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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컴퓨터의 속한 보 과 상처리기술의 발달로 석학 분야는 인문학의 범주를 뛰어넘어 문화

정보 공유의 요한 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 되는 것으로, 수천년 
정신문화 산물의 정보자료인 탁본을 상으로 입력하여 디지털 데이터로 환하고, 이를 공간 역에

서 종합 분석함으로 탁본 상 고유의 특성을 악하고자 하 다. 탁본 원 상은 흑백의 두 역으로 

분할되는 완벽한 이진 상이나, 탁본뜨기 수작업과정을 거치면서 측 상에는 역간 색도의 혼재가 

발생하고 얼룩무늬와 문양이 체 상에 분포한다. 이와같은 상으로부터 필요한 문자나 문양의 정

보를 추출하기 한 단계로 상에 한 종합 인 분석 작업을 하 다. 분석 기법으로는 공간분석법
을 사용하 다. 역사 으로 유명한 표 인 탁본을 시하여 40여개의 탁본 상 샘 을 무작 로 선

택하 고, 공간분석을 통해 색도분포특성과 역간 색도 복  역형성 양상과 특성을 찾아내었다. 

1. 서론

   한국을 비롯한 동양의 석학은 탁본( 本)으로 

표된다. 탁본은 문자나 문양이 음각 는 양각으

로 새겨져 있는 석각(金石刻) 표면에 수분을 이용

하여 종이(한지)를 착시킨 후 먹물을 묻힌 문진

( 는 뭉치)을 가볍게 두들겨 상  음각정보가 부

착된 종이에 묻어 나오도록 하는 일종의 본뜨기 작

업이다.  과정이 수작업에 의해 진행되므로 작업

자의 숙련도나 사용 기구에 따라 걸리는 시간과 결

과물의 상태가 달라진다. 때에 따라서는 속물에서

도 가끔 본뜨기를 하지만 석각을 상으로 탁본 작

업을 하는 것이 일반 이다. 이 때 작업 속도와 과

정의 숙련도도 문제이지만 그보다도 석물의 풍화나 

오염  손 정도가 양질의 탁본을 얻는 요한 

건이다. 특히 개토 왕비나 진흥왕순수비와 같이 

역사성이 매우 높은 상의 경우에는 육안으로 새겨

진 상태를 식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으로 

탁본에만 의존해야하기 때문에 탁본의 정확한 독

이 무엇보다 요하다. 

  탁본 독은 과거와는 달리 디지털 상으로 데이터

화되어 처리되어야할 상임에도 불구하고, 재까

지 이에 한 연구나 신호처리  근이 거의 무

한 상태 다. 일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로젝

트의 일환으로 일반 으로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

이나 범용소 트웨어로 간단히 처리하여 상향상하

는 정도가 고작이었다[1]. 정보의 범세계화가 물살

을 타고 있고, 그 가운데 문화와 지식정보가 국가나 

학문연구공동체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작

의 실을 감안할 때, 이의 체계 인 연구와 디지털

화가 시 하다. 이미 국을 비롯한 구미 선진국에

서는 컴퓨터가 보 되기 시작했던 1970년도 기부

터 고고학이나 역사 문화 자료의 디지털화와 처리에 

한 학술  연구와 기술  근이 있어왔고 인터넷

과 멀티미디어 시 의 물살을 타면서 더욱 가속화

하고 있다[2]. 

  이러한 의미에서 탁본의 상처리  연구는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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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추진되어야만 한다. 탁본 상처리는 단순히 상

을 향상하여 보기 편하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

다. 탁본 상으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문자인식을 

거쳐 정보화되는 데까지 이르러야할 과제이기도 하

다. 상으로서의 체계 인 연구가 보다 시 한 실

정이다. 그 동안 탁본 상에 한 국내연구가 없었

던 것은 아니나, 기 연구 수 에 머물러 있었고

[3-8], 세간의 심도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에 한 연구 결과들이 재 학회에 몇 건 제출되

기는 하 으나, 아직 심사 이고 학회지에 실린 것

은 아직 단 한편의 논문도 없다. 

  본 연구에서는 탁본 상의 기 연구로서 상의 

공간분석을 시도하 다. 고  요한 탁본들을 시

하여 50여개의 탁본을 임의로 추출, 상데이터로 

만든 다음 이들 상들에 한 색도분석을 통해 탁

본 상 고유의 공간 특성을 찾아내었다. 

2. 샘  탁본 상 추출과 상분석

   탁본 상은 표 인 이진 상이다. 정보 역과 

바탕 역이라는 오직 두 개의 역으로 구분이 가능

하다. 학술 으로는 아이징(Ising)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역이 분리된다는 측면에서 자칫하면 종래 

역분할에 많이 사용되는 문턱치 처리기법[9]이나 

평활화  스트 칭과 같은 히스토그램  처리를 

용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실제는 그 지 

않다. 실험 결과를 통해 고찰할 것이나, 간단히 처리

할 수 있는 상이 아니다. 매우 복잡한 형태를 지

니고 있다. 

  일차 으로 공간에서의 상태를 고찰하기 해 무

작 로 추출한 50개 탁본 상을 상으로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한다. 샘 상 가운데는 

역사 으로 유명한 개토 왕비와 창녕진흥왕순수

비 탁본 상도 포함되어 있다.  

근 방법 1: 히스토그램분석에 의한 문턱치 산출  

가능여부 별 

근 방법 2: 역 별   

   

두 번째 근에서는 탁본 상을 아이징모델로 변환 

다음 상 데이터에 혼재하고 있는 역들의 구성을 

고찰한다. 

 

2.1 히스토그램 분석

    근 방법 1을 한 일차  작업은 히스토그램 

분석이다. RGB상태 그 로 상의 히스토그램 상에

서의 문턱치 산출 가능여부를 별함으로 역간 분

할 가능성을 타진한다. 그림 1에서 그림 5는 탁본

상들과 해당 히스토그램 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이

다. 

유형 1: 두 개의 마루를 좌우로 양분 

  

(그림 1) 유형 1

유형 2: 좌우로 양분은 되나 간색 톤이 두터움

  

(그림 2) 유형 2

유형 3: 좌우 한 쪽으로 치우침  

  

(그림 3) 유형 3 

유형 4: 최 치가 앙에 치하고 좌우분포

  

(그림 4)  유형 4

유형 5: 임의 완곡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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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유형 5

  이상 표 인 5 가지 유형 50(개) 샘 상 모두

에서 문턱치 산출은 실패하 다. 탁본 상의 문턱치

는 존재하지 않으며 문턱치로 두 역을 분리할 수 

없음을 확인하 다. 히스토그램 상의 마루를 심한 

좌우 배열은 역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림 6은 비

교  문턱치 산출이 용이하게 보이는 그림 1 상

상을 문턱치(문턱치 128)로 역분할한 결과이다. 

 

    

(a) 처리           (b) 처리 후

(그림 6)  문턱치 처리에 의한 결과

결과 상에서 정보 역만의 차별  추출이 불가능

하 음을 알 수 있다.  

2.2 역 별에 의한 역추출 가능성 별

   원탁본 상은 정보 역과 바탕 역이라는 두 개

의 역으로 분할되고, 자는 색도 255, 후자는 색

도 0으로 두 개의 논리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

나 서론에서도 언 한 것과 같은 원인에 의해 측

상 속에는 색도의 혼재와 역의 체 는 부분 

훼손과 괴가 흔히 발생한다. 상 체에 나타나

는 희미한 부분은 노이즈가 아니다. 일종의 얼룩

이나 무늬 형태이다. 이들 모두가 크고 작은 역이

다. 이러한 상태는 탁본 상을 이진 상으로 두고 

처리할 때 보다 극명하게 나타난다. 흑백으로 처리

되는 이진 상은 아이징모델 형태를 갖기 때문에 모

든 화소는 어떠한 역에든지 속할 수밖에 없다. 바

탕 역으로 식별되는 부분에도 크고 작은 소 역들

이 존재하고, 정보 역으로 읽 지는 부분에서도 마

찬가지의 역들이 실재한다. 그리고 그들은 기하학

 특성에 의해 차별된다. 그들의 구체 인 기하학

 특성은 차후 연구로 미루고, 여기서는 탁본 상

을 구성하고 있는 역들의 면 을 산출하고 집합으

로 수집한 다음 그들 값들을 상호 비교함으로 탁본

상의 기하학  특성의 일면을 고찰한다. 그림 7은 

무작 로 추출한 상 상과 그 상의 아이징모델 

 역비교 별 결과 그래 를 보 다. 

(a) 상 탁본 상

(b) 아이징 모델

(c) 역별 화소 개수 

(그림 7) 역 특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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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극히 소수 역에서 극단  변화를 보이

고 있다. 그래  상에서는 최  3(개) 역에서 이미 

그 양상이 나타난다. 역의 화소수 10(개) 이상인 

것이 158 역으로 총 617(개) 역 의 25.6(%)이

고, 화소수 200(개) 이상의 역은 11(개)를 차지하

고 있으며 이 11(개)의 역에 총화소수의 82.5(%)

가 집결되어 있다. 이와 같이 화소수에 있어서 양극

단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보 역을 구성하고 있는 

역들의 화소수가 바탕 역에 얼룩무늬 형태로 존

재하는 역들의 그것에 비해 상 으로 더 많은 

화소수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역 구

성 화소수 비교를 통해 정보 역만을 차별 으로 추

출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보이고 있다.   

3. 결론

   탁본 상처리의 궁극  지향 은 문자나 문양의 

인식이다. 일반 인 문자인식과는 달리 탁본 상은 

정보 역과 바탕 역의 구분이 어렵고 상호 색도  

역간 혼재가 상존하기 때문에, 특징추출을 통해 

두 역을 논리  상반으로 구분하는 역분할이 선

행되어야한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50(개) 샘

 탁본 상들을 상으로 히스토그램  색도분포 

특성을 분석하 고, 역 정을 실시하 다. 그 결과 

탁본 역의 식별은 문턱치 처리로 어렵다는 것이 밝

졌다. 반면에, 무수히 존재하는 역들 사이에는 

면 에 있어서 양극단의 차이를 보 다. 이는 정보

역이 바탕 역과는 달리 보다 넓은 역에서 일

된 유사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 다. 만약 탁본

상을 역들의 집합으로 불러들여 넓이 변화에 따

른 분류 으로 규정한다면, 정보 역 고유의 형태 

추정이 가능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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