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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dustry of cultural digital contents has been regarded as the main next generation industry. Recently techniques 

for restoring cultural assets and the multiple usage of those have been developed in our country. Using computer 

graphics and image processing techniques, many cultural assets have been restored. If the focus for researches and 

supports to cultural assets restoration grows rapidly, we will create cultural and economical added-values and get 

the benefit of that technology.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techniques for restoring cultural assets focused on 

computer graphics and image processing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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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361년 고려 공민왕 시 에 홍건 의 침입으

로 불에 타 사라진 만월 의 웅장한 모습이 650

년 만에 디지털 상으로 복원되었다는 보도가 

2009년 8월 6일 TV 뉴스에 있었다[8]. 이 디지

털 상 복원작업은 2007년 남북한이 함께 만

월  터를 발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카이

스트 연구 이 고려왕궁 만월 를 디지털 상

으로 복원한 것이었다.

신라의 표 인 사찰, 황룡사도 섬세한 디지

털 상으로 되살아났다[6]. 80미터 높이의 거

한 목탑과 아름다운 법당이 세 한 상기술로 

재 다. 사라진 문화재 뿐 아니라 석굴암과 

같은 존하는 문화재도 정 한 실측을 통해 만

들어진 디지털 상으로 재 되어 원형 복원과 

문화재 연구에 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들의 혼과 얼이 담긴 통 문화재들이 첨단 

디지털 기술 속에 화려하게 부활되고 있다.

문화유산의 디지털콘텐츠화 작업은 우리나라

에서만 아니라 세계 으로도 많은 심을 갖고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에 차세

 10  성장 동력 산업  하나로 디지털콘텐

츠 산업을 선정한 이후 디지털 복원  재  기

술은 계속 으로 발 해 오고 있다. 

문화체육 부와 한국 소 트웨어진흥원이 함

께 국내외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황  망

을 악하기 하여 수행한 “2008년 디지털콘텐

츠 시장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03

년 5조 7,721억 원을 기록한 이래 연평균 14.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2008년에는 11조 1,827

억 원 규모 다. 이는 2007년 10조 1,390억 원에 

비해 10.3% 성장한 것으로, 세계 인 경기 침체

와 함께 국내 GDP 성장률, 민간 소비 성장률이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고속성장을 지속하는 미래형 산업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세계 디지털콘텐츠 시장 한 2007

년 3,031억 달러에서 2008년 3,533억 달러로 16.6%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3년까지 12.3%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여 6,32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망된다.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분야별 

비율을 살펴보면 디지털방송과 디지털 상이 

체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45.8%를 차지하 으며, 

게임(16.2%)과 정보콘텐츠(13.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문화재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는 디지털

상과 정보콘텐츠 분야의 비 이 아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4].

이러한 문화  유물, 유  자료를 디지털화

하고 디지털화 된 자료를 이용하여 문화재 원

형을 복원하는 기술은 지식정보화사회의 요

한 자산이며 IT기술과 융합된 서비스 산업으로 

각 받고 있다. 오랜 세월 문화유산으로 간직해

온 문화재는 정신 인 요한 가치를 지닌 자

산이며 경제 으로도 무한한 가치를 지닌 자산

이다. 최근의 숭례문 련 사건에서도 사회 으

로 많은 심과 산이 집 되었던 것들을 살

펴보면 이러한 문화 이고 경제 인 가치를 가

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화재의 디지털 복원을 해서 어떠

한 과정과 기술들이 필요한 가를 아는 것은 

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문화재 디지털 복원과

정에서 핵심 으로 사용되는 기술이 “컴퓨터 그

래픽스  상처리 기술에 의한 문화원형 복원

기술”인데 이에 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먼  필요하다[9]. 이 기술과 련된 내용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다루

어지고 있으나 종합 인 면에서 구체 으로 어

떤 기술들이 용되는 지에 한 연구가 부족

한 것이 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재 디지

털 복원 기술과 련된 분야에 한 반 인 

기술 소개와 핵심기술인 “컴퓨터 그래픽스  



문화원형 디지털 복원기술 1   105

<표 1> 문화재 디지털 복원 련 주요 기술

기 술 분 야 내 용

2D, 3D 문화원형에서 문양  
도면 자동추출 기술

수작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문양 콘텐츠  도면정보의 구축과정을 문화유산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자동추출방법을 패키지화한 기술

컴퓨터 그래픽스  상처리 
기술에 의한 문화원형 
복원기술

컴퓨터 그래픽스  상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지식정보화사회의 요한 자산인 
우리 문화  유물, 유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이용해 문화재 원형을 
복원하는데 필요한 기술

원형 복원을 한 3차원 형상 
매칭 기술

3차원 객체의 형상정보를 바탕으로 모양, 문양, 패턴 등을 표하는 형상 특징 정보를 
추출하는 3차원 형상 특징벡터 추출기술과 추출된 두 개 이상의 3차원 특징 벡터 
간에 공통 이거나 차별화된 특징들을 추출하는 벡터매칭 기술을 기반으로 3차원 
문화원형이 장된 DB에서 찾고자하는 3차원 는 2차원 형상에 가장 합한 
문화원형을 찾아주는 매칭엔진  이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API를 개발하는 기술

실측기반 고정  문화콘텐츠 
생성기술

외선, X-Ray, 가시 선기반 카메라 상 입력 기술  상합성 기술과 3차원 
스캐 기반 3차원 입력  모델링 기술개발을 통한 다양한 상 획득 기법으로 유형 
문화재를 실측하고 실측된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형 문화재를 새로운 형태의 
고정 , 고품질 디지털 콘텐츠로 생성, 변환, 표시하는 기술

가상문화유산 체험  랫폼 
기술

실시간 처리를 한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통합  가공처리 기술과 가상 문화유산 
체험 을 통합 운 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서 형 디지털 문화유산 체험 의 
체계 이고 효율 인 운 을 가능토록 하는 기술

상처리 기술에 의한 문화원형 복원기술”에 

해서 으로 다루고 해당되는 기술들에 

한 구체 인 사례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문화원형 복원기술에 한 반 인 이

해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에서 보다 구체

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2. 문화재 디지털 복원 련 용어 
 기술

 2.1 용어 정의

“복원(復元)”은 “원래 로 회복함”을 사

으로 의미한다. “복원”이 문화재와 련돼서 사

용될 때는 “문화유산의 잃어버린 형태나 모습을 

원래 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복원”

은 이미 훼손되었거나 사라진 문화유산에 한 

고증을 거쳐 원래의 모습이나 역사  환경을 

재구성하여 원형을 되살리는 것을 뜻한다[6].

문화재 디지털 복원이란 컴퓨터 그래픽, 3차

원 공간의 가상 실, 빛이 투과되는 홀로그램 

등의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하여 고  문화유산

을 본래의 모습 로 재 하는 것이다[5].

문화재 디지털 복원에는 문화재의 실제 존재

여부에 따라 실제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문화

유산을 가상공간에서 원형을 찾아 디지털 복원

하는 것과 재 남아있는 문화유산의 경우 3D

스캔 기법 등을 용해 가상공간에 옮기려는

(일종의 디지털 복사) 디지털 재 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에서 제시하는 문화재 

디지털 복원과 련된 문화유산 기술은 크게 

<표 1>과 같이 다섯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9]. 이 가운데 문화재 디지털 복원과 련된 핵

심기술은 “컴퓨터 그래픽스  상처리 기술

에 의한 문화원형 복원기술”이다. 제 3장에서는 

이에 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다.

 3. 컴퓨터 그래픽스  상처리 
기술에 의한 문화원형 
복원기술

컴퓨터 그래픽스  상처리 기술에 의한 문

화원형 복원 기술은 <표 2>에서와 같이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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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와 8가지 세부기술로 나  수 있다. 

 <표 2> 컴퓨터 그래픽스  상처리 기술에 의한 
문화원형 복원의 세부 기술

기 술 분 야 세 부 기 술

고해상도 3D 디지털 
문화재 입력  
표시기술

문화원형 고해상도 디지털 계측 
기술

Scan Data Processing 기술

3D Photography 기술

문화콘텐츠 상 
처리  복원 기술

조각난 문화재 복원기술

문자 독  복원기술

문화원형 재  기술

3D 모델링  데이터 압축 기술

Point Streaming 기술

다운로드 가속 컨포 트 기술

세부기술에 해서 구체 으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3.1 고해상도 3D 디지털 문화재 입력  

표시기술

3.1.1 문화원형 고해상도 디지털 계측 기술

3D 스캐 를 이용하여 문화재를 측정할 경우 

문화재의 특성상 원본의 형태 , 학 , 치

 손상 등을 고려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수

반된다. 특히 문화재를 다룰 때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손상을 우려하여 측정 시에 문화재의 

배치  안정성의 문제로 인한 측정이 불가능

한 역이 발생한다. 이로 인하여 완벽한 3D 

형상  색상 정보를 측정하지 못한 미 측정 부

가 나타난다. 문화재의 측정을 하여 센

서나 강렬한 빛 등을 사용하는 경우 문화재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문화재의 

특성에 따라 측정방법에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일반 으로 비 식, 비화학  방식을 사용하

며 벽화, 고화 등과 같이 색상이 요한 문화재

의 경우 조명에 향을 받아 퇴색 상이 나타

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연  기

의 색상을 측정할 수 없는 제약이 나타나게 된

다. 일반 으로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가 있는 장

소에서 측정을 시행한다. 탑이나 건축물 같은 

형 문화재의 경우 이동자체가 불가능하고 이동

이 가능한 문화재의 경우도 분실과 이동시의 손

상 등을 고려해 보  장소에서 문화재 리자의 

참  하에 문화재를 다루는 방법 등을 충분히 

교육받은 인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10].

<표 3> 문화원형 고해상도 디지털 계측 기술

구 분 내 용

형상/색상 
동시측정 
시스템

3D 스캐 와 Color Filter  Color 
CCD를 이용하여 형상과 색상을 동 
시에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된  
데이터에는 3D 치좌표 뿐만 아니 
라 색상좌표도 포함되어 있다.

True Color 
측정을 한 
조명 시스템 
구축 기술

3D Scanner로 문화원형의 다양한 색 
상과 복잡한 질감을 True Color로 획 
득하기 해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향 없이 균일한 조건으로 상물을 
비출 수 있는 조명시스템이 필요하다.

① 형상/색상 동시측정 시스템

문화원형을 디지털 데이터화하는 방법으로는 

2D 이미지 합성방식, 이미지 맵핑방식 그리고 

유물의 형상/색상 동시 측정방식 등이 있다. 

[그림 1] 2D 이미지합성방식

2D 이미지 합성방식은 여러 각도에 촬 한 

이미지 자료를 로그램 상에서 합성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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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시 에서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비교  단

시간에 유물의 형상을 완성시킬 수 있으나 형

상데이터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3D 수치화

는 불가능하다([그림 1]).

이미지 맵핑방식은 형상 데이터를 3D 측정후 

이미지를 2D 카메라로 촬 하여 형상 데이터와 

이미지를 조합하는 방법으로 촬 된 이미지를 

동일 조건으로 보정해야하는 추가 인 과정이 

필요하다([그림 2]). 한 유물의 형상이 복잡해

질수록 3D 형상 데이터와 2D 이미지를 오차없

이 원 치에 일치하도록 조합시키는 것은 실

제 으로 불가능하며, 원형 데이터의 왜곡은 피

할 수 없다. 

3D 형상 데이터

 

 

2D 이미지 자료

[그림 2] 이미지 맵핑방식

유물의 형상/색상 동시 측정방식은 3D 스캐

와 Color Filter  Color CCD를 이용하여 형

상과 색상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된 

 데이터에는 3D 치좌표 뿐만 아니라 색상

좌표도 포함되어 있다.

3D 스캐닝

 

3D 벡터 데이터

[그림 3] 3D 형상/색상 동시 측정 방식 

<표 4> 3가지 디지털 데이터화 방식의 차이

구 분
2D 이미지 
합성방식

이미지 맵핑방식
형상/색상동시
측정방식

필요
장비

디지털카메라
조명장비

3D Scanner
디지털카메라
조명장비(2D 
촬 용)

형상/색상동시
측정용

3D Scanner
통합조명 
시스템

결과물 2D 이미지
2D 이미지 + 
형상 데이터

3차원 Vector 
Data

데이터 
입력
시간

이미지 촬 ：
 48컷×30
 = 24분

이미지 촬 ：
 48컷×30
 = 24분

3D Scanning
：48분

3D Scanning
：48분

데이터 
후처리 
시간

이미지 
보정：120분
이미지 
합성：30분

이미지 
보정：120분
3D Vector Data 
정합：240분
이미지+형상
데이터합성
：120분

3D Vector 
Data 

정합：240분

따라서 형상/색상 동시 측정방식은 2D 이미

지 합성방식이나, 이미지 맵핑방식에서 나타난 

문제 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일 뿐만 아니

라, 유물의 안정성과 객 이고 정확한 데이터

를 확보하기 한 최 의 방식이다. 한 문화

원형의 복원을 해서는 단순 이미지 자료가 

아니라 수치 개념이 포함된 벡터 데이터가 필

요하므로 역설계 기술을 용한 완벽한 3D 형

상/색상 데이터가 제작되어야 한다. 

<표 4>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2D 이미지 

합성방식은 데이터의 입력  후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짧다는 장 이 있기는 하나 데이터 활

용도에 제약이 있으며 3D 형상의 벡터 데이터

를 확보할 수 없다는 치명 인 단 이 있다. 이

와는 조로 형상/색상 동시 측정방식은 문화

재와 같이 보존  복원의 필요성이 실한 

상물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고 분석하기 한 

필수  고품질 3D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최

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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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True Color 측정을 한 조명 시스템 구

축 기술

3D 스캐 로 문화원형의 다양한 색상과 복잡

한 질감을 True Color로 획득하기 해서는 시

간의 경과에 따른 향 없이 균일한 조건으로 

상물을 비출 수 있는 조명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때 색온도는 자연 과 같은 5,000∼5,500°K를 지

속 으로 유지해야 하며, 데이라이트(Day Light)

와 같은 5,400˚K가 최 의 조건이다. 주어진 조

명의 조건 하에 측정하고자 하는 유물의 색상

과 질감이 그 로 기록될 수 있도록 화이트밸

런스(White Balance)를 조 하여 CCD(Charge 

Coupled Device)를 통과한 색신호(R, G, B)의 

비율을 1：1：1로 보정하여야 한다.

[그림 4] 조명 시스템의 개략도

조명 시스템의 개략도는 [그림 4]와 같다. 유

물의 측정을 하여 스캐 와 유물의 심선을 

기 으로 좌우 칭인 지 에 에서 제안하는 

조명시스템을 설치하되 각도는 45도가 최 이

며, 45도보다 좁은 경우는 량은 풍부해지나 

반사표면을 갖는 유물인 경우 난반사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45도 이상인 경우에는 유물 

면부에 량이 부족해진다. 조명시스템과 측정 

유물간의 거리 한 정확한 측정을 해 요

한 인자 의 하나이다. 조명시스템과 유물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격한 조도의 감소를 나타

낸다. 일반 으로 조명시스템과 유물과의 거리

는 1.5m 이내가 당하다. <표 5>는 4가지 조

건에 따른 조명의 강도에 따른 조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표 5> 조명의 강도에 따른 조도의 변화

구 분 조건 1 조건 2 조건 3 조건 4

Light 화도(W) 110 220 330 660

Light 수 2×55W 4×55W 6×55W 12×55W

백열 과 비교(W) 700 1,500 2,300 4,500

조도
(Lux)

거리(0.5m) 6,500 10,500 16,000 -

거리(1.0m) 4,700 7,700 12,000 19,000

거리(1.5m) 3,000 5,050 7,950 12,200

거리(2.0m) 1,300 2,400 3,900 5,400

거리(2.5m) 920 1,750 2,850 3,950

거리(3.0m) 550 1,100 1,800 2,500

거리(3.5m) 200 470 820 1,250

3.1.2 Scan Data Processing 기술

① 고해상도 스캐 로부터 컬러 정보를 

포함한 군 데이터 입력 기능 향상

이 게 얻어진 컬러 군 데이터를 핸들링 

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고해상도 스캐 로부터 

얻어진 형상 정보  컬러 정보를 포함한 군 

데이터를 입력 할 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즉, 

용량의 형상  컬러 정보 동시 입력이 가능

하며, 입력받은 군 데이터를 가시화 할 경우 

마치 폴리곤을 쉐이딩한 것과 같은 효과를  

수 있도록 가시화 기능이 필요하다[11].

Point SetPoint Set

Point ShadingPoint Shading

점군 데이터 렌더링점군 데이터 렌더링

[그림 5] 군 데이터의 가시화



문화원형 디지털 복원기술 1   109

② 용량 원시 데이터의 효율  리

3D 스캐 로부터 군 는 폴리곤 메쉬 데

이터를 입력받을 때, 불필요한 노이즈 데이터나 

과도하게 많은 측정 들의 수를 필터링 기능

을 이용하여 효과 으로 일 수 있다. 군 데

이터를 입력받으면 메쉬를 생성하는 과정을 밟

아야 하며, 폴리곤 메쉬를 입력받으면 곧바로 

정합 과정으로 넘어간다. 정합 과정은 공통되는 

세 을 이용한 이니셜 정합과 소 트웨어 으

로 모든 을 비교하여 보다 정확하게 치를 

맞추어주는 로벌 정합으로 구분된다. 정합 과

정이 끝난 각 쉘들은 병합 과정을 거쳐서 하나

의 쉘로 합쳐질 수 있다. 병합 과정이 끝난 모

델은 필요에 따라서 스캐닝이 안된 부분을 구

멍 메우기(Hole Filling)로 채울 수 있으며, 후

속 작업을 하여 당한 수의 폴리곤 모델을 

생성하기 한 간소화 기능을 용한다. 스캔 

데이터를 불러들일 때 각 일을 로드(Load)하

거나 언로드(Unload) 할 수 있다. 로드라 함은 

모든 데이터를 실제 메모리 상에 띄워 놓는 것

을 말하고, 언로드라 함은 모든 데이터를 하드

디스크에 임시로 장해 두는 것을 의미한다. 

로드/언로드 메커니즘은 실제 메모리 상에 있

는 데이터를 동 으로 하드디스크에 장했다

가 필요할 때 불러옴으로써, 매우 큰 용량의 

데이터도 처리 할 수 있도록 한다. 데이터를 하

드디스크에 장해 놓았다가 일부분만 불러와

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메모리와 하드디스

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시간은 매우 

미미하여 계산시간에 추가되는 오버헤드는 무

시할 만하다. 이를 통해서 용량의 원시데이터

를 리하게 된다[13].

3.1.3 3D 포토그래피 기술

3D 포토그래피 기술은 e-Commerce에서부터 

제조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

다. 통 인 사진 작업에서는 필름 상  인

화작업등을 수행했지만 3D 포토그래피 기술은 

포토샵을 이용한 2D 이미지 편집 작업을 진행

하듯이 3D 모델에 컬러 디자인 작업을 가능하

게 하는 기술이다. 일반 으로 학식 스캐 는 

CCD 카메라에서 보이는 부분만의 데이터를 획

득할 수 있기 때문에, 물체의 완벽한 3D 형상

을 획득하기 해서는 여러 시 에서 스캐닝한 

데이터를 합성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

데, 여러 시 에서 스캐닝을 하게 되면, 빛이나 

주변 환경의 향으로 인해 각각의 시 에서의 

스캐닝한 데이터의 색온도가 약간씩 틀려지게 

된다. 따라서 최종 으로 데이터를 합성하기 

에 미묘하게 차이나는 색온도를 보정할 수 있

는 기능이 필요한데 3D 포토그래피 기술이 이

것을 가능  하고 있다. 

3.2 문화콘텐츠 상 처리  복원 기술

3.2.1 조각난 문화재 복원기술

화엄석경과 같이 문화재 표면에 자가 새겨

져 있는 조각난 문화재는 정합과정을 거쳐 복

원하게 된다. 정합과정을 수작업으로 하게 되면 

정합과정 간에 추가 인 문화재의 훼손이 발생

될 가능성이 높다. 한, 정합해야 될 조각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수작업에 의한 정합에는 한

계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한 

기술이 조각난 문화재 복원기술이다. 조각 정합 

시스템은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다[1, 2, 12]. 

먼 , 문화재 조각이 3D 스캐 를 이용하여 획

득된다. 문화재 조각에 새겨져 있는 자의 특

징을 이용하여 자가 새겨져 있는 정면 부분을 

찾아 정렬(이하 ‘조각 정렬’)을 하게 되면 조각 

정합간 x축과 y축으로 회 되어 있는 상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부분 조각가들이 비석이나 돌에 자를 새

길 시에는 가로 세로로 큰 방향은 정해 놓고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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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하기 때문에 조각의 자 정보로 조각의 

수직 방향을 찾아 정렬(이하 ‘ 자 정렬’)을 할 

수 있게 된다. 3D 데이터로 장된 조각 정보는 

입력 받을 때에 임의의 방향으로 입력되므로 

조각 정면과 자의 수직 배열을 찾지 않은 상

태에서 정합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 게 정

렬된 조각들에서 특징 벡터들을 추출하고 상

처리를 통해 조각들을 정합한다. 

[그림 6] 조각 정합 시스템 구성도

3.2.2 문자 독  복원기술

[그림 7]은 비석이나 경  등에 자가 새겨져 

있는 형태의 문화재에서 문자를 독하여 오랜 

세월을 통해서 마모된 문자들을 복원하는 기술

에 한 순서도이다. 여기서는 팔만 장경의 

를 들어서 작성한 순서도이다. 순서도 왼쪽에서 

보이는 표  자는 팔만 장경 가운데 보존이 

잘 된 자들을 말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3D 디

지털 자료화를 하고, 3D 데이터를 Z-map을 이

용하여 2D 데이터로 만든다[3, 7].

[그림 7]의 순서도 오른쪽에서 보이는 복원할 

자는 자가 마모되거나 훼손되어 복원이 필

요한 자들이다. 이 자를 표  자를 2D 데

이터로 변환시키는 과정과 동일하게 2D 데이터

로 변환시킨다. 그리고 표  자의 2D 데이터

와 복원할 자의 2D 데이터를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부분의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토 로 복

원할 자를 표  자로 변환 시킬 수 있는 필

터를 유추해내고 이를 복원할 자에 용한다.

[그림 7] 문자복원 시스템 구성도

3.3 문화원형 재  기술

3.3.1 3D 모델링  데이터 압축 기술

3D 컬러 스캐 로부터 획득한 컬러 군 데이

터를 이용해서 최 화된 폴리곤 모델을 생성하

는 기술이 3D 모델링  데이터 압축 기술이다. 

이 폴리곤 모델에 텍스처 맵을 보 하여 군 컬

러 정보를 일반 인 텍스처 이미지 맵으로 

환해  수 있으며, 원시 모델링 데이터를 이용

하여 다양한 모델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스

캐닝 단계에서 얻어진 기의 이미지 정보를 

원시 상태 그 로 보 할 수도 있다.

3.3.2 Point Streaming 기술

용량의 폴리곤 모델의 경우 폴리곤이 아니

라 군 데이터로만 표 해도 차이가 없다. 따

라서 군 데이터만으로 이루어진 모델을 생성

하여 그리게 되며 이는 디스 이 속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 이를 Point Streaming 기술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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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데이터들만으로 이루어진 모델에서 각 

들을 트리 구조 형태로 구조화시킴으로써 다

해상도 모델을 구 할 수 있다. 이는 실제 디

스 이되는 경우, 각 픽셀당 한 개 이상의 

을 그리게 되는 것은 필요 이상의 부담이므로 

각 픽셀의 크기와 비슷한 해상도의 을 그림

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8]은 호

리병 도자기를 Point Shading 방식(왼쪽), Poly-

gon Shading 방식( 앙), Point Streaming 방

식(오른쪽)으로 디스 이한 이다.

Point Shading Polygon Shading Point Streaming

[그림 8] 호리병 도자기의 디스 이 

이 구조화된 형태의 모델은 해상도에서부터 

고해상도로 앞에서부터 기록을 하게 되면, 네트

워크 상에서 송과 동시에 받은 부분까지의 해

상도로 모델을 볼 수 있는 스트리 도 가능하게 

된다.

분할분할 병합병합분할분할 병합병합

[그림 9] 분할 다운로드 개념도

3.3.3 다운로드 가속 컴포 트 기술

다운로드 가속 컴포 트란 “분할 다운로드”

로 다운로드 시간을 약하는 다운로드 컴포

트를 말하며, [그림 9]에서와 같이 “분할 다운로

드”란 부피가 큰 일을 여러 조각으로 나 어 

그 각각의 조각을 여러 사이트에서 동시에 받

아와서 다운로드 시간을 이는 것이다. 이 기

술을 통해서 인터넷 사용자의 다운로드 시간을 

이는 효과가 있다. 3D 데이터의 원활한 송

을 해 이러한 기능을 3D 뷰어 로그램에 

용하기 해서는 이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 상 없이 인터넷 

송 성능을 향상시키게 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 디지털 복원에 사용되

는 기술을 “컴퓨터 그래픽스  상처리 기술

에 의한 문화원형 복원”의 통합  기술을 심

으로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소개되고 제안되

는 다양한 문화재 복원 기법을 통하여 문화재 

디지털 복원에 핵심 으로 사용되는 기술이 무엇

인지와 어떻게 문화재가 디지털로 복원되는지, 

이를 해서 어떤 과정과 기술들이 발 되고 

비되어야 하는지에 해서 자세히 소개하 다.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기법들의 일부는 시스템

으로 개발되어 있다. 향후, 이러한 개별 기법의 

시스템으로 개발된 방법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면 문화 이미지원형 복원 

작업과 동시에 문화재 자 원형 복원작업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

을 것이다. 

세계 으로 우수한 문화재를 많이 갖고 있는 우

리나라에서 이러한 문화재 디지털 복원 기술들

을 극 으로 개발하는 것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인 문화재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보다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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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고 경제 인 면에서와 문화 인 면에서 

커다란 발 을 도모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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