한 소국(小國)이 열거되어 있다. 대략 현재 군단위의 핵심 지역중심
지 마다 마한의 국(國)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삼국시대 이후의 취락은 대체로 전통 취락과 입지가 중복되는 까닭에 취락 그 자체가 고고학적
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드물다.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한강유역을 포함한 중서부지역의 경우
는 백제의 국가 성립기에 해당하는 3세기 후반~4세기 전반에 걸치는 시기의 취락은 상대적으로 고지
(高地)에 입지한 예가 있는데, 이들은 그 이후 지속되지 않고 소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
반적인 경우는 취락 그 자체보다는 취락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묘군을 통해
취락의 입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현재의 읍면소재지로부터 최대 3.5km 이내의 범위에
위치하는 정형성을 보이고 있다. 이들 원삼국시대 분묘군은 대체로 당시의 중심취락마다 분포하고 있
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분포는 지석묘의 분포로 추정되는 청동기시대 후기의 취락 수보다 훨씬
적을 것이지만, 청동기시대에 취락이 없던 곳에 새롭게 원삼국시대 취락이 등장한 예는 현재까지 알
려진 고고학자료상으로는 거의 없으므로 결국 원삼국시대 취락 및 분묘유적은 청동기시대 후기 이후
취락의 부분 집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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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매장문화재 유형별 입지 특징
매장문화재에 대한 분류는 용이하지 아닐 뿐 아니라 특정 분류안이 광범위한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지만, 흔히 ‘지표조사’에서 마주하게 되는 몇 가지 부류로 구분하여 그 각각에 대해 분포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표(指標) 혹은 중요 참조사항을 보기로 한다.

1. 청동기시대 취락 유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동기시대는 한반도에서 본격적인 농경이 시작된 시점이다. 특히 논농사
가 본격화된 청동기시대 후기(송국리유형) 이후의 취락은 1970년대 이전 전통 농촌취락의 입지와 기
본적으로 일치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청동기시대 이후 취락들 간에 위계가 발생하고 사회통합이
진전되면서 상위취락 혹은 중심취락은 초기철기 및 원삼국시대에도 그 역할이 크게 바뀌지 않는 경우
가 많다. 이들은 다시 국가 성립 이후 삼국시대의 지역 중심지로 성장하여 지금의 읍·면 단위와 같은
전통적인 지방 중심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청동기시대의 각급 취락의 인지는 이후 농경을 기반으로
한 각 시대의 취락 유적의 발견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러나 청동기시대 전기의 취락과 같이 구릉의 정상부를 선호한 경우는 이후 재점유 없이 그대로
남아 발견되는 예가 많지만, 논농사의 진전과 더불어 점차 저평지로 내려온 송국리유형 이후의 취락
들은 그 이후의 취락과 중복됨으로써 고고자료로 확인되는 예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용한 참고가 되는 것이 분묘유적이다. 취락의 발달과정을 보면, 청동기시대 전기 늦은 무
렵부터 취락의 주거구역과 분묘구역이 분
화되기 시작하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으므로 분묘의 확인은 곧 인접한
곳에 주거구역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대부분의 분묘는 지하에 매몰되어 있어
지표관찰이 불가능하지만 지석묘는 예외
이다. 인지가 용이할 뿐 아니라 이동이나
훼손이 쉽지 않아 본래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청동기시대 이래의 취
락유적의 존재를 지시하는 지표로는 최상
의 자료이다. [그림 4]는 지석묘 유적 인근
에 분포하는 선사시대 유적들 사이의 상
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인데, 지석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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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3km 이내에 선사시대 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95% 이상임을 말해준다.
청동기시대 취락이 입지한 지점의 기반토양은 보통 점성이 강한 점질토로 된 경우가 많은데, 이러
한 점질토는 구석기시대의 고토양(古土壤)으로서 점유된 예가 많아 구석기 유적 분포와도 밀접한 관
련이 있다. 그리고 청동기시대 취락이 입지한 주변 저평지는 수전(水田)과 같은 선사시대 경작유적이
존재할 가능성도 높은데, 특히 점질토는 청동기시대 이래 수전으로 선호되는 토양조건이기도 하다.

2. 원삼국시대 분묘군

원삼국시대의 일반적인 취락은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이후의 취락과 중복되어 지속적으로 점유된
예가 많아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 예가 많지 않으나, 그와 인접하여 분포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분
묘군은 다수 확인된 바 있다. 지금까지 중서부지역, 즉 마한(馬韓) 지역의 원삼국시대 분묘군의 입지
는 전통적인 인구 밀집지역, 다시 말해, 군·읍·면 행정 소재지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대 3.5km 이내에 분포하는 정형성을 보이고 있다.
<표 1> 한강유역 및 중서부지역 원삼국시대 분묘군과 읍면소재지와 거리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유적명
인천 東陽洞
용인 麻北里
용인 杜倉里
아산 湯井里
오산 水淸洞
천안 新豊里
천안 云田里
천안 淸堂洞
공주 長院里
공주 下鳳里
청원 松垈里
청주 松節洞
진천 新月里
서산 機池里
대전 弓洞
서산 餘美里
보령 寬倉里
서천 堂丁里
서천 鳳仙里
서천 烏石里
부여 甑山里

중심지와의 거리
동양면 일치
구성면 1km
원삼면 2.5km
탕정면 일치
오산시 1km
수신면 1.7km
목천면 2km
천안시 2.5km
정안면 3.5km
장기면 일치
오창면 1.3km
청주시 일치
이월면 2km
해미면 3km
유성 일치
운산면 1km
주교면 1.5km
종천면 1.5km
마산면 1.3km
서천읍 2km
석성면 일치

규모
1
1
22
21
33
6
19
13
14
10
12
6
2
57
14
9
99
23
12
11
7

비고

신풍리3.5km

토광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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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형성을 고려할 때 지표조사 시 대상 지역의 역대 위상(位相) 파악은 매우 중요한 참고 사
항이다. 지역의 행정 편제 연혁(沿革)과 같은 사항은 조선시대 지지(地誌)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하지
만, 특정 지역이 현행 행정 편제에 이르기까지 변화가 있었을 것이므로 대체로 「대동여지도(大東輿
地圖)」나 「청구도(靑邱圖)」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3. 원삼국시대~삼국시대 저평지 취락

최근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면적 조사가 속속 진행되면서 중대형 하천 충적지에서 원삼국
시대 이래의 대규모 취락이 발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종시 나성리(羅城里)
평야에서 발견된 백제시대 지방도시 유적인데, 이와 유사한 예로는 아산 배방 유적, 청주 테크노콤플
렉스 부지 유적, 청주 오송 유적 등이 있다. 중대형 하천 충적지는 논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
분이어서 지표 관찰만으로는 단서를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대형 하천 충적지에 대해서는 고지형
분석 등을 통해 과거의 충적지 지형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인 고지형 분석 기법
은 별도의 학습이 필요하겠으나 적어도 충적지에 대해서는 현재의 지표면을 투시하여 지하의 지형을
짐작해 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하천변 충적지에서 자연제방이나 배후습지 등 세부적인 지형의 존재를 확인하면 취락뿐 아니라 수
전이나 밭과 같은 농경 유적도 동시에 확인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사실 최근 대규모로 확인되는 유
적의 대부분은 하천 충적지에 대한 고지형 분석 및 시굴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 확보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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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유물산포지 분포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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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사람이 살아가지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이므로 하천이 없는 곳에 유적이 입지하기는 어렵
다. 다만, 산성이나 보루(堡壘)와 같이 군사적인 목적의 유적은 물의 부족을 인위적인 저수(貯水)시설
구축과 같은 대가를 무릅쓰기도 한다. 그러나 관광유적이 입지한 곳은 해당 시기 교통로와 밀접한 관
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방유적 인지를 위해서는 먼저 전통 교통로를 파
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체로 지방도, 국도 등의 공로나 지금은 잘 활용하지 않는 고갯길을 수반한 소
로에 연접(連接)한 지점이면서 사방 조망이 유리한 지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개발 행위는 대도시의 외연이나 중소도시의 인구 저밀도 지역 및 외연인데, 이러한 지역
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매장문화재 유형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풍광이 수려한 곳
이나 지가(地價)가 높지 않으면서 넓은 지역을 선호하는 리조트 시설이나 골프장 건설부지 등에서는
도자기 가마터가 입지하는 경우가 있다. 생산원가 가운데서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도자기 가
마터의 경우 적당한 량의 수원(水源)과 원료 점토가 있는 곳에 입지하는 예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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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치지형도의 이해
1. 지도의 기본 개념

1) 지도의 정의
□ 지리적 현상을 기호를 이용하여 도면으로 표현한 것
□ 공간적 事象(객체와 현상)에 대한 그래픽 표현
□ "지도"라 함은 지표면·지하·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지물 및 지명 등의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일
정한 축척에 의하여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측량법 제2조)

2) 지도의 일반적 특성
□ 지도는 지구에 대한 모델이

- 축소, 재현(representation)
- 기하학적 변형, 추상화일반화
□ 지도는 정보전달 매체이다

- 제시(presentation): 위치, 속성 정보
- 기호화
- 의사소통적 측면: 도해력(graphicacy)
□ 지도는 작품이다

- 표현(expression)
- 시각예술적 측면(심미성), 고지도
□ 지도는 연구의 최종산물이다

- 과학적 측면: 제시(presentation)
□ 지도는 분석도구이다

- 과학적 측면: 탐색(expl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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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도의 역할
□ 역할의 구분

- 의사소통(communication): 정보의 전달/의사소통적시각예술적 측면
- 시각화(visualization): 시각적 사고와 지식의 구성/과학적 측면(탐색 혹은 분석)
- 다양한 시각화 기법 개발 – 동적지도, 상호작용
□ 네 수준

- 탐색(exploration): 자료의 다양한 특성 파악
- 분석(Analysis): 미지의 관계를 찾기 위하여 데이터 조작, 상관관계, 입지분석, 최적 경로 등
- 종합(synthesis): 추상화 및 일반화
- 제시(presentation): 사전 정의된 정보 전달, 분석 결과의 제시

<그림 1> 지도학 큐브(MacEachren and Kraak, 1997)

2. 수치지도의 기본 개념

1) 수치지도의 정의
□ 공간적 사상을 컴퓨터 상에서 디지털로 관리, 표현하는 지도
□ 각종 지형정보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수치화한 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를 분석·편집 및 입·
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치지형도 · 수치주제도 등 (측량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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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치지도의 특성
□ 공간적 사상의 위치는 좌표 정보로 관리
□ 신축·왜곡·변형 등이 일어나지 않음
□ 축척의 변환, 투영변환, 다른 수치지도와의 통합출력 등이 자유로움
□ 초기 구축이 어려우나 유지 관리 및 갱신이 편리함
□ 수치지도와 축척

- 수치지도 제작 시 참조한 원자료의 축척
- 수치지도 표현 및 출력 시 지정되는 축척

3. 지구와 지구의 모델

1) 지구의 크기와 형상
□ 타원체로서의 지구

- 17C 이후 지구가 적도 방향으로 부풀은 타원체임이 밝혀짐
- 위도가 높아지면서 위도 1도의 거리가 길어짐
- 적도 반경(약 6만km)이 극 반경 보다 약 20km 더 김
- Oblate spheroid = Ellipsoid

<그림 2> 지구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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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의 모델
□ 복잡한 지구의 형태를 단순화

- Earth - Geoid – 지구타원체(Ellipsoid)

□ 지오이드(Geoid)

- 평균 해수면으로 둘러싸인 지구의 형상 (등위 중력면)
- 불규칙 – 지각의 두께와 밀도
- 수직적 고도 관계(좌표계) 위한 가상 준거면

<그림 3> 지표면과 지오이드와의 관계

□ 준거 타원체(Reference ellipsoid)

- 지표면(지오이드)에 대한 이상적인 기하학적 형상
- 좌표설정 준거가 되는 지표면에 대한 수학적 모델
- 지구 형태를 수학적 모델로 단순화
* 장반경과 편평도

□ 편평도(flatteness) 혹은 타원율(ellipticity)

- 타원체의 정도를 나타내는 값
- f = (a-b)/a
- 완전한 구는 0, 직선은 1
- 지구는 약 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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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여러 가지 타원체
지구타원체명

장반경(m)

단반경(m)

편평률

주요 사용국

Airy(1830)

6377563.396

6356256.91

1/299.32

영국

Everest(1830)

6377276.345

6356075.413

1/300.80

인도, 미얀마, 스리랑카, 말레이시아(일부)

Bessel(1841)

6377397.155

6356078.963

1/299.15

중부유럽, 칠레,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Clarke(1866)

6378206.4

6356583.8

1/294.98

북미대륙, 필리핀

Clarke(1880)

6378249.145

6356514.87

1/293.46

프랑스, 아프리카(대부분)

International(1924)

6378388

6356911.946

1/297.00

국제적으로 채택(쓰이지 않음)

Krasovsky(1940)

6378245

6356863.019

1/298.30

러시아와 동부유럽

GRS80(1980)

6378137

6356752.314

1/298.26

국제적으로 채택(북미)

WGS84(1984)

6378137

6356752.31

1/298.26

세계적으로 사용

□ 데이텀(datum)

- 지표상의 위치와 고도를 표현하고 측정하는데 있어 준거가 되는 정보들의 집합
- 필수요소: 준거타원체, 데이텀 원점(수평/수직), 측지망
- 좌표체계 및 투영에서의 기본 고려 사항
- 측지의 측면에 따른 분류
* 수평 데이텀(horizontal datum): 수평 위치 기준
* 수직 데이텀(vertical datum): 표고 기준
* 완전 데이텀(complete datum): 수평 + 표고 기준
3) 우리나라의 데이텀
□ 수평 데이텀: TD(Tokyo Datum: 동경측지계)

- 준거타원체: Bessel 1841
- 측지측량 원점: 국토지리정보원 내(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111/동경 127°03＇14.8913
＂, 37°16＇ 33.3659＂)
- 지측량 기준점: 16,090개의 삼각점
□ 수직 데이텀

- 기준수면: 인천앞바다/ 1914-1916 조위관측
- 수준원점: 인하공전 내(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26.6871m
- 측지 기준점: 5.113개의 수준점/ 표척-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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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RF2000

- 타원체: GRS80 (원점: geocentric)
- 좌표계: ITRF (International Earth Rotation Reference Frame: 국제 지구 기준 좌표계)
- 측지측량 원점의 경위도 변화: 동경 127°03＇05.1451＂, 37°16＇31.9034＂

□ 세계측지계 도입과정

- 2001년 12월 29일자 측량법 개정(법률 제6532호): ITRF 2000(국제기준지구좌표계),
GRS80(타원체) 적용
- 2002년 6월 29일 개정측량법 발효
- 2003년 1월부터 세계측지계 사용 시행
- 2009년 12월 31일까지 세계측지계와 한국측지계 병행사용
- 2010년 1월 1일부터 공공측량성과에 세계측지계 사용 의무화
□ 세계측지계 도입의 장점

- GPS좌표와 지도좌표가 실시간으로 완전히 호환 가능 (즉 GPS에 의한 WGS84성과와 동일)
- 세계측지계가 도입되면 현재 GPS항법(1점 측위)에서 한국측지계로의 좌표변환이 불필요하
게 되어 변환에 따른 정확도 저하와 측지기준계 혼용의 우려가 없어짐
<표 2> 우리나라 측지계의 변화
측지기준계
타원체
데이텀
투영법
투영원점

투영원점 가산값
중앙자오선축척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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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지계
(한국적용 동경측지계)
Bessel 1841 회전타원체
장반경: 6,377,397.15500m
편평율: 1/299.1528128000
Korean 1985 데이텀 (Tokyo D데이텀)
TM (Transverse Mercator)
서부원점: 경도 125˚ 위도 38˚
중부원점: 경도 127˚ 위도 38˚
동부원점: 경도 129˚ 위도 38˚
동해원점: 경도 131˚ 위도 38˚
False Easting: 200,000m
False Northing: 500,000m
(제주도의 False Northing은 550,000m)

세계측지계
(ITRF계 세계측지계)
GRS 1980 회전타원체
장반경: 6,378,137.00000m
편평율: 1/298.2572221010
ITRF 2000 데이텀
TM (Transverse Mercator)
서부원점: 경도 125˚ 위도 38˚
중부원점: 경도 127˚ 위도 38˚
동부원점: 경도 129˚ 위도 38˚
동해원점: 경도 131˚ 위도 38˚
False Easting: 200,000m
False Northing: 600,000m

SF = 1

S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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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좌표체계

1）좌표체계의 정의
□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준거 체계

□ 기본 좌표계

- 데카르트식(직각) 좌표계
- 극(각도) 좌표계

□ 구(타원체) 좌표계

- 지리좌표계(geographic) – 구
- 측지좌표계(geodetic) – 타원체
- 지심좌표계(geocentric) – 구/타원
□ 평면 직각좌표계

- UTM/TM

2) 구(타원체) 좌표계
□ 투영되지 않은 좌표계, 경위도 좌표계

- 경도와 위도에 기초한 경위선망 좌표체계
- 구 좌표계 / 타원체 좌표계
□ 지리(geographic) 좌표계

- 완전 구체 가정
- 경위선망: 위도(φ)에 의한 위선과 경도(λ)에 의한 경선
- 위도: 지구중심을 가로지르는 선(타원체면과 수직)
이 적도면과 이루는 각도/위도 1도 간격 동일
- 위선: 모두 평행 / 길이는 체계적으로 감소
- 경도: 경선이 본초자오선으로부터의 각도
- 경선: 대권을 이룸 / 양극 수렴

<그림 4> 지리 좌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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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면 직각좌표계
□ 원리: 3차원 극 좌표(각도) 
평면 직각 좌표(x, y)

- 지구상의 3차원 경위선망 
투영 
특정 투영법에 따른
투영 경위선망 및 특정 원점을 갖는 평면 격자망
□ 특징

- 대부분 m 단위의 x, y 좌표로 거리나 면적 계산 등에 용이
- 원점과 가원점(false origin): 통상 투영 기준점(기준 경선
과 기준 위선의 교차 지점)이 원점(0,0)이 되나 편의상 가
원점을 둠
- 종류: 지구적 / 국지적 좌표계

<그림 5> 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과 가원점

□ UTM (Universal Transverse Mercator)

- 지구적 좌표계
- UTM 투영UTM zone별 좌표
- UTM zone: 날짜 변경선 기준,
- 동쪽 방향으로 6°씩 구획하여 투영
- UTM zone 번호 부여
* 동서: 날짜 변경선 기준 동쪽으로 6°씩 60
개. 1~60

<그림 6> UTM의 투영 방식

* 남북: 80°S에서 84°N까지 8도씩 20개. C~X(I, O 제외)
- 원점
* 각 구역의 중앙경선과 적도가 만나는 지점
- 가원점
* 북반구의 경우 중앙경선으로부터 500,000m 서쪽과 적도가 만나는 지점
* 남반구의 경우 중앙경선으로부터 500,000m 서쪽과 적도로부터 10,000,000m 아래
- 우리나라
* Zone 51T, 51S, 52T, 52S
* 경도 123°E~126°E~132°E
* 중앙경선 123°E, 129°E
* 위도 32°N~40°N~48°N
* 서울(126°56′07˝E, 37°32′32˝N) 
Zone 52S(317,589, 4,15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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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TM 좌표계

- 국지 좌표계: 남북 방향 긴 국가에서 주로 사용
- TM 투영 후 직각 좌표 설정
- 기준 경선을 4개 사용 
4개의 투영 좌표계 존재 (2°간격)
* 서부 원점: 125°E, 38°N
* 중부 원점: 127°E, 38°N
* 동부 원점: 129°E, 38°N
* 동해 원점: 131°E, 38°N
- 가원점: 각 원점으로부터 서쪽으로 200,000m, 아래로 600,000m 지점에 존재
* 각 원점의 좌표는 200,000m E, 600,000m N
- 지형도 제작

□ 단일원점 평면직각좌표계: UTM-K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31호: 전국규모의 연속적인 자료구조를 가진 기본지리정보의 생
산․구축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본지리정보구축을 위한 단일평면직각좌표계”를 측량법시행
령 제2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 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
* 명칭 : UTM-K(한국형 UTM좌표계)
* 원점의 경위도: 경도-동경 127°30′00.000″, 위도-북위 38°00′00.000″
* 적용구역 : 한반도 전역
- 투영법: T.M(횡단 머케이터)로 하고 축척계수는 0.9996으로 함
- 투영원점의 수치: 기존 직각좌표와의 혼란방지와 차별화하기 위해 투영원점의 수치를 X(N)
2,000,000m, Y(E) 1,000,000m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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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기본도
1) 국가기본도란?
□ 지형·지물(자연지물 및 인공지물)에 대한 평면좌표뿐만 아니라 표고좌표 등 3차원의 좌표가 수록된
지형도
□ 전 영토에 대해 통일된 축척으로 국가가 제작하는 지도로 국토의 개발·이용을 위한 필수적인 기초자
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주제도 및 특수도의 기본도로 사용
□ 다목적 일반도
□ 제작현황
<표 3> 축척 별 제작 현황(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축 척

해당 도엽수

도면의 크기

1/5,000

17,524

1´30˝× 1´30˝

1/10,000

282

3´× 3´

1/25,000

811

7´30˝× 7´30˝

1/50,000

241

15´× 15´

1/250,000

13

1˚45´× 1˚

2) 1/5,000
□ 개요

- 국토의 보전개발, 통계조사의 기초자료제공 및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역할
을 할 수 있는 가진 대축척 지형도
- 건설공사설계 또는 도로, 철도, 하천 등 세부적인 국토개발에 사용
□ 제작현황

- 1975년부터 제작에 착수하여 전국의 17,524도엽을 제작
□ 제작 및 수정방법

- 1/2만 축척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1/5천 축척의 수치지형도를 제작한 후 도면제작편집과정
(도식적용규정에 준한 일반화, 상징화, 과장화 및 난외주기의 추가)을 거쳐 1/5천 축척의 지
형도를 제작

□ 1/50,000지형도 1구획(경위도 각15분)을 100등분한 경위도 각1분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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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0,000
□ 개요

- 1/5천 지형도를 1/2 축소 재편집함으로 그 내용은 축소비율에 따라 최소한의 변경이 있을 뿐,
정도면에서 1/5천 지형도와 동일
- 상세한 국토의 현황 파악과 국토이용개발 및 특수지도제작의 지도로서의 이용도를 제고
□ 제작현황

-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282도엽을 제작
□ 제작 및 수정방법

- 1/5천 지형도를 1/2로 축소 편집하여 제작함
□ 경위도 각3분 도곽으로 구획
□ 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표현은 1/5천 지형도의 표현과 같음

4) 1/25,000
□ 개요

- 지표면의 상황에 대한 측량결과와 행정구역 경계지명 등 필요한 사항을 축척에 따라 정확 상
세하게 도시한 것으로서 국토의 이용개발과 각종 사업에 필요한 지도의 기본도면 및 교재 등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지도
- 도로계획, 도시계획 등 국토종합개발 및 토지이용, 산림개발, 관광지도제작 등에 사용
□ 제작현황

- 1967년부터 제작에 착수하여 전국의 811도엽을 제작
□ 제작 및 수정방법

- 과거에는 5~10년 주기로 1/37,500축척의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지도를 제작 수정하였음
- 최근에는 1/5천 축척 수치지형도를 이용, 축소 편집하여 제작

□ 경위도 각 7분30초 도곽으로 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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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50,000
□ 개요

- 1/25천 지형도를 축소 편집하여 만든 지도로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산림조사, 관광지도제작
등에 주로 사용되며 수요가 가장 많은 지도

□ 제작현황

- 1973년부터 제작에 착수하여 전국 241도엽을 제작

□ 제작 및 수정방법

- 1/25,000지형도를 축소 편집하여 제작함
- 1/25,000지형도에 수정된 사항을 편집하여 1/50,000지형도에 수정

□ 경위도 각 7분30초 도곽으로 구획

6) 1/250,000
□ 개요

- 지세판단에 필요로 하는 지표면상의 상황과 행정구역경계 및 주요지명 등을 표현한 지도로
도상의 이용개발계획을 비롯한 각종 광역정책 계획수립용 또는 교육 및 관광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지도
- 허용오차 0.5㎜(실거리 125m)의 정확도

□ 제작현황

- 1973년에 13도엽을 제작하였고 2000년 북한지역지도를 추가, 2012년 소축척지형도 도식적
용규정 제정(고시 제2012-1225호)을 통해 25도엽으로 구성

□ 제작 및 수정방법

- 1/5만 지형도를 축소·편집하여 제작하였으며, 지형의 높이에 따라 색상과 음영에 차이를
두어 표현함으로써, 과거에 등고선으로 표현하였던 것에 비하여,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개선

□ 경도차 2도, 위도차 1도의 도곽으로 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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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가기본도의 투영법 및 좌표체계
구분

이전

현재

데이텀

Tokyo D

ITRF2000

타원체

Bessel 1841

GRS 1980

투영법

TM

TM

서부 : 125˚ E, 38˚ N
중부 : 127˚ E, 38˚ N
동부 : 129˚ E, 38˚ N

서부 : 125˚ E, 38˚ N
중부 : 127˚ E, 38˚ N
동부 : 129˚ E, 38˚ N
동해 : 131˚ E, 38˚ N

200,000W, 500,000S

200,000W, 600,000S

투영원점
가원점

□ 지도의 구성

<그림 7> 지형도의 구성

□ 제작 방법

- 실측: 1/5,000, 1/25,000
- 편집: 1/10,000, 1/50,000, 1/250,000
- 최근에는 1/25000 지도의 경우도 1/5000 수치지도를 이용 축소, 편집하여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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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측지도의 제작 절차

- 측지기준점 측량
- 항공사진 촬영 및 제작
- 지상기준점 측량
- 수치도화
- 지리조사 및 현지보완측량
- 정위치 편집
- 도면제작 편집, 인쇄
□ 항공사진 촬영

- 일정 축척 유지: 1/5000 지형도의 경우 1/20000 항공사진을 활용
- 항공사진은 촬영 진행방향으로 60%, 인접 코스 간 30%를 중복하여 촬영: 지형지물에 대한
입체 판독을 가능하게 함
□ 수치도화

- 최근에는 항공사진을 바로 수치도화 함
- 측량된 항공사진상의 지형, 지물을 해석도화기를 이용하여 디지털 데이터(레이어별)로 취득
- 중복된 두 사진을 이용, 입체화하여 절대 좌표 취득

6. 국가 수치지도 제작
1) 제작 현황
□ 1995년 이후 NGIS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

- 제1차 NGIS구축 기본계획(1995~2000)
* 수치지형도 1.0 전국 구축 완료(일부 산악, 도서 제외)
- 제2차 NGIS구축 기본계획(2001~2005)
* 수치지형도 수정, 갱신
* 2004년 이후 수치지형도 2.0 제작 시작
- 제3차 NGIS구축 기본계획(2006~2010)
* 기본지리정보(framework database)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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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도, 지적도, 공통주제도 등 제작
<표 5> 수치지형도 제작 현황
축 척

도엽수

수정기간

1/1천

20,606

'95~계속

1/5천

18,073

'95~계속

1/25천

844

'96~계속

1/25만

25

2000

토지이용현황도(1/25천)

414

2000

16,389

1999

토지특성도(1/5천)

□ 수치지형도 1.0.과 2.0
구분

1.0

2.0

축척에 따라 서로 다른 코드 체계 사용

축척에 관계없이 동일한 코드 분류 체계 사용

597개의 소분류로 구성

8개대 분류, 104개 소분류로 구성

위상정보표현

없음

위상정보 구축 가능(구조화편집)

파일 포맷

DXF

NGI(국토지리정보원포맷)

속성정보

별도 구축해야함

기본 속성 이용 가능

분류체계

□ 표준 레이어 코드(1.0)
1.철도

2.하천

3.도로

61

경계

62

목표물 Ⅰ

산업

63

목표물 Ⅱ

44

문화, 교육

71

등고선

수부지형

45

서비스

72

지형표현

31

도로경계

46

의료, 후생

73

기준점

32

도로중심

51

경계

81

행정경계

33

도로시설

52

녹지기호

82

지역(구역)경계

91

지형, 지물

34

표지 및
도로번호

53

기타기호

92

행정지물

11

선로

41

경계

12

철도시설

42

행정기관

21

수부

43

22

하천시설

23

4.건물

5.지류

6.시설물

7.지형

8.행정 및
지역경계
9.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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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레이어 코드(2.0)
대분류

하위분류

주요 내용

A 교통

001~022

도로, 철도, 나루

B 건물

001~002

건물, 담장

C 시설물

001~055

수계, 도로, 관거 등

D 식생

001~004

경지, 독립 수 등

E 수계

001~008

하천중심선, 실폭 하천, 호수 등

F 지형

001~005

등고선, 표고점 등

G 경계

001~003

행정경계 등

H 주기

001~005

도곽, 지명, 산명 등

2) 파일 포맷
□ DXF 포맷(1.0)

- CAD 데이터들간의 교환 표준
- 하나의 파일에 모든 코드(레이어) 포함
- Drawing 편리하나 속성 및 위상정보 포함하지 않고 있어 GIS 데이터로 활용하려면 부가적
인 작업 필요
- 레이어별로 GIS 데이터로 변환 필요
□ NGI 포맷(국토지리정보원 포맷)

- 수치지도 2.0 제공 포맷
- 국토지리정보원 무료제공 프로그램인 NgiMap 툴을 통해 확인 사용 가능
- 다양한 공간 속성정보와 위상정보를 포함→ 기존 수치지형도보다 지리정보 활용 폭이 다양
한 파일로 호환 사용 가능
- 국토지리정보원홈페이지(www.ngii.go.kr) – 공개자료 – 자료마당 – 프로그램 - “수지치도활
용 SW 업데이트 공개”
- 호환성의 문제: 다른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지원하지 않음

3) 국가 수치지형도의 유통
□ 국토정보맵(http://map.ngii.go.kr/ms/map/NlipMap.do)을 이용한 검색 및 다운로드
□ 국가공간정보포털 오픈마켓(http://data.nsdi.go.kr/)을 통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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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수지지형도의 활용
1. Surface(표면) 재현 방식
□ 수치 지형 데이터의 표본 추출 방법에 따른 분류

- Z값을 갖는 한정된 수의 점 데이터로부터 interpolation에 의해 연속적 표면 생성
- 표현되는 방식에 의해 정규형태의 표면, 비정규형태의 표면으로 구분
□ DEM (Digital Elevation Model)
□ TIN (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s)

DEM
Raster 모델
단순
중첩 등 공간분석

vs.
데이터 모델
지형의 특성
모델링 목적

TIN
Vector 모델
복잡
정교한 지형표현

<그림 8> DEM과 TIN

2. 정규표면: DEM
□ Z값을 갖는 동일한 크기의 정규격자로 구성
□ DEM은 아스키 형태로 정보 저장
□ 정규표면의 장점

- 정규표면내의 어느 위치에서도 고도값을 알 수 있음
- 근접성(Proximity), 분산(Dispersion), 최단거리분석 등의 공간분석을 수행

35

유적확인조사 실무
□ 정규표면의 단점

- 능선(Ridge)이나 산 정상(Peak) 등과 같은 지표면의 불규칙적 객체를 표현하기 어려움
□ 등고선 자료로부터 수치고도모델을 생성하고, 다시 이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을 3차원으로 표현

3. 비정규표면: TIN (부정형 삼각 네트워크)

Triangulated : 지표면을 표현하는 형태를 설명
Irregular : 다양한 밀도로 Z값을 표현
Network : TIN의 위상구조를 설명

□ 표본추출된 표고점들을 선택적으로 연결하여 형성된, 겹치지 않는, 불규칙한 모양의 삼각형으로 이루
어진 모자이크식으로 표면을 표현

- DEM과 달리 추출된 표본점들은 z, y, z값 가짐
- 벡터데이터모델로 위상구조 가짐
□ 지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규칙적으로 표본지점추출

- 경사가 급한 곳
조밀
□ TIN은 정확한 위치정보와 형태를 요구하는 대축척 지도에 적합

- 산 능선: 일련의 삼각면 꼭지점으로 표현 가능
- 정상: 삼각면의 노드로 표현 가능
□ 티센폴리곤 구축과 델로니 삼각법에 따른 TIN 생성

- 델로니 삼각형과 빈원기준(empty-circle criterion): 세 꼭지점을 포함하는 외접하는 원 안에
는 삼각형의 꼭지점 외에 다른 점을 포함하지 않음

<그림 9> 델로니 삼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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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N은 node, edge, face로 구성되며, 위상관계정보를 담은 3개의 속성테이블을 가짐.

- Node(point): (x,y,z) 좌표값으로 정의
- Face(triangle): 이웃하는 각 노드를 연결하여 구축 (인접삼각형 정보 포함)
- Edge(line of face): 삼각형을 구축하고 있는 선 (길이, from-node, to-node 정보)

4. 래스터 기반 지형 분석

1) Slope(경사) 분석
□ 각 셀과 인접 셀 간의 값의 최대 변화율
□ Derive slope: degrees of slope 값 도출 (0~90)
□ Slope request: degrees or percent of slope

<그림 10> GIS에서 경사 산출 방식

2) Aspect (향) 분석
□ Aspect: direction of slope
□ 북쪽을 기준으로 시계방향 각도로 표현

- 0 - 359.9 값 (평지: -1 값 할당)
- 북향 값 설정시 주의할 것: (0-22.5, 337.5-360)
□ 태양일사량, 온도, 습도와 관련: 식생, 농작물 성장 관련 분야 등 생태계와 환경계획분야에서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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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illshading (음영기복) 분석
□ 지표면의 가상적인 조도량 표현
□ 광원의 위치, 각 셀의 경사와 향에 대한 정보 필요

- Azimuth: 광원의 위치(시계방향)
- Altitude: 광원의 각도
□ 시각적 효과 증대

4) Visibility(가시권) 분석
□ 특정지점에서 관측가능한 영역을 표시
□ 부동산 가치 평가, 통신탑 위치 선정시
□ Line of Sight: line of sight and surface profile 생성
□ Visible Area: polygon theme 생성

5) 수지지형도의 등고선을 이용한 분석 사례

<등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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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

<음영기복>

<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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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지표조사란 원래 고고학적 조사방법, 즉 매장문화재를 조사하는 한 방법이다. 매장문화재조사는
조사 방법에 따라 ‘발굴조사’와 ‘지표조사’로 구분된다. 발굴조사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면을 ‘굴착’하
지만, 지표조사는 지면을 ‘굴착’하지 않는 조사이다. 또한 발굴조사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문화재를 해체하거나 절개하는 등의 행위가 수반되는 ‘파괴조사’이지만, 문화재를 손상 없이 조사하는
‘비파괴 조사’이다.
지표조사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우선 지표조사는 특별한 장비 없이 조사자의 지식과 경험
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조사이다.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조사 뿐 아니라, 문화재의 가치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보존·보호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 조사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동일한 대상을
조사하더라도 조사자의 전문성(경험이나 지식)에 따라 조사결과나 보존·보호 대책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의 간극은 문화재의 보존·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사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Ⅱ. 육상지표조사의 종류와 개념
지표조사란 한마디로 ‘지형, 지물의 훼손 없이 문화재를 찾고 조사하는 행위’로 간단히 정의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개념은 지표조사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표조사는 그 목적에 따라 ‘학술 지표조사’와 ‘구제 지표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1) 학술적 목적의 지표조사

‘학술적 목적의 지표조사’는 말 그대로 고고·역사·민속학 등의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지표조사인데, 기존의 개설서들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지표조사란 땅위에 들어난 증거들을 발견하여 한 지점이나 지역에서 인간이 자연에 가한 변형의
증거, 즉 문화적 활동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기록하며 분석하는 작업이다.--(이선복,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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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에 나타나는 고고학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이다. 지표조사는 지표에서 발견되
는 고고학적 정보를 통해 지하에 있는 유적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밀한 지
표조사를 통해 유적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즉 지표에서 발견되는 유물을 통해 그 유적이 어떤 시대
에 속하고 어떤 성격의 유적인지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지표조사를 통해 그 유적의 입지조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유적의 밀집도나 분포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 문화재 지표조사는 조사 대상지역 안에 있는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지표상에 드러난 대
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고고학회 2006)
위의 정의들에서 알 수 있듯이 학술적 목적의 지표조사는 기본적으로 조사대상 문화재에 대한 학
술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1차 목표이다. 학술적 목적의 지표조사는 조사대상 문화재의 범
위에 따라 다시 ‘특정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지표조사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표조사로 구분
된다.
특정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지표조사는 고분군, 고인돌, 폐사지, 城地, 봉수대, 민속자료 등과 같은
특정한 문화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표조사로 『한국고인돌종합조사』(문화재청 2000) 등과 같은
조사가 대표적인 예이다.
특정지역을 대상 하는 지표조사는 특정한 지역의 문화재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조사로, 각 지방자
치단체 별로 실시한 『○○시(군) 문화유적분포지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2) 건설공사 사전 지표조사

어떤 지역에서 건설공사 등의 형질 변경행위를 하게 되면, 해당지역 내에 분포하는 문화재는 파괴
될 수밖에 없다. 건설공사 사전 지표조사란 이렇게 건설공사 시행으로 파괴될 위험에 있는 문화재를
건설공사 시행 이전에 파악하고 조사하는 지표조사이다. 따라서 그 목적이 연구 등의 학술활동에 있
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로 훼손될 문화재를 보존·보호하는 데 있다. 이런 특징 때문에 건설공사 사
전 지표조사는 사실상 학술조사보다는 개발행위 이전의 행정절차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가에서 그 개
념을 다음과 같이 법제화 하였다.

-- “문화재 지표조사”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제62조 및 제91조에 따라 특정지역 안에서의 건설공
사의 시행에 앞서 지표 또는 수중에 노출된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여부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것
을 말하며, 역사,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내용을 포함한다.--(문화재
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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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라 함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
가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재청 2011)
위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설공사 사전 지표조사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학술적 목적의 지표
조사와 큰 차이가 없지만, 조사의 이유와 시점을 ‘건설공사 시행 이전’으로 한정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
가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계획에 따라 지표조사의 조사대상 범위가 정해지게 되며, 건설공사의 계획
이 수립되기 전에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즉 어떤 건설공사 예정 지역이 이미 예전에 학술적 목적으로 지표조사가 이루어진 지역이라 할지
라도 그 지표조사는 건설 공사 사전 지표조사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왜냐하면 학술적 목적의 지표
조사에는 해당 문화재에 대한 보존·보호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건설공사 사전 지표조사도 당연히 본질적으로는 학술적인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대상 문화재
에 대한 조사내용은 학술적 목적의 지표조사와 동일하다. 그러나 건설공사 사전 지표조사는 문화재만
조사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건설공사로 훼손될 문화재에 대한 보존·보호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목적의 지표조사와 차이가 있다.

Ⅲ. 지표조사 대상 문화재의 종류
지표조사의 조사대상은 당연히 문화재이다. 그러므로 지표조사의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문화재의
개념과 종류를 알아야 한다. 문화재의 사전적 의미는 ‘인류의 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가 큰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문화재는 그 개념상 인간 활동의 산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재로서 보호해야 할 대상에 동
물, 식물, 경관 등 자연 활동의 산물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문화재들도 당연히 지표조사의
조사대상 범주에 포함된다. 또한 유형문화재 뿐 아니라, 춤, 노래, 연례행사 등의 무형문화재도 조사대
상 범주에 포함되는 문화재이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의 종류를 ‘①유형문화재 ②무형문화재 ③기념물 ④민속문화재’ 4가지
로 구분하고 있지만, 이러한 구분은 법적으로 문화재를 지정할 때 편의성을 감안한 구분이며, 지표조
사에서는 그다지 실용적이지 못한 구분법이다. 실제 지표조사에서의 효율적인 문화재의 구분은 ‘(1)고
고․역사 문화재, (2)건축문화재 (3)사회․민속 문화재 (4)자연 문화재’의 4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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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고․역사 문화재

고고․역사 문화재(考古·歷史 文化財)는 말 그대로 ‘고고·역사와 관련된 물질적 흔적’을 말하며,
작게는 토기파편에서 크게는 고총고분까지 포함된다. 문화재 중 가장 종류가 많고 포괄적인 문화재이
다. 흔히 ‘유물(遺物)’, ‘유구(遺構)’, ‘유적(遺蹟)’ 이라고 불리는 문화재 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일반적
으로 유물·유구·유적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유물 : 인간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움직일 수 있는 잔존물로 토기, 석기, 골각기, 목기, 청동기,
철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유구 : 인간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움직일 수 없는 잔존물로 집터, 무덤, 건물지, 가마 등이 여기
에 해당된다.
유적 : 유물이나 유구들이 복합적인 단위로 모여 있는 장소를 말한다.
지석묘나 봉토분 같이 지상에 드러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지하에 매장되어 있어 지표면에
서 확인되는 유물이나 유구의 흔적 등으로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고분군’,
‘○○지석묘군’, ‘○○생활유적’, ‘○○유물산포지’, ‘○○가마터’ 등으로 표기되는 문화재가 고고역사 문
화재에 해당된다.

(2) 건축 문화재

건축 문화재(建築 文化財)는 개념상 고고·역사문화재와 중복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상에
드러나 있는 건조물(建造物)이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성곽, 성터, 봉수대, 절의 부속건물 또는 탑,
사당(祠堂), 고택(古宅), 비석, 구한말~1950년대에 지어진 서양 건축양식의 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건
축 문화재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관련 건축학 전공자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기도 한다.

(3) 민속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민속 문화재(民俗 文化財)를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
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라고 규정한다. 간단히 말해 ‘과거부터 있었던 것으로 현재까지 민간에 남아 있는 유·무형적인 문
화적 산물’이다. 민가(民家)나 마을의 제당 등의 유형문화재를 비롯하여 전통시장, 연례행사, 축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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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신앙 등의 무형문화재가 여기에 해당된다. 민속 문화재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 전공자의 전
문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4) 자연 문화재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형성된 문화재이다. 자연문화재를 조사하는데도 해당
분야 전공자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Ⅳ.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지표조사의 방법은 ‘지형·지물의 훼손 없이 문화재를 조사’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근간으로 하
지만,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지표조사의 목적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학술 지표조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연구자의 학술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조사방법이나 절차 등이 특별히 매뉴얼화 되
어 있지 않으며, 조사대상에 따라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반면 건설공사 사전 지표조사
는 학술행위이기도 하지만, 행정행위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조사자의 자격은 물론 조사절차나 방법 등
을 국가에서 법제화하고 매뉴얼화 하였다.
결과적으로 건설공사 사전 지표조사는 학술적 목적의 지표조사에 문화재의 보존·보호 대책이 추
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술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은 생략하고 이미 매뉴얼화 되어 있는 건
설공사 사전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건설공사 사전 지표조사는 통상 1)
조사준비 → 2)사전조사 → 3)현장조사 → 4)탐문 및 설문조사 → 5)보완조사 → 6)분석 및 결론도출
순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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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표조사 흐름도

(1) 조사준비

지표조사를 위한 조사단을 구성하고 문헌, 지도, 장비 등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조사단구성은 원칙
적으로 고고·역사, 건축, 민속, 자연문화재 등의 전문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지만, 사실 지표조사의 대
상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고·역사문화재이기 때문에 통상 조사단은 고고·역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만약 조사예정지에 건축, 민속, 자연문화재와 관련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반
드시 관련 전문가를 조사단에 포함시켜야 한다.
문헌은 해당 지역의 문화유적분포지도, 해당지역의 지명사와 관련된 문헌, 민속조사와 관련된 문
헌, 해당지역과 관련된 고문헌, 해당지역 자연환경과 관련된 문헌, 조사대상 지역 주변에서 실시된 지
표조사 및 발굴조사의 보고서,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헌 등을 확보해야한다.
지도는 기본적으로 해당지역의 1/25,000 및 1/5,000이상의 정밀한 수치지형도1)를 준비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지적도, 지질도(토양도), 고지도, 기타 필요한 주제도 등도 확보해 두어야 한다.
장비는 기본적으로 사진기, 나침반, 유물봉투, gps단말기, 기록지, 응급처리용 약품, 유물수습장
1) 수치지형도는 http://www.nsic.go.kr/ndsi/main.do 에서 다운로드를 통한 구입이 가능하니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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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줄자 등이 있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탐침봉, 풀․낙엽 등을 제거하기 위한 갈퀴 낫 등도 준비해 둬
야 한다. 그리고 해당지역이 넓을 경우에는 항공촬영 등을 위탁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탁본도구, 비디
오촬영기, 녹음기 등을 준비한다.
이밖에도 정밀한 조사를 위해 첨단기계를 이용한 지구물리탐사를 지표조사에 이용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용과 시간의 문제 때문에 건설공사 사전 지표조사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학술적 목
적의 지표조사에서만 이용된다.

<그림 2> 지표조사에 필요한 각종 도면

(2) 사전조사

사전조사는 주로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로 문헌, 지도, 웹사이트2) 등을 통해 조사지역의 자연․
인문지리적 정보를 비롯하여 조사지역 주변 문화재의 분포상황을 파악하는 조사이다. 사전조사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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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① 지형도에 조사지역의 범위 내와
주변 문화재(조사대상지 반경 500㎡내
의 지정문화재, 조사대상지 조망권 내
의 비지정문화재)의 위치를 파악한다.
주변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매장문화
재는 물론 자연문화재, 민속자료, 무형
문화재 등의 위치도 파악해 놓아야 한
다. 그리고 각 문화재의 정보와 조사대
상지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해 놓는다.
주변 문화재 및 조사이력을 검색할 때
에는 문화재청에서 제공하는 문화재
GIS통합인트라넷시스템을

이용하면

<그림 3> 문화재GIS통합인트라넷시스템

편리하다.
② 지질도 등을 통해 조사대상지 및 주변의 지질적 특성과 고지도와 현재 지형도, 현황측량도 등을
비교하여 조사대상지 및 주변의 지형변화 정보를 파악한다.
③ 문헌자료를 통해 조사대상지역의 지명 정보(지명변천과정, 지명유래), 연혁 등을 파악한다.

2) 사전조사에 유용한 웹사이트다.
문화재GIS통합인트라넷시스템 http://intranet.gis-heritage.go.kr/
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서비스 http://www.heritage.go.kr/index.jsp
국가지식포털 https://www.knowledge.go.kr/main.jsp
국립문화재연구소 http://www.nrich.go.kr/kr/nrich.jsp
국립민속박물관 http://www.nfm.go.kr/
국사편찬위원회 http://www.history.go.kr/app.main.Main.top
국토지리정보원 http://www.ngii.go.kr/index.do
남북한의 천연기념물 http://nm.nktech.net/index.jsp
문화재지리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
문화유산연구지식포탈 http://portal.nricp.go.kr/kr/data/
전국문화유적총람 http://all.nricp.go.kr/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 http://gsm.nricp.go.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한국지질자원연구원 http://www.kigam.re.kr/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ww.aks.ac.kr/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main/ma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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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표조사에 필요한 장비

51

유적확인조사 실무

(3) 현장조사
사전조사가 완료되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현장조사는 지표조사에서 가장 전문성이 요구되는 절
차이기 때문에 조사자의 경험이나 지식 등에 따라 현장조사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특히 매
장문화재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지하에 매장되어 있어 육안으로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쉬
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조사자의 전문성과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육안으로 확인되는 유물이나 유구 등의 직접적인 정보만 수집해서는 안되며 지리적·지형적
조건도 감안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장조사는 통상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① 조사대상지의 경계확인 : 먼저 조사대상지(사업예정지역)의 경계를 답사하여 경계 부분의 gps
좌표 값을 기록하고, 조사대상지의 전경을 다양한 방향에서 사진 촬영한다. 조사대상지가 넓을 경우
전경촬영은 항공촬영을 실시한다. 조사대상지
의 지형 구성이 다양할 경우에는 지형에 따라
지구를 구분하고 이를 지도에 표시하고 지구
별로 전경을 사진 촬영한다.
② 조사대상지 내 사전조사에서 확인된 문
화재에 대한 조사 : 사전조사에서 파악한 문화
재 중에, 먼저 조사대상지 내에 분포하거나 조
사대상지와 연결․중첩하는 문화재를 먼저 조
사한다.
③ 조사대상지 내 현장조사 : 구분된 지구

<그림 5> 지표조사에서 채집된 유물

별로 면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지에 풀이나 낙엽 등이 많을 경우 갈퀴나 낫
등을 이용하여 지표면을 조사한다. 조사대상
에 과도하게 임목이나 낙엽, 풀 등이 덮여 있
을 경우에는 먼저 경작지, 단애부 등을 조사한
후, 차츰 나머지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면 효율적이다.
현장조사에서는 문화재분포 증거(유물, 유
구 등의 흔적 및 지형조건)를 탐색한다. 문화
재 분포증거가 탐색될 경우, 탐색된 지역의 위
치를 지도에 표시하고 좌표 값, 탐색된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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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구흔적(석곽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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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유물채집지점의 표시

성격 및 수량 등을 기록한다. 그리고 탐색된 문화재분포 증거와 지형적인 조건, 사전조사를 통해 얻어
진 정보 등을 종합하여 대상지 내에 분포하는 문화재의 종류를 파악한다. 그리고 파악한 문화재의 분포
범위를 정하는데, 유구나 유물 등의 분포범위와 지형의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분포범위를 설정한다.
한편, 조사대상지 내 문화재 중에 건축문화재나 민속․자연 문화재는 일반적으로 사전조사를 통해
파악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하지만, 매장문화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수집
된 정보와 지형 조건, 사전조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표 1>은 매장문화재의 종류에 따른
분포증거와 지형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매장문화재의 종류에 따른 분포증거와 지형조건
매장문화재의 종류

직접적인 분포증거

지형적인 조건

고분

마운드, 부장유물(토기 등)의 파편, 묘의
석재, 도굴갱 등

능선, 구릉사면, 평지

지석묘

상석, 지석, 묘의 석재

평지, 완경사면

패총

조개, 유물편 등

해안가

건물지

돌, 석재, 기와편 등

다양한 지형

생활유적, 취락

일상토기, 도구류 등의 유물 등

다양한 지형

생산유적(가마)

소토, 가마의 벽체, 기와편, 토기편 등

계곡부, 경사면과 평지가 만나는 곳

생산유적(야철지)

소토, 노의 벽체, 슬러그 등

평지, 구릉의 평탄면

경작유적(밭)

관련 유물편

충적지

경작유적(논)

관련 유물편

배후습지, 계곡부, 충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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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사대상지 주변 현장조사 : 사전조사에서 파악한 조사대상지 주변 문화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대상지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탐문 및 설문조사

현장조사가 완료된 다음에는 사전조사와 현장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문화재 분포 증거를 수집
하기 위하여 탐문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탐문 및 설문조사의 대상자는 조사지역 현황에 밝은 원로
또는 관계인 등으로 한다. 탐문 및 설문조사에서 사전조사나 현장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문화재
분포 관련 정보가 수집될 경우 이를 기록하며 필요에 따라 녹음기나 비디오촬영기 등을 이용한다.

(5) 보완조사

탐문 및 설문조사에서 사전조사와 현장조사에
서 누락된 문화재분포 관련 정보가 수집될 경우,
이에 대한 보완조사를 실시한다.

(6) 분석 및 결론도출

① 자료 및 정보 분석 : 현장조사가 완료된 다
음에는 사전조사와 현장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분석하여. 조사대상지 내의 문화재분포 현
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② 신규 문화재의 성격 및 명칭 부여 : 지표조
사를 통해 새로운 문화재가 확인될 경우 적절한
문화재의 명칭을 부여하고 문화재의 성격, 분포
범위 등을 결정한다. 문화재의 성격, 분포범위는
문화재의 직접적인 분포 증거(유물, 유구 등의 흔
적)와 지형적·지리적 조건, 그리고 인접한 지역
의 문화재 분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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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유적의 범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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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야 한다.
신규 유적의 명칭 : 유적의 명칭은 ‘행정구역명+고유지명+유적의 성격’으로 정한다.
예) 울주 용리 범골 유물산포지
행정구역명

고유지명

유적의 성격

신규 유적의 성격 : 채집된 증거(유물, 유구 흔적 등), 지형, 주변유적 등을 종합하여 유적의 성격을
결정한다. 예) 유물산포지, 고분군, 생활유적, 취락지 등
③ 조사대상지 및 주변 문화재에 대한 보존 대책 의견 수립
지표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건설공사 예정부지의 지표조사는 사실
상 그 결과가 중요한 ‘행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한다.
법률로 정해진 보존 조치는 원형 보존, 이전 복원,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매장문화
재 발굴조사(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매장문화재 발견시 신고(공사시행)로 이 중 선택하
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지역을 구분하여 복합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그리고 각 조치
에 필요한 면적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제시해야 한다. 다음은 각 조치에 대한 설명이다.
<표 2> 지표조사 이후의 보존대책 구분(시행규칙 5조)
정밀발굴조사

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 전체에 대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
문화재청 허가

시굴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발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장문화재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것

입회조사

공사 시행시에 매장문화재 전문가가 입회하는 조사.

문화재청
비허가

원형 보존 :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지에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지정문화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확인될 경우나, 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이다.

이전(移轉) 복원 :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시관이나 인근 장소 등으로 이전하여 복원(모형으로
복원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원형보존보다 상대적으로 보존가치가 낮을 경우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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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발굴조사 : 지하에 매장문화재가 확실히 분포한다고 판단되고 그 성격이나 범위가 비교적 확
정적일 때,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이다. 발굴조사가 필요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동반되어야 한
다. 필요한 면적을 정확하게 계산하여야 하며, 도면에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시굴조사 : 매장문화재의 분포 가능성이 높을 경우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이다. 문화재가 분포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동반되어야 하며, 시굴조사가 필요한 범위 면적 등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 구체적인 문화재 분포증거는 확인되지 않으나, 지형적 조건 등을 감안하여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표본시굴조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필요한 면적을 구체적으
로 표시해야 한다.

입회조사 : 표본조사가 필요한 경우보다 문화재의 분포가능성이 낮을 경우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이
다. 필요한 범위 면적 등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매장문화재 발견 시 신고(사업시행) : 문화재의 분포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이
다. 범위 면적 등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Ⅴ. 실습과제
실습지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리, 다개리 일원이이다. 가상의 사업대상지 및 인근 지표조사를
실시한 후 아래의 사항을 이행할 것.

1. 매장문화재 분포흔적(유구 및 유물) 확인지점 표시
2.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표시
3.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성격을 적을 것

56

지표조사 실습

3

57

유적확인조사 실무

참고문헌
이선복, 1988,『고고학개론』.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한국고고학사전』下.
한국고고학회, 2006,『문화재 지표조사 매뉴얼 연구』.
문화재청, 2009,『매장문화재 업무편람』.
문화재청, 2011, 『지표조사규정』.
김현식, 2014,「지표조사」,『야외고고학』(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58

유 적확인조사 실무

4
QGIS활용 유적분포도 작성법
허의행 | 수원대학교

1. 좌표체계(좌표 잡기)
2. 유적분포지도 작성
3. 유적의 위치와 자연지리환경 도면
4. 고찰도면

4

61

QGIS활용 유적분포도 작성법

62

유적확인조사 실무

4

63

QGIS활용 유적분포도 작성법

64

유적확인조사 실무

4

65

QGIS활용 유적분포도 작성법

66

유적확인조사 실무

4

67

QGIS활용 유적분포도 작성법

68

유적확인조사 실무

4

69

QGIS활용 유적분포도 작성법

70

유적확인조사 실무

4

71

QGIS활용 유적분포도 작성법

72

유적확인조사 실무

4

73

QGIS활용 유적분포도 작성법

유 적확인조사 실무

5
지표조사보고서 작성법
권귀향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1. 머리말
2. 지표조사 대상 자료의 수집과 적용
3. 지표조사보고서 작성법
4. 맺음말

지표조사보고서 작성법

5

1. 머리말
지표조사는 ‘지형ㆍ지물의 훼손 없이 문화재를 찾고 조사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굴착행위를 동반하
는 시ㆍ발굴조사보다 선행적으로 실시되는 고고학 조사의 초석이라 할 수 있다. 조사대상의 범위와 성
격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발굴조사와는 달리, 지표조사는 광역의 범위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고, 매장문화재 뿐만 아니라 지정문화재를 비롯한 다양한 유형문화재를 포괄적으로 다룬다.
지표조사의 목적은 발굴조사와 같이 학술조사 또는 건설공사의 사전조사(=구제발굴)로 구분되는
데, 발굴조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발행위 이전에 조사가 시행된다는 점과 학술목적과 더불어 문
화재의 보존ㆍ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제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상변경 이전에 실시되는 지표조사의 특성상 보완조사 및 추가조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 조사 유무와 조사 방향이 결정되고 사업시행자의 부지 선정 등 개
발행위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해당 조사시점에 보다 정확한 조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역량
과 책임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지표조사보고서 작성 시 수집해야 할 자료의 종류와 내용을 정리하고, 보고서 작성 방
법과 유의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표조사보고서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조사원들에게
본인이 작성한 각종 자료의 의미와 보고서에서 필수적으로 전달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 지표조사 대상 자료의 수집과 적용
고고학조사는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하지만, 현장조사 이전에 해당 조사범위(또는 문화재)와 관련
된 각종 정보를 수집ㆍ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광역 범위로 실시되는 지표조사의 경우 이러한 사전조
사가 더욱 중요하다.
조사자는 기존 조사자료를 숙지하여 조사범위 내에 분포하는 각종 문화재의 분포와 성격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지형 등과 결부시켜 유적이 유존 가능한 범위를 추론해야 한다. 또한 조사범위에서 행
해진 각종 형상변경 행위(예-농지정리, 도로개설, 하천정비 등)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여 유적의 유실
등에 대한 근거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77

유적확인조사 실무

1) 문화재 현황조사
사업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의 국가 또는 시ㆍ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향
토자료 등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고 역사기록 및 향토사 연구자료 등을 조사한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자료는 문화유적분포지도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이며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기 조사자료(발굴조사
보고서 등)와 문헌자료 등으로 확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조사내용은 원고로 수록될 뿐만 아니라
주변유적 분포도로 작성하여 현장조사의 나침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도면은 색인 등을 활용하여
직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사전 현황조사를 통해 조사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각종 문화재와 유적의 특징(시대ㆍ입지ㆍ유적성
격ㆍ유구종류ㆍ출토유물의 시대성과 종류 등)을 파악하고 이를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걸
쳐 결과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활용자료의 종류
○ 문화유적분포지도
○ 문화유적원부
○ 문화재관리대장
○ 기 조사자료(보고서 등)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main.do)
○ 고문헌자료(지리지, 읍지 등의 각종 문헌, 고지형도 등)
○ 위성사진, 항공사진 등 사진자료
○ 지형도, 지질도 등 지도자료

한편, 지표조사 범위 내에 지정문화재가 포함된 경우 개발 행위의 허용범위가 상이하여 보존 방
안(현지보존, 이전보존, 기록보존)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 대부분의 지표조사는 개발행위를 전제
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 의뢰인이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
지만, 사업자가 문화재 관련 정보 취득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조사자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조사 의
뢰인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추가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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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보호구역 등급(문화재와 지자체에 따라 기준 상이)
1. 문화재보호구역 1구역 : 개별심의(거의 건축 불가)
2. 문화재보호구역 2구역 : 최고높이 5~11m 이하(경사지붕 7.5m~14m 이하)
3. 문화재보호구역 3구역 : 최고높이 8~14m 이하(경사지붕 12m~17m 이하)
4. 문화재보호구역 4~5구역 : 각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일정 최고높이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할 수 있음)

2) 고지도 조사
고지도는 활용빈도가 높은 사전조사 자료로서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선별적으로 접근하여 적합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아래는 자료의 특징과 활용법 및 지도 수집경로를 정리한 것
이다.(이승원, 2016.)

(1) 고지도
활용범위 : 중근세유적의 정보 파악
사용빈도 : 대동여지도>해동지도>조선후기지방도 등
수집경로 :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열람 가능

① 대동여지도
활용범위 : 광역 정보 파악에 활용, 산맥, 하천, 도로 등 큰 지형 파악 가능
내용 : 남북을 120리로 나누고 동서를 80리 간격으로 한 면을 구성
정확도가 높으나 군현단위의 세부정보는 표기되어 있지 않음

② 해동지도(1750년대 초 제작)
활용범위 : 군현 내부의 읍치, 성곽, 관아 등 중요시설물 파악에 활용
내용 : 군현지도. 회화식. 지도의 여백에는 호구, 전결, 곡물, 군병, 건치연혁,
산천, 군명, 고적, 역원, 서원, 불우, 토산, 방면주기(방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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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872년 지방도
활용범위 : 관방유적이나 사찰, 관청 등의 유적 조사 시 용이
선사유적 파악에는 한계가 있음
공간에 대한 이해와 읍치의 위치정보 등 확인 시 반드시 필요
내용 : 군현지도 정보+영, 진, 보, 목장, 산성 등 포함
(관청 혹은 주요시설 확인 시 반드시 필요)
기타 : 봉수대 조사 시 해동팔도봉화지도(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활용

(2) 근세한국오만분지일지형도(1895~1918년 제작)
활용범위 : 국토개발이 진행되기 이전의 지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
선사~통일신라시대의 유적 입지 변화를 파악에 활용
내용 : 경선(경도차 15′)과 위선(위도차 10′)으로 구획한 범위를 도곽으로 구성
지도의 크기는 가로 58cm, 세로 48.2cm
축척은 미터법(1:50,000)과 척관법(尺貫法) 수치 병기, 총 722매
수집경로 : 종로도서관 고문헌 검색시스템 열람 가능
景仁文化社, 『(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上-下, 1988 외

(3) 지적원도(1910~1918년)
활용범위 : 근세유적 조사 시 고지도의 부정확성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도심지 조사에 활용. 수치지도와 연계. 지적 번지와 종류 등 파악
내용 : 토지ㆍ임야조사부, 지적ㆍ임야원도 등
축척=1/600(도심), 1/1,200(지방), 1/2,400(산간지역)
수집경로 : 국가기록원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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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근세한국오만분지일지형도 활용 사례
창녕지역
근세지형도

대상 유적

출처

출판기관 및 년도

창녕 목마산성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조선고적도보
-한국고고자료집성①-

민족문화(1995)

<기 조사자료 수집 병행>
조선총독부, 조선고적도보, 1916.
경상남도 창녕군은 국사(일본서기)에서 보이는 비자발의 영토로서 읍의 동북쪽으로 목마산성이 있다. 그 성 바깥의 산
록에 고분이 산포되어 있다. 이미 파괴된 것(고분)을 볼 때, 현실은 장방형이고 부근에 임나시대[가야]로 인식되는 도기
편이 남아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산성과 고분은 비자벌의 유적일 것이다. 또한 읍에서 북동북으로 약 30정(町) 떨어진
땅에 고분 십 수기가 있는데, 전자와 비교하면 시대가 조금 내려가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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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공사진 조사
항공사진은 지형 파악에 유용한 자료이다. 실제 지형을 육안으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시인성이
높은 자료이기도 하다. 가장 활용도가 높은 자료는 본격적인 형상변경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1954년에
제작된 항공사진으로서 유적의 범위와 잔존현황을 비교적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스카이뷰(위성사
진)의 경우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자료의 접근이 용이하고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지형의 연차적인
변동사항을 파악하는데 이용가능하다. 1954년 항공사진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수
집할 수 있다.
<표 2> 항공사진 활용 사례
창녕지역
항공사진

대상 유적

출처

촬영년도

창녕 목마산성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1954년

4) 고문헌 조사
문헌자료는 조사지역의 역사적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이다.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문헌사학 전공자의 자문을 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나 조사 여건상 기 작성된 자료를 참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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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조사원은 실제 문헌조사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용 가능한 자
료의 종류와 접근법을 알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시대별 문헌자료를 살펴보면 고대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이 있으며,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사서
는 고려사, 고려사절요, 고려도경,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편년체 역사서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와 같은 조선시대의 인문지리서를 비롯하여 읍지,
지리지 등의 자료를 활용해 볼 수 있다.
문헌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원문 및 번역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
들 자료는 예를 들어, 해당 지표조사 지역에 조선시대 성곽이 잔존하고 있을 경우 『조선왕조실록』
을 찾아 ‘성곽’, ‘읍성’, ‘○○성’, ‘○○역’과 같은 표제어(①)로 검색하여 관련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외에 표제어만으로 해당 기사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해당 연
도(②)에 관한 자료를 검색하여 관련 기록을 참조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방법이다.
※ 문헌조사 사례
①
거제현(巨濟縣)의 오양역(烏壤驛)을 복구(復舊)하였으니, 지현사(知縣事) 손이
순(孫以恂)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당초에 고성(固城)의 송도역(松道驛)에서 거
제현까지가 70리이고, 거기서 옥포(玉浦)·영등(永登) 각 포까지는 또 요원(遼
遠)하므로, 송도역 말이 많이 시달려서 죽게 되는 까닭으로 이 역을 설치하게
된 것이었다.
復立巨濟縣 烏壤驛 從知縣事孫以恂之請也 初自固城 松道驛至巨濟縣七十里 至
玉浦永登各浦 又加遼隔 松道之馬多困斃 故置此驛.
②
『세종실록(世宗實錄)』권29 세종 7년 8월 계미(癸未)

5) 지명 조사
현재는 도로명 주소로 행정체계가 변화되었지만, 옛 지명에는 지리적 특징과 지역의 역할, 생업,
생산품 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옛 사람들의 활동과 문화재 소재 유무를 유추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마골 등 생산체계를 나타내는 지명, 가포(架浦) 등 포구의 역할을 했던 마을을 뜻하는
지명도 존재한다. 또 상촌-하촌 등 마을의 관계성이 포함되어 있거나, 입석리, 부채 바위(돌부처가 있
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 절골 등 신앙과 관련된 지명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지명 조사는
1980년 한글학회에서 발행한 한국지명총람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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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洞ㆍ里의 지명에서 屯, 倉, 城, 平, 坪, 院, 井 등이 사용되는 지역은 선사시대 이래 중요거점
이거나 취락과 생산을 담당하는 지역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 바 있으며 고고학 조사 성과도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들 지명이 포함된 연기 나성리유적, 횡성 둔내유적, 진주 대평리
유적, 진주 평거동유적은 하천주변의 미고지나 자연제방에 형성된 청동기~원삼국시대의 취락 유적이
다.(공민규, 2018)

6) 자연환경과 고고환경 조사
자연환경 조사는 조사대상지역
의 지형적 특성을 바탕으로 매장문
화재의 분포를 예측하기 위한 예비
조사 과정이다. 즉, 사전조사 단계
에서 문화유적분포지도, 역사기록,
향토사 연구자료 등을 통해 파악된
문화재 분포현황을 위성사진, 항공
사진, 고지도, 지형도, 수치지도 등
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적용하고
문화재의 유무를 예측해 볼 수 있
다.(나건주, 2016)
자연환경 분야는 유적의 과거
입지, 생태, 자원영역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과거 자연환경
의 변천과정을 조사 기록하는데 중
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유적의 형
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공간
적 범위를 우선하여 조사기록 하고
지나치게 넓은 자연환경의 기계적
인 기술은 지양한다. 자연환경 분
야의 기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유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지형,

• 유적의 입지적 특징 연구
• 토양자원 이용 패턴 연구
• 암석자원 이용 연구
• 수자원 이용 연구
• 유적 분포 패턴 분석
• 유적 밀집도 분석
• 유적 근접분석
• 유적 경관 연구
<그림 1> 고고자료의 공간자료와 고고학적 의미
(정훈진ㆍ강동석, 2010, 수정 인용.)

지질, 수계, 기상, 식물상, 동물상, 경관 등의 제반 자연요소들이 있다.(류기정, 2016)
자연환경을 설명하는 도면 자료로는 지형도ㆍ토양도ㆍ지질도 등의 이용빈도가 높다. 그리고 지표
상에서 육안으로 관찰하기 힘든 지형은 음영기복도, 광역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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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조사대상지역의 현재 행정권역, 도로, 하천, 고도 등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해주는데, 토지 이용의
물리적인 제약이 거의 없는 현대 사회에서 형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이전 시대의 토지 이용(≒입지
선정) 현황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이에 지표 및 지하에 분포하고 있는 지질구
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토양도ㆍ지질도 등을 이용하여 자연적인 지형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유적의
형성과 밀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광역지형도

지질도

토양분포 지형도(농촌진흥원 국립농업과학원)

토양퇴적 양식도(농촌진흥원 국립농업과학원)

<그림 2> 자연환경 관련 지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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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표조사보고서 작성법
보고서란 어떤 주제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연구한 결과를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글이나 문서로
정의된다. 대부분의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보고서의 작성 조건(구인환, 2006)
1.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
2. 보고할 내용이나 대상, 보고의 순서나 방법을 먼저 제시
3.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 그림, 관련 사진 등의 보조 자료를 적절히 사용
4. 기술순서 ① 주제 소개, 조사 목적과 방법 및 조사 경과를 기술
② 보고할 내용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제시
③ 조사자의 의견이나 소감 등을 제시

지표조사보고서 역시 동일한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지표조사보고서의 경우, 학술조사
보고서인 동시에 행정서류로 이용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일반인이 이해
하기 쉬운 표준용어 사용이 권장된다.
지표조사는 그 목적에 따라서 건설공사의 사전조사일 경우 문화재청 매뉴얼에 따라 작성지침을 준
수하여 작성한다. 학술조사의 경우 정해진 매뉴얼은 없으나 문화재청 매뉴얼을 바탕으로 유적의 성격
에 따라 변용하여 작성 가능하다.

1) 지표조사보고서의 구체적 내용 및 구성
지표조사보고서의 구체적 내용과 구성 요소는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제
2항 관련)에 명시되어 있다. 작성항목은 조사개요, 조사지역과 그 주변환경, 조사내용, 종합고찰 및 조
사단 의견으로 구분된다. 정확한내용은 법령집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아래 내용은 중요내용을 요
약하여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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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개요
가. 조사명
○ 사업명칭을 포함하여 작성
나. 조사경위
○ 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과 목적 등을 간략하게 서술
다. 조사지역 및 범위
○ 다각형 형태로 구체적으로 표시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수치지형도 활용(지적도), 사업구역도와 개별유적위치도 반드시 첨부
○ 절대좌표값(평면직각좌표) 반드시 기재
○ 사업시행자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계획 평면도와 조사대상 면적 일치 여부 반드시 확인
라. 조사기간
○ 조사에 걸린 총 기간 명시
○ 사전조사-현장조사-보고서 작성기간으로 구분
마. 조사단구성
○ 등급별ㆍ분야별 조사 참여자를 실명으로 명시
바. 조사의뢰기관
○ 사업시행기관 또는 사업자(원발주처 병기)

(2) 조사지역과 그 주변 환경
가. 사업 대상지역(수역) 및 주변의 자연ㆍ지리적 환경, 고고ㆍ역사적 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 각각 구분하여 기술
나. 지도의 활용
○ 기본도 필수 수록 : 국토지리정보원 발행의 수치지형도
○ 기타 주제도는 조사지역과 주변환경과의 관계 설명 용도로 사용
○ 1950년대 이전 지도를 활용하여 현 지형과 비교 검토
○ 주변유적과 사업대상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수록하고, 300m, 500m, 1km 반경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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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내용

가. 공통사항
○ 문헌조사
○ 주변 문화재 현황
○ 역사, 고고, 민속(탐문조사 포함), 자연문화재, 고유지명, 고건축, 성곽 등 각 분야별 조사내용
○ 주변 문화유적과 사업목적물과의 관계 기술
(이격거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등)
○ 조사지역 현황 및 유구, 유물의 사진(칼라 3×5)
○ 축척 1/5000~1/10000 내외의 수치지형도(지적도)에 문화재 분포범위 표시, 도엽번호 반드시 기재
○ 기존에 알려진 문화재는 관련 문헌 반드시 기재, 변경 필요시 그 사유와 범위 정확히 표기
○ 추상적 표현 사용 불가
○ 분포범위를 면으로 표현 가능한 경우 1:5000에 곡선으로 표기 : 유물산포지, 지석묘군, 고분군 등
○ 분포범위를 면으로 표현 불가능한 경우 1:5000에 점으로 표기(중심에서 반경 5m 내외) : 지석묘, 탑, 사당 등
○ 국가기본도 외 자체제작도면에 조사범위 경계 표시 시 2개 이상의 GPS 좌표 기재
○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 고도지역 조사 시 GPS값 반드시 기재, 측지기준계, 사용타원회전체 및 투영법 등의 정
보 필수 기재
○ 도면에는 방향과 축척을 반드시 표기, 구적계로 면적을 산출하여 제시

나. 기타 사업 및 특성에 따른 조사내용
○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큰 변화를 수반하는 사업은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과 대책 수록(공람을 필한 환경영향평
가서로 대체 가능)
: 댐 등 넓은 범위의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 대규모 매립을 수반하는 항만공사
: 간척과 같은 연안 및 개펄지역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등
○ 지질ㆍ광물ㆍ화석, 동ㆍ식물 등의 자연과학적 조사 결과 수록
○ 기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조사토록 한 사항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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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가. 사업대상지역 내 유물 또는 유구의 분포여부, 사업시행으로 인해 문화재의 보존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영
향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ㆍ고찰하고, 조사기관 의견(원형보존, 이전복원, 발굴조사 등)을 기술하고, 아래 표로
정리
조사기관

유적번호

유적이름

행정구역
(주소)

면적(㎡)

유적성격

조사기관의견

비고
※이격거리

○ 발굴조사 필요 시 조사범위와 면적을 도면에 정확하게 표시, 계량화 또는 수치화
○ 사업부지 내 문화재, 주변 500m 이내 지정문화재, 기타 사업의 영향권 내 문화재는 반드시 포함
나. 발굴조사가 필요 시 조사기관의 유의사항
○ 발굴조사 필요 시 조사범위와 면적을 도면에 정확하게 표시하고 면적 산정(중복내용)
○ 특히, 사업부지 내에서 유구, 유물을 미확인한 상태에서 발굴조사를 제시할 경우 지질환경, 주변지역에 대한 발
굴조사 결과, 관련 문헌자료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수록
다.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초록으로 첨부(별지 제3호서식)

2) 지표조사보고서 작성 예시
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작성된 지표조사보고서 사례를 통해 보고서 작성 과정을 살펴보겠
다. 아래 두 가지 사례 중 고분군의 지표조사는 유적의 정비ㆍ복원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각 보고서
는 문화재청 매뉴얼에 따라 충실하게 작성하였으며 목적에 따라 유적의 기본현황과 추후 정비ㆍ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장을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3> 지표조사보고서 목차 예시
건설공사의 사전조사
: ○○시 ○○공원 지표조사
Ⅰ. 조사개요
Ⅱ. 역사ㆍ고고학 분야의 조사
1. ○○시의 자연ㆍ지리적 환경
2. ○○시의 역사적 환경

학술조사
: ○○시 ○○ 고분군 지표조사
Ⅰ. 조사개요
Ⅱ. 조사지역과 그 주변환경
1. ○○시의 자연ㆍ지리적 환경
2. ○○시의 역사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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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내용
1. 문헌조사
2. 조사지역(사업구역) 주변 문화재 현황
(500m 이내)
1) 지정문화재
2) 고고분야
3) 역사ㆍ고건축 분야
4) 자연ㆍ민속분야
3. 조사지역(사업구역) 내 문화재 현황
1) 지정문화재
2) 고고분야
(1) Ⅰ구간
(2) Ⅱ구간
(3) Ⅲ구간
4. 민속 및 지명전승
1) 조사대상지역 개관
2) 민속과 문화행사
3) 조사대상지역의 지명전승
Ⅳ.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참고문헌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표

Ⅲ. 조사내용
1. 문헌조사
2. 조사지역(사업구역) 주변 문화재 현황
(1km 이내)
1) 지정문화재
2) 고고분야
3) 역사ㆍ고건축 분야
3. ○○시의 삼국시대 고분군 현황
1) 고분군 현황
2) 발굴조사 된 고분군 현황 집성
4. 조사지역(사업구역) 내 문화재 현황
1) 지정문화재
2) 고고분야
5. 민속 및 지명전승
1) 조사대상지역 개관
2) 민속과 문화행사
3) 조사대상지역의 지명전승
Ⅳ. ○○ 고분군의 정비ㆍ활용계획
1. 고분군 보존ㆍ관리 기본현황
2. 고분군 정비ㆍ활용 기본계획
Ⅴ.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첨부) 학술자문회의 의견서
참고문헌

수치도면은 지침에 따라 50mㆍ300mㆍ500mㆍ1km 반경을 조사대상지역 외곽선과 동일한 범위로
확장하여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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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00

5

1/5,000

<그림 3> 조사대상지역의 주변유적 분포도와 지형도 작성 예시

조사대상지와 관련하여 기존에 보고된 문화재를 현장조사를 통해 고증하되 변경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신규 의견을 첨부한다. 유적이 확인된 경우는 보존ㆍ보호 대책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도면을
통해 정확한 범위를 표기하여야 하고, 유적이 미확인 된 경우도 원지형 분석과 토지 이용현황 등을 정
확히 제시하여 유적이 없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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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1) 유적이 확인된 경우(○○시 ○○공원 지표조사-보존ㆍ보호 대책 제시)
사례2) 유적이 확인된 경우(○○시 ○○ 고분군-유적의 범위 변경 보고)
사례3) 유적이 미확인된 경우(○○시 ○○지구 지표조사-유적 부재 근거 제시)
<그림 4> 종합의견이 표기된 각종 도면 예시

항공사진

1926년 근세지형도

<그림 5> 유적이 미확인된 조사대상지역의 지형자료 제시 예시

지표조사보고서는 조사지역 주변과 조사지역 내(500m 이내)에 분포하는 문화재 현황과 조사내용
에 관한 원고ㆍ사진이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한다. 문화유적분포지도에 수록된 유적의 경우는 기존 명
칭을 사용하고, 신규유적은 동(리)명+(자연지명)+유적종류+일련번호(아라비아 원문자 사용) 순으로
유적명을 부여한다. 주변 문화재는 유적 개요와 더불어 사업시행 시의 영향에 관한 판단 근거(거리)와
유의점을 기술하고, 조사지역 내의 문화재는 기 조사내용과 현황을 종합하여 추후 보존ㆍ보호 대책을
제시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표조사보고서는 행정서류로 이용되기 때문에 이들 내용은 표 등으로
간단ㆍ명료하게 정리하여 보고된다. 결과표는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3호 서
식]으로 첨부되며 GPS좌표나 사업지역과의 이격 거리 등이 포함된 서식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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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작성 사례1)
○ 미양서원
미양서원은 신용리유물산포지Ⅱ의 북쪽 구릉 말단부에 위치하며,…<중략>…경상남도 유형문
화재 제352호로 지정되어 있다.…<중략>…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20세기 초의 목판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미양서원은 사업구간과 불과 약 1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공사시행구간 500m 이내의 지정문
화재에 대해서는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거친 후 공사 시행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2010,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수정 인용)

원고 작성 사례2)
○ 김해 하계농공단지 조성부지내 유적
김해시에서 진영읍 하계리 일원에 시행예정인 ‘김해 하계농공단지 조성부지’로서 응봉산에서 남
서쪽으로 뻗어 내린 완만한 구릉사면 말단부에 위치하며…<중략>…삼국시대 주거지 16동, 수혈
16기, 주혈군 2개소, 구 3기, 제련로 1기와 조선시대 수혈 5기, 주혈군 2개소 등 삼국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는 총 45기의 유구가 검출되었다.
김해 하계농공단지 조성부지내 유적은 본 사업지와 약 550m 이격된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본 사
업으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0,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수정 인용)

원고 작성 사례3)
○ 연구리 마지유물산포지
철마면사무소에서 기장 방면으로 약 1km를 가면 보림교가 나오는데, 이 다리 바로 앞에서 왼쪽
으로 난 길을 따라가면 마지마을이 나온다.…<중략>…부산대학교에 의한 지표조사 시 이곳에서
백자편이 채집되었으며 입지로 보아 생활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연구리 마지유물산포지는 본 사업지와 약 80m 이격된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공사시행 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2010,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수정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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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작성 사례4)
○ 창원 대원동 유물산포지
창원 대원동 유물산포지는 군먼당의 서쪽 구릉 말단부의 유토피아골프랜드 일대와 서쪽 사면에
해당한다. 현재 골프장 건설로 유적의 일부가 파괴된 것으로 추정되며 구릉 능선부를 따라 산책로
가 개설되어 있다. 기 조사시 무문토기편이 수습되어 청동기시대 취락이 유존할 가능성이 높을 것
으로 보고되었다.
금회 조사 시에는 회청색 경질토기편과 자기편이 수습되어 인근한 두대동 유물산포지와 동일한
삼국~조선시대의 분묘 및 생활유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굴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019, 창원 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수정 인용)

<표 4> 문화재 현황표와 결과표
조사지역(사업구역) 주변 500m 이내 문화재 현황표
연번

유적명

행정구역(주소)

GPS좌표

시대

성격

이격거리(m)

1
2

연번 문화재명 소재지

면적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표
유적구분
시대
종류
기존 신규 의견구분

조사의견
조사면적

사유

비고

1
2

한편, 문화재의 보존ㆍ보호 대책은 아래와 같이 구분되는데, 지표조사에서 유적이 확인된 경우, 주
로 사업시행-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 등의 의견이 개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양한 조사사
례가 존재하므로 조사자는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적합한 대책을 적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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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문화재의 보존ㆍ보호 대책 의견
구분

내용

현지보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지에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

이전복원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시관이나 인근 장소 등으로 이전하여 복원(모
형 포함)하는 것

발굴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 전체에 대해 발굴조사

시굴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조사

표본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2%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문화재의 종류 및 분포범위 조사

입회조사

공사 시행 시에 매장문화재 전문가가 입회하는 조사

사업시행
(매장문화재
발견 시 신고)

비고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문화재의 분포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제시. 범위, 면적 등이 구체적이어야 함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은 전술한 조사내용을 모두 압축하여 작성한다. 경우에 따라 상세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다. 첫째, 사업명과 소재지, 면적 등 행정정보 개요
와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을 기술한다. 그 외 조사대상지역의 지형, 유적의 입지 및 기 조사내용 등을
부기할 수 있다. 둘째, 조사대상지 내의 유적 유존 여부와 유적의 성격, 출토유물의 편년 등 조사내용
을 보고하고, 문화재의 향후 관리(처리) 방향과 목적성을 기술한다. 넷째, 조사내용을 기 보고사항과
비교 보고하는 종합 의견을 제시하고 문화재 유존지역의 보존ㆍ보호 대책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조
사 이후의 유적 관리의 유의사항을 알린다. 보고서의
마지막에는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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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작성 사례
예시

유
구
가
확
인
된
경
우

유
구
가
미
확
인
된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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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조사대상지역은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ㆍ사송리 일원의 27,951㎡으로
현장조사는 편의상 가산리 일원을 1구간, 사송리 일원을 2구간으로 구분한 후,
사업예정지 경계로부터 외곽 50m 범위까지 전 구간을 도보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개요
(소재지, 면적 등)
• 조사범위
• 조사방법

2. 지표조사 결과, 1구간인 가산리 일원은 벽체편, 요도구 등 가마와 직접적인 유
물의 수습 범위가 기 보고된 가산리(상리)요지Ⅰ의 분포범위보다 확대되는 것
으로 밝혀졌으며 수습 분청사기에서 백자까지 다양한 유물이 수습된다는 점은
장기간에 걸쳐 가마가 운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마와 관련된 유물은 수
습되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동일한 자기류가 수습된 구간은 가산리 상리유물산
포지로 명명하였다.

• 조사의견1
(유적이 확인된 지역)
- 기 보고 유적의
변경사항(범위, 성격)
- 추가 조사된 유적의 내용과
유적명 부여

3. 2구간인 사송리 일원은 대부분 암반편이 노출된 상태였으며 일부는 계단식 경
작지로 사용되어 삭평이 진행된 상태였다. 지표상에서 유구나 유물 등 매장문
화재의 존재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는 확보할 수 없었다.

• 조사의견2
(유적이 미확인된 지역)
- 조사대상지역 자연환경과 이용
현황 등 근거 제시

4. 이상을 종합하면, 1구간인 가산리 일원에는 가산리(상리)요지Ⅰ이 기 보고된 분
포범위보다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하며 가마와 관련된 가산리 상리유물산포지
가 신규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공사시행 이전에 유적의 정확한 분포범위 및 성
격파악을 위한 발굴(시굴)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2구간
인 사송리 일원은 인간의 문화활동과 관련된 징후가 보이지 않으므로 제반 행
정적인 절차를 거친 후, 예정된 공사를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 종합 의견
• 유적 범위별 보존ㆍ보호 대책
제시

5. 금번 조사구간과 달리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계획된 공사 시행중에 지표조
사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공사를 중단하
고 관련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 조사 이후 유적 관리의
유의사항 기술

2. 지표조사 결과, 대포천의 양변에는 인공제방을 축조하는 등의 하천정비가 진행
되었으며, 주변의 평탄지는 논ㆍ밭ㆍ비닐하우스 등의 경작지, 일부 지역은 주
민센터ㆍ야구장ㆍ축구장 등이 조성되면서 원지형이 이미 훼손된 상태였으며,
인간활동과 관련된 유구ㆍ유물 등은 조사되지 않았다.

• 조사의견
- 조사대상지역 자연환경과 이용
현황 등 근거 제시

3. 이상의 지표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이미 현상변경이 진행되어 유구ㆍ유물 등
인간활동과 관련된 문화흔적은 조사되지 않았으므로 제반 행정적인 절차를 거
쳐 계획된 공사를 시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계획된 공사 시행 중
금회 지표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문화재가 발견될 때에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7조에 의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관련기
관에 신고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 종합 의견
• 조사 이후 유적 관리의
유의사항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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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작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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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협회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들은 조사원의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한 사람의 조사원
으로서 보조원에서 책임조사원이 되기까지 과정을 돌이켜 볼 때, 당연히 알게 되는 사소한 지식들이
스스로의 경험 없이는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웠다. 숙련된 조사원을 따라잡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겠
지만, 매년 열악해져가는 고고학 직업군의 처한 환경에서도 신규 유입된 동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
기를 바라며 원고를 작성하였다.
정보를 선별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찾아내고, 타인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은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다. 새로운 결과물(=각종 조사업무의 보고서)을
작성하기에 앞서 본인이 속한 집단에서 발행되었던 선행 자료를 끊임없이 정독하기를 추천한다. 항상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고 공감될 수 있는 타당한 의견을 제시하여 어떤 문화재도 과소평가되거나 과
대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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