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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construction of a visibility analysis model, which is the basis of the analysis 

for landscape management on the heritage sites such as historic villages and scenic sites. 

Results of the visibility analysis using DEM and the visibility analysis of DSM based on 3D mapping data are compared 

as follows:

Precision level of the extracted data was confirmed to be less than 6.5cm, based on RTK survey results produced by constructing 

orthoimage data and DSM from the digital data of 2cm-class GSD(Ground Sample Distance) obtained by using a small UAV(Unmanned 

Aerial Vehicle).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visibility analysis data of Digital Surface Model (DSM) using a small UAV with Digital Elevation 

Model(DEM) applying the height of the building to the Digital Topographic Map, it was confirmed that more realistic visibility 

analysis can be accomplished by applying DSM, as the structures such as fences, trees, and houses are reflected in the topographic 

data. The visibility analysis model using the 3D mapping technique can efficiently obtain the constantly changing topographic 

information when needed, by immediately constructing the data by utilizing a small UAV. It seems to be possible to propose 

a reasonable analysis result for preservation management such as landscape evaluation of cultur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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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는 역사마을 및 명승과 같은 면적문화재의 경관관리를 위한 분석의 기초가 되는 가시분석모델의 구축을 위해 수행되었다.

DEM을 이용한 가시권 분석결과와 소형 UAV를 통해 추출된 3D맵핑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DSM의 가시권 분석결과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형 UAV를 이용하여 취득된 디지털데이터로부터 GSD(Ground Sample Distance) 2㎝급의 정사영상 자료 구축 및 DSM을 생성하여 

RTK 측량결과를 기준으로 추출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를 검토한 결과 약 6.5㎝ 이내의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수치지형도에 건축물의 높이를 적용한 수치표고모델(DEM: 1m×1m)과 소형 UAV를 이용한 수치표면모델(DSM: 20㎝×20㎝)의 

가시권 분석 자료를 비교한 결과 DEM을 이용한 가시권 분석결과에 비해 가시 영역이 좁고 세밀하게 나타났으며, 가시권 분석결과를 

현지사진과 비교한 결과 DSM을 이용한 가시권 분석이 담장, 수목, 하우스 등과 같은 구조물 등이 지형데이터에 반영되어 현실에 

가까운 가시권 분석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3D맵핑 기법을 이용한 가시분석모델은 3D 스캐너와 같은 정밀실측 장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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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신속하고 저렴한 소형 UAV를 활용하여 필요에 따라 즉각적으로 데이터의 구축을 통해 수시로 변하고 있는 경관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취득함으로써 면적문화재의 경관평가 등의 보존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가시권분석, 경관모니터링, 드론, 역사경관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명승과 같은 대면적을 가진 문화재는 국민의 관광 대상임과 

동시에 그곳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 이는 보존위주의 점적 문화재와는 달리 활용적인 

특성을 고려해 문화재지정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현상변경행위들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1]. 

면적문화재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자연지형에 건축물, 담장, 

등 인위적 구조물과 역사경관의 배경이 되는 주변 지형이 어우

러져 복합적인 형태를 이루는 경관이다. 이처럼 복합적인 경관

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내외부로부터 변화가 발생될 경우 그 

변화는 다른 요소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나아가 경관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면적문화재에 대한 경관의 

보존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및 현상변경 등에 대한 경관영향평

가 등이 무엇보다 신중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대단위 면적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조사에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여되어 정

밀하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현실 또한 문제시되고 있다.

경관계획수립 및 경관영향평가를 위해서는 관찰자가 직접 

대상지에 접근해서 관찰하는 것이 신뢰도가 높은 방식이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성적인 평가는 관찰자의 조망 위치에 따

라, 혹은 평가자의 숙련도 또는 심리적 요인 등에 따라 평가의 

결과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

들이 진행됐으며, 지리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발달로 인해 정

량적인 경관평가와 가시권 분석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국

내에서는 도시개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경관 분야에서 개

발행위 등에 의한 경관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명승, 사적, 역사마을과 같이 면적으로 구성

되어있는 문화재의 지정구역 설정 및 변경, 현상변경을 위한 

경관평가에 적용되는 등의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

탕으로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GIS의 가

시권 분석 자료의 중첩을 통해 산출되는 누적가시도와 가시빈

도 분석 연구를 통해 GIS 기반의 경관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

이는 계기가 되었다.

경관평가를 위해 기본적으로 이용되는 지형정보는 수치지형

도(1:5,000)를 기반으로 DEM(Digital Elevation Model)을 활용

하는데 이러한 데이터는 다양한 건축물이 분포하고 있는 도심

지에서는 적합하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왔다[2]. 이러

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치지형도의 지형정보에 건축물의 

높이를 적용한 DEM을 제작하여 경관관리 등의 다양한 분석방

법 등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도심지역에서의 경관분석에 

있어 사실적인 경관분석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역사마을에는 

기와 또는 초가와 같이 건축물의 형태가 도시와는 다른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담장, 비닐하우스 등의 차폐 요인들이 마

을 내부에 다수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수치지형도에서

는 이러한 구조물들에 대한 데이터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

어 수치지형도에 건축물의 높이를 적용한 DEM은 역사마을과 

같은 전통공간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수치지형도 기반의 DEM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3D 스

캐너 등의 정밀실측 장비를 이용하여 정밀한 지형데이터 구축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실측 장비는 정밀한 지형데이

터를 기반으로 현실에 가장 가까운 경관모델의 제작이 가능하

지만, 역사마을 내부에 가옥들이 밀집된 경우에는 건물 내부로 

직접 진입하여 실측을 해야 하므로 마을 전체에 대한 지형정보 

구축 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가옥 내부의 직접적

인 접근이 불가능할 경우 데이터의 취득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형 UAV를 이용한 항공사진

측량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UAV의 장점을 바탕으로 문화재 분야에서

도 UAV를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넓은 면적으로 구성된 면적문화재를 대상으

로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자유로운 소형 UAV를 이용하여 정

사영상데이터 및 수치표면모델을 통해 기존의 경관관리를 위

한 정량적 연구의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되었던 가시분석모델

의 개발을 위한 기초데이터의 유용성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

적을 두었다.

2. 관련 연구 동향

과거 경관의 보존관리 측면에서 정량적이고 합리적인 결과

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이와 관련된 연

구를 살펴보면 Lee et al.(2011)은 조망점 선정을 위한 가시빈

도 분석에 관한 연구를 통해 과거 가시권 분석의 한계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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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망점별로 다중포인트 설정을 이용하여 

가시되는 빈도를 누적 산출하는 가시빈도분석 방법을 제시하

였으며[2], Park and Um(2013)은 역방향 가시빈도 분석에 의

한 조망점 유효성 평가를 통해 도시개발지역에 대한 경관영향

평가를 위한 조망점 선정방식을 역방향 가시빈도분석으로 제

시하였다[3]. Kweon(2011)은 이용자의 시지각을 고려한 지형

경관의 가중가시분석 연구를 통해 지형정보와 시야각, 가시면

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시분석 방법을 제안하였다[4]. 또한 

Kim(2014)은 도시경관분석을 위한 3차원 시각접근 노출 모델

의 유용성 연구를 통해 기존 Raster형태의 경관분석 모델과 

Vector형식의 경관분석모델의 비교를 통해 Vector형식의 정확

성을 검증하였으며, 도시지역의 경관관리에 필요한 경관분석모

델로 제시하였다[5]. 이처럼 경관관리를 위한 가시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의 대부분이 도시지역 및 도시계발지역

으로 한정되었으며 가시 영역에 대한 정량적 산출방법, 산출요

소 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명승, 사적과 

같은 면적문화재의 지정구역에 대한 경관관리를 위한 과학적 

접근을 위해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이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Kim et al.(2011)은 명활산성 주

변의 산림경관 관리를 위한 시곡면과 누적가시도 분석기법 연

구를 통해 명활산성 구조물의 산림경관 정비구역 설정을 제시

하였다. 이는 그동안 도시 위주의 경관평가를 위한 가시권 분

석이 자연지형이 주를 이루고 있는 면적문화재에 대한 정책수

행에 실질적인 바탕이 되는 현실적인 연구로 그 의의가 있다

[6]. Lee and Kim(2012)은 조망 루트 선정을 위한 가시권 분

석의 적용 연구에서 명승 제34호인 보길도 윤선도 원림 주요 

조망대상의 가시권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가시 비율이 높은 지

점을 조망 루트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지정구역 주

변에 분포하고 있는 수목을 포함한 다양한 구조물 등의 차폐요

소를 고려하지 않은 가시권 분석으로 현지조사 결과와 일부 다

른 결과가 나타나는 한계를 보였다[7]. Ha and Kim(2014)은 

계곡 명승의 효과적인 경관보호를 위한 구역설정 기법 개발연

구를 통해 누적가시도 방법에 문화재의 진정성과 관련된 요소

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가시권 분석을 제안함으로써 문화재 지

정 시 지정구역의 설정 및 문화재보존관리 등에 이용하는 방안

을 제시하였다[8].

이처럼 지금까지의 가시권 분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누

적가시도 분석 및 역방향 가시빈도 분석 등 가시권 분석의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시각장애 요

소를 고려한 가시권 분석 방안 등의 연구를 통해 경관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연구

에도 불구하고 가시권 분석에 사용된 DEM은 역사마을 및 명

승과 같은 면적 문화재에서는 분석대상지의 미세한 지형의 변

화와 함께 국지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다양한 차폐요인들(담장, 

식물, 구조물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

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형 UAV를 기반

으로 하는 3D맵핑 기술을 통해 지리정보를 구축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이에 관한 연구가 수행됨에 따라 도

시변화, 산림 및 농작물 모니터링, 교통관제를 위한 감시, 재난

지역 모니터링을 비롯하여 수치지형도 및 지적도 제작 등에서

도 활용하는 등 지형정보 구축 등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Yoo et al.(2006)의 “저고도 촬영시스템을 이용한 영상지도 

제작” 연구에서는 무인헬기를 이용하여 저고도 촬영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대상 지역을 일반 항공사진보다 상세한 디지털 데

이터를 구축하고 관측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영상

지도 제작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9]. 

Sung and Lee(2016)의 연구에서는 UAV를 이용하여 정사

영상데이터를 구축하고 농경지의 경계점을 중심으로 위치 오

차를 분석한 결과 ±8㎝ 이내로 나타나 지적측량에 필요한 오차

범위 ±15㎝ 이내의 오차범위보다 정확하다고 하였다[10].

Shin et al.(2016) 또한 사진측량용 UAV 시스템을 이용한 

정사영상 제작 및 활용성 평가 연구를 통해 사진측량데이터를 

이용하여 공간 해상도 5㎝급의 정상영상 데이터와 DSM(수치

표면모델) 데이터를 구축하고, 위치정확도 평가를 시행한 결과 

X=±1.2㎝, Y=±1.9㎝, Z=±5.0㎝의 정확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치지형도 제작 등에 활용할 방안으로 UAV를 이

용한 항공사진 촬영을 제시하였다[11].

Lee et al.(2016)은 해변지역에서 UAV를 활용한 3차원 지

형모델링 구축 및 위치정확도 평가 연구를 통해 소형 UAV와 

GCP측량을 통해 정사영상 데이터와 DSM 데이터를 구축하였

으며, GCP 점등 간의 수평 및 수직오차를 분석한 결과 허용오

차가 ±2㎝로 나타났으며, 구축된 정사영상 데이터와 DSM 데

이터의 오차범위는 X=±5.8㎝, Y=±4.7㎝, Z=±8.6㎝의 정확성

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매칭점이 부족한 해변 지역에서의 

UAV를 활용한 3차원 지형모델링 방안을 제시하였다[12].

Park et al.(2016)은 무인항공기 매핑을 통한 차선 추출 및 

정확도 평가 연구를 통해 소형 UAV를 이용하여 GSD 7㎝급의 

디지털 영상데이터로부터 정사영상데이터와 DSM을 생성하여 

차선이 포함된 도로의 위치정보를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위치

정보의 RMSE는 15㎝ 이내로 도로 영역에 대한 정밀 지도 제

작에 있어 소형 UAV의 활용성을 확인하였다[13].

이처럼 소형 UAV를 이용한 지형모델링은 과거 연구를 통

해 그 정확성이 입증됨에 따라 면적문화재를 대상으로 가시분

석모델의 개발을 위해 소형 UAV를 기반으로 3D맵핑 기술을 

이용한 DSM과 기존의 가시권 분석에 사용되는 수치지형도

를 기반으로 하는 DEM의 가시권 분석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실제와 비슷한 환경의 가시분석모델의 구축방안을 제시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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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선정

연구의 대상지는 조사 자료의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역사마을의 형태를 잘 보존하고 있어 지형분석에 보편성을 가

지는 곳을 기준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안동 하회마을(세계문

화유산)은 마을 북동쪽의 화산의 지맥과 낙동강이 만나 S자 형

태로 휘감아 돌아 흐르면서 형성된 퇴적층에 위치하여 마을 내

부가 완만한 형태의 다양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마을

내부에는 한옥과 초가의 형태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주

변으로 수목 및 비닐하우스 등의 차폐요소들이 다양하게 분포

하고 있어 가시권 분석결과의 비교분석이 적합하다고 판단되

어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Figure 1. Location of Study Area[14]

2. 수치지형도를 이용한 DEM제작

개발 및 현상변경 등에 의한 경관영향평가를 위한 가시권 분

석은 3D 지형모델을 기반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시권 

분석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및 주변을 포함하는 3차원 지형모

델이 필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경관분석을 위한 지형모델은 

수치지형도로부터 지형데이터를 추출하여 생성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지에 대한 수치지형도면은 국토지리정보원

(http://map.ngii.go.kr)에서 제공되고 있는 1:5,000 수치지형

도의 지형데이터에 가시권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층 

건축물의 높이 값 3m를 적용하여 1×1m 크기의 수치표고모델 

DEM(Digital Elevation Mode)을 제작하였다.

Figure 2. The Process of DEM Extraction and Transformation Steps

3. UAV를 이용한 디지털 DSM제작

1) 항공사진 촬영

항공사진 촬영에 사용된 소형 UAV는 Mikrokopter Okto을 

활용하였으며, 디지털 데이터의 취득은 Sony α6000을 활용하

였다(Table 1 참조). 

UAV Specifications Sensor Specifications

Flight Speed 5.5m/sec Sensor size 23.5x15.6mm

Altitude 250m Focal Length 20mm

Distance 950m Image Size 6,000x4,000

Flight Time 15-20min Pixel Size 4µm

Table 1. Specification of UAV and Digital Camera(Sensor)

연구대상지는 세계문화유산으로 항공사진 촬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문화재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비

행 시뮬레이션을 선행하였으며, 국토지리정보원의 ｢무인비행

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 제정안을 참고하여 비행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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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였다[15]. 그 결과 약 32개의 스트립경로를 따라 1,152개

의 촬영지점이 설정되었으며, 항공촬영 시 촬영 위치에 대한 

데이터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촬영지점 도착 후 2초간 정지 상

태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취득하였다(Table 2). 

Coverage Area 0.69㎢ Overlap 70%

Flying Altitude 80m
Vertical Shooting

Distance
20m

Delay Time 2sec
Horizontal Shooting

Distance 25m

Table 2. Waypoint Locations and Acquisition Status

2) 데이터 구축 및 처리

항공사진 촬영결과 약 83m 고도에서 계획된 32개의 스트립 

경로를 따라 1,150개의 디지털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취득된 디지털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축된 지형정보의 기상

기준점 측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확성을 검토하였다. 지상 기

준점 측량은 RTK(Real Time Kinematic)의 GRS80 좌표 시스

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측량지점은 연구대상지에 

고르게 분포하면서 접근이 가능한 6곳을 지상 기준점으로 선정

하였으며[15], 측정결과 지상 기준점에 대한 RMSE와 잔차의 

평균값은 Table 3과 같이 측정되었다.

Label X․Y(m) Z(m) Average(m)

GCP1 0.082361 0.0261269 0.0864057

GCP2 0.065424 -0.013194 0.0668872

GCP3 0.0187003 -0.0128504 0.0226899

GCP4 0.0521421 0.0140083 0.053991

GCP5 0.0507312 -0.00332304 0.05084

GCP6 0.0857423 -0.0104353 0.0863753

RMSE 0.0633213 0.0150417 0.0650833

Table 3. The Accuracy Assessment Result of Extracted Road Data

3D맵핑을 통한 지형모델링은 Photoscan Pro를 이용하여 

GSD(Ground Sample Distance) 2㎝급의 디지털 데이터를 취

득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정사영상 데이터 및 3D맵핑 데이터

를 구축하여 가시권 분석에 필요한 수치표면모델을 구축하였

다(Figure 3).

Figure 3. The Process of DSM Extraction and Transformation Steps

a

b

 a: DEM(Oblique View)

 b: DSM(Oblique View)

Figure 4. The Comparison of 3D Data for Visibil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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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권 분석을 위한 지형모델 제작에 있어 수치지형도(1:5,000)

를 기반으로 하는 DEM은 1×1m 크기의 지형모델(Raster)을 구

축하였으며, 정사영상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DSM은 앞서 측정

된 편차를 고려하여 20×20cm 크기의 지형모델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지형모델을 3D 데이터로 살펴보면 수치지형도를 이용

한 수치표고모델(DEM)은 5m 간격의 지형데이터에 건축물의 

높이(3m)가 일괄적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형 

UAV를 이용한 수치표면모델(DSM)은 20cm 간격의 등고선으

로 DEM에 비해 세밀한 지형정보와 담장 및 수목 등의 차폐요

인들에 대한 데이터로 인해 사실적인 지형모델이 구축된 것을 

알 수 있다(Figure 4).

4. 조망점 선정

본 연구대상지인 하회마을은 마을 내부에서와 마을의 외곽

에서 조망되는 형태를 보인다. 마을 내부에서는 건물들 사이

로 마을의 내부를 형성하고 있는 지형과 외부경관이 가시되

며, 마을 외곽에서는 마을 내부와 주변 지형이 배경이 되는 외

부경관이 조망되게 된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마을의 주

된 배경이 되며 하회마을 내부에서 조망기회가 가장 높은 부

용대 일원에서 역방향 가시빈도 분석을 통해 가시빈도가 높은 

곳 중 마을 내부 3곳과 마을의 외곽지역 3곳을 조망점으로 선

정하였다.

부용대 일원에서 역방향 가시권 분석[3]을 통해 설정된 조

망점을 살펴보면 마을의 외곽지역은 건축물 및 구조물, 식재 

등에 의한 차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대부분의 지점에서 부용

대가 조망되었으나 다양한 위치에서 조망대상과 마을이 중첩

되어 가시되는 곳을 조망점으로 선정하였다. 

마을 내부에는 건축물들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어 마을 내부

의 연결도로에서는 부용대를 조망할 수 있는 지점은 부족한 것

으로 나타났다. 마을 내부에 가시빈도가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하회마을 내부 중 가장 높은 지대에 해당하는 충

효당과 양진당 사이의 지점, 두 번째로는 부용대에서 마을 내

부의 조망빈도가 높은 곳은 원지정사(遠志精 ) 주변, 세 번째

로는 지산고택 앞쪽의 좁은 도로지점으로 주변 지형 및 건축물

들에 대한 가시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가시권 분석을 위

한 조망점으로 선정하였다(Figure 5).

본 연구는 가시권 분석결과의 비교를 위한 연구로 수치표고

모델(DEM)을 이용한 가시권 분석과 수치표면모델(DSM)을 

이용한 가시권 분석결과의 비교로 한정하였으며, 일반적인 경

관평가에서 수행되고 있는 조망점 선정기준의 마련, 경관미 분

석, 가시권 분석결과에 따른 경관관리 방안 등의 내용은 본 연

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a

b

 a: Result of the Reverse-Visibility Frequency Analysis

 b: Selection of Viewpoint 

Figure 5. The Selection of Viewpoint for Reverse-Visibility 
Frequency

하회마을과 같은 역사마을은 오랜 시간 동안 마을의 자연지

형을 따라 건물과 길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마을 내부

는 미세한 지형의 변화가 계속되는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이

러한 전통공간에서는 단일 조망지점 선정을 통한 가시권 분석

을 하게 되면 특정 조망점에서 가시 여부만을 파악할 수 있으

며, 조망점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건축물을 비롯하여 차폐요인 

등에 의해 가시 영역 및 가시 형태가 달라질 수 있어 조망지점

에 나타나는 경관의 형태를 대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망지점에서 다수의 조망

점 선정을 통해 누적된 가시 영역의 가시빈도를 파악하는 방법

을 사용하여[2] 단일점 가시권 분석보다 정확한 가시권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망점별로 가시빈도분석을 

위한 다중점은 1×1m 간격으로 설정하였다(Figure 6).

Visibility of Single-Point Cumulative Visibility of Multi-Point

Figure 6. The Comparison between Visibility and Cumulative 
Visibility



3D맵핑을 이용한 문화재 지정구역 경관관리기법 연구 (韓國傳統造景學會誌 제36권 제1호)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103  103

Ⅲ. 결과 및 고찰

1. 가시권 분석결과

1번 지점은 하회마을 초입부에서 강변에 있는 주차장으로 진입

하는 제방길로 52개의 다중점을 설정하여 가시권 분석을 하였다. 

DEM을 이용한 가시권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마을외곽으로는 

부용대 일원을 포함하는 낙동강 일대까지 넓게 가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DSM을 이용한 가시권 분석에서는 조망점에

서 부용대 일원에 대해 조망경관은 부용대 주변으로는 수목들

의 차폐로 인해 비가시 영역들이 발생하여 DEM을 이용한 가

시권 분석보다 가시 영역의 형태와 가시빈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초입부와 마을 내부 방면에 대한 가시권 분석결과 

DEM을 이용한 가시권 분석에서는 마을 초입부의 농경지와 제

방길까지 넓은 가시 영역이 형성되며, 마을 내부에는 건물의 

입면이 선형으로 가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DSM을 이용한 

가시권 분석에서는 마을 초입부에 있는 농경지는 DEM과 비슷

한 가시 영역을 보이나, 마을 쪽으로는 마을 내부에 있는 건축

물들의 지붕이 화경당(국가민속문화재 제84호) 주변까지 중첩

되어 가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7).

2번 지점은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 숲(천연기념물 제473호), 

제방길과 마을 도로가 만나는 교차점으로 52개의 다중점을 설

정하여 가시권 분석을 하였다. DEM을 이용한 가시권 분석 결

과에서는 조망점에서 부용대 방면으로는 만송정 숲을 지나 옥

연정사(국가민속문화재 제88호)까지 가시 영역이 넓게 나타났

으며, 마을 내부 방면으로는 조망점 주변으로 5m 높이의 급경

사로 인해 조망점 주변의 건축물 입면이 가시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DSM을 이용한 가시권 분석에서는 만송정 숲으로 

인해 부용대 방면으로는 가시되지 않으며, 마을 내부 방면으로

는 경사면을 따라 빈연정사(국가민속문화재 제86호)까지 건축

물의 지붕이 중첩되어 가시되는 것으로 나타나 DEM을 이용한 

가시권 분석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Figure 8).

Vp1

52

Points

DEM DSM

Figure 7. The Result of Cumulative Visibility Analysis on the Viewpoint 1

Vp2

52

Point

DEM DSM

Figure 8. The Result of Cumulative Visibility Analysis on the Viewpoin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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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지점은 마을의 남동쪽에 있는 교회 앞 교차로로 52개의 

다중점을 설정하여 가시권 분석을 하였다. DEM을 이용한 가

시권 분석에서는 마을 내부에 대한 가시 영역이 조망점을 중심

으로 방사형을 이루고 있으며, 부용대 일원까지 가시 영역이 

양호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DSM을 이

용한 가시권 분석에서는 부용대까지 연결되는 조망축을 따라 

농경지 일부와 마을 내부에 있는 건축물의 지붕들만이 중첩되

어 가시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마을 내부는 담장 및 수목 등

과 같은 차폐요인들로 인해 가시 영역이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EM에서는 교회건물 뒤편으로 마을의 초입부

까지 가시 영역이 형성되어 있으나 DSM에서는 조망점 주변의 

담장으로 인해 가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SM을 이

용한 가시권 분석결과에서는 부용대에 대한 가시 영역과 빈도

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나 DEM을 이용한 가시권 분석과 많

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gure 9).

4번 지점은 원지정사(국가민속문화재 제85호) 주변으로 인접한 

제방길보다 3.5m 높은 장소로 52개의 다중점을 설정하여 가시권 

분석을 하였다. 이곳에서 DEM을 이용한 가시권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원지정사에서 부용대 방면으로 낙동강과 부용대 일원

이 넓게 가시되며, 마을 내부로는 주변의 건축물 사이로 충효당

과 양진당까지 조망축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DSM을 이용한 가시권 분석결과에서는 조망점 주변의 수목

과 만송정 숲으로 인해 부용대 일원에 대한 가시 영역이 좁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마을 내부로는 조망점 주변의 

담장 및 수목들로 인해 양진당과 주변 가옥들의 지붕 일부만이 

가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DEM을 이용한 가시권 분석 결

과에서는 조망점의 북쪽에 있는 건축물은 가시되지 않았으나 

DSM을 이용한 가시권 분석에서는 건축물들의 지붕면이 가시 영

역에 포함되고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이유는 가시권 분석에 사용되는 기반 데이터들의 차이로, 

DEM에서는 일괄적으로 적용된 건물의 높이가 조망점의 지면보

다 낮은 곳에 있어 건축물이 가시되지 않았으나 DSM에서는 전통 

건축물의 지붕에 대한 표면데이터가 적용되어 조망점의 지면보다 

높은 지붕들이 가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gure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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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The Result of Cumulative Visibility Analysis on the Viewpoint 3

Vp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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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 DSM

Figure 10. The Result of Cumulative Visibility Analysis on the Viewpoin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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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지점은 충효당(보물 제414호)과 양진당(보물 제306호) 

사이에 있는 도로변으로 동선을 따라 56개의 다중점을 설정하

여 가시권 분석을 하였다. DEM을 이용한 가시권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조망점을 중심으로 충효당, 삼신당, 원지정사 등의 건

물 입면이 가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망점 주변으로는 

화경당(38회), 영모각(17회), 주일재(14회) 순으로 가시빈도를 

보이며 조망지점을 중심으로 넓은 가시 영역을 형성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DSM을 이용한 가시권 분석 결과에서는 

해당 지점 주변의 높은 담장과 집안 내부에 있는 수목들로 인

해 가시 영역이 대부분 차폐되는 것으로 나타나 조망지점과 

인접하고 있는 충효당과 양진당 건물 지붕의 일부분만이 가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용대에 대한 가시빈도분석 결

과를 살펴보면 DEM을 이용한 가시빈도분석 결과 부용대 일

원에 대한 가시빈도가 56회로 부용대까지의 가시 영역이 양호

하였으며, 조망점에서 원지정사를 통해 부용대 일원까지 조망

축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DSM을 이용한 가시권 분

석에서는 조망지점 주변의 담당과 수목으로 인해 10-12회의 낮

은 가시빈도를 보여 부용대를 조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DEM을 이용한 가시권 분석 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Figure 11).

6번 지점은 민가가 밀집된 장소로 주변의 보건소와 버스 정

류장에서 유입되는 소로에 위치한 곳이다. 이곳의 가시권 분석

을 위한 다중점은 가시 면적을 고려하여 39개로 설정하고 가시

권 분석을 하였다. 

DEM을 이용한 가시권 분석 결과에서는 조망점에서 하회마

을 초입부인 종합안내소까지 가시 영역이 넓게 분포하며, 건물

들 사이로 부용대 일대가 양호한 가시 영역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DSM을 이용한 가시권 분석 결과에

서는 조망점 주변의 건물들과 담장, 비닐하우스 등의 차폐요소

들로 담장 주변의 담장 및 건축물들의 지붕만이 가시되었으며, 

차폐요소들로 인해 지붕 위쪽으로 부용대 일원 일부가 가시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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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The Result of Cumulative Visibility Analysis on the Viewpoin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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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The Result of Cumulative Visibility Analysis on the Viewpoin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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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시권 분석 결과의 정확성 검토

가시권 분석을 통해 DEM을 이용한 가시권 분석데이터와 

DSM을 이용한 가시권 분석데이터를 상호 비교한 결과 DEM

과 DSM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시권 분석결과의 비교를 통해 효용성이 큰 분석 결과를 확인

하기 위해 가시권 분석데이터와 사진데이터의 비교를 위해 가

시권 분석 결과를 조감형태로 변환하여 비교하였다.

6개의 조망점에서 실시한 가시권 분석결과와 현지 사진을 

검토한 결과 DEM을 이용한 가시권 분석에서는 건축물 사이로 

넓은 가시 영역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DSM에서는 20㎝ 단위의 정밀한 지형정보로 인해 담장, 수목, 

비닐하우스 등의 차폐요소와 건축물의 지붕 형태 등이 지형데이

터에 적용되어 DEM에 비해 정밀한 지형데이터 구축이 가능하였

다. 또한 디지털데이터 구축을 위한 항공사진촬영은 수직부감으

로만 촬영되어 수목의 형태 등 사람의 눈높이에서 조망되는 형

태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 등의 한계점이 나타났으나 하회마을의 

실제 지형정보와 비슷한 표고모델의 구축으로 DEM을 이용한 

가시권분석에 비해 가시 영역이 좁고 자세하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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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The Comparative for View Photo and 3D GIS Visibility
Analysis on the Vp1-V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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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The Comparative for View Photo and 3D GIS Visibility
Analysis on the Vp4-Vp6



3D맵핑을 이용한 문화재 지정구역 경관관리기법 연구 (韓國傳統造景學會誌 제36권 제1호)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103  107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역사마을 및 명승과 같은 면적문화재의 경관관리

를 위한 분석의 기초가 되는 가시분석모델의 구축을 위한 연구

로 DEM을 이용한 가시권 분석 결과와 소형 UAV를 기반으로 

3D맵핑을 통해 제작된 DSM의 가시권 분석 결과를 비교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형 UAV를 이용하여 취득된 GSD(Ground Sample 

Distance) 2㎝급의 디지털 데이터로부터 정사영상 자료의 구축 

및 DSM을 생성하여 RTK 측량결과를 기준으로 추출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를 검토한 결과 정확도는 약 6.5㎝ 이내임을 확인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 간격의 수치표고데이터 추출이 

가능하였다.

둘째, 수치지형도에 건축물의 높이를 적용한 DEM(1×1m)과 

건축물의 형태, 담장, 수목 등의 수치데이터를 적용한 DSM(20× 

20㎝)을 이용하여 가시권 분석자료를 비교한 결과 하회마을 내

부에 대한 가시 영역이 DEM을 이용한 가시권 분석 결과보다 

가시 영역이 좁고 자세하게 나타났으며, 가시권 분석 결과를 

조감 형태로 변환하여 현지 사진과 비교한 결과 DSM을 이용

한 가시권 분석이 담장, 수목, 하우스 등과 같은 구조물 등이 

지형데이터에 반영되어 보다 현실에 가까운 가시권 분석이 가

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소형 UAV를 이용한 DSM은 건축물의 형태 및 담장 

등의 구조물들을 포함하고 있는 수치데이터로 역사마을과 같

은 면적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가시분석모델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DSM과 DEM의 가시권 분석 결과의 비교를 통해 

조망점 선정의 의사결정을 위한 보조자원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로 가시권 분석에 필요한 조망점 선정기준, 

가시권 분석을 통한 보존관리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생략하였

으며 가시권 분석 결과의 비교에 있어 가시 영역에 대한 면적 

비교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제작된 수지표면모델(DSM)

의 수치데이터에 대한 현장검토는 수행되지 않았으며, 디지털

데이터 구축을 위한 항공사진촬영은 수직부감으로만 촬영하여 

최종 구축된 3D맵핑 데이터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조망되는 형

태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추후 소형 UAV를 이용한 디지털데이터 구축의 표준화 및 

구축된 DSM데이터 구축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실

질적인, 보다 현실에 가까운 데이터 구축방안을 제시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3D 스캐너와 같은 정밀측량 장비에 비해 신속하고 저

렴한 3D맵핑 시스템으로 필요에 따라 즉각적인 데이터의 구축

을 통해 수시로 변하고 있는 경관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취득함

으로써 문화재지정구역의 경관평가 등의 보존관리에 합리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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