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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an Optical Measurement System for the Authenticity of Pain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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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have designed an optical measurement system for authenticity of paintings. Using a simple and compact optical 

measurement system, the surface characteristics of paintings could be measured, and we obtained information about paintings. 

First, the paintings that were painted in various colors could give characteristic information on the color of paintings. Second, 

tomographic information about the surface of a painting could be obtained, using a line laser. To assess the reliability of the 

optical measurement system, forgeries looking like the originals were created, and we could distinguish the originals from the 

forgeries through experiment. Thus, we could obtain data about the paintings and create a numerical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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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미술품의 광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진위감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작해보았다. 기존의 진위감정방법들보다 

간단하고 정확한 광학적 진위감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미술품의 표면을 측정하고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백색광을 이용

하여 다양한 색이 칠해져 있는 미술품 표면의 고유한 색상정보를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는 라인레이저를 이용하여 미술품이 가진 

표면형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였다. 진위감정시스템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작과 비슷한 위작을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해

본 결과, 진작과 위작이 서로 다른 데이터를 보여줌으로써 진작으로부터 위작을 쉽게 감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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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

라 예술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높아졌다. 따라서 미술품의 

경제적 ․ 사회적 가치도 높아졌고, 재테크 수단으로도 발전되

었다
[1-4]

. 가치 있는 미술작품들을 거래하기 위해 거대한 경

매 시장도 형성되어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술품의 가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유명 화백들의 작품은 그 가

치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싼 가격에도 불

구하고 작품을 사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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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picture of the optical measurement system.

이용하여 유명 작품들과 비슷하게 제작하고 속여서 비싼 값

에 판매하는 사건들도 발생하게 되었다
[5]

. 따라서 진위감정

에 관련된 사건들이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위작은 

계속해서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미술품의 진위감정은 더욱 중

요하게 생각된다
[6-10]

. 실제로 작품의 진위감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크게 2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미술품의 진위를 판단하는 방법에는 감정가의 안목에 의한 

주관적인 감정인 ‘안목감정’과 과학적인 장비를 동원한 객관

적인 ‘과학감정’의 방법이 있다. 주관적인 감정의 경우에는 

감정가의 주관적 생각과 안목을 위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

문성과 윤리성 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7]

. 또한 겉으로 볼 

때는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작품들이 대다수 생겨났기 때

문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요구하는 사건이 많이 생

겨났다. 그래서 2002년에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이라는 단

체가 설립되었고, 시료분석, 주사전자현미경(SEM), X-ray 투

시조사, 적외선 카메라, 연대측정기 등의 여러 과학 장비들

을 사용하여 미술품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11-18]

.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하면 재료의 표면형상, 적층 결

함, 계면 등을 관찰 할 수 있지만 이는 측정을 위해 미술품

에 손상을 입혀야 하고 국소부위의 정보를 얻는다는 단점이 

있다
[12,19]

. 탄소 동위원소 반감기를 이용하면 미술품의 대략

적인 제작연도를 알 수 있지만 이는 오차범위가 50년 정도로 

매우 크다는 단점이 있다
[12]

. X-ray를 이용한 투시조사나 적

외선 카메라를 통한 측정은 미술품의 보이지 않는 내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화가가 지닌 필치와 내부 수정부분 등을 알 

수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진위감정방법이다
[17]

. 하지

만, 이는 내부의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공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광학을 이용하여 작품의 손상을 최

소화시키면서 더욱 정확하고 간단하게 측정함으로써 미술품

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품 진위 판별을 위해 간소화된 검증 법으

로서 두 가지의 요소를 위주로 하여 진작으로부터 가작을 판

별하고자 하였다. 두 가지 요소에는 색감과 표면 형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광원(백색광과 라인레이

저)을 이용하여 측정시스템을 제작하였다. 백색광을 이용하

면 미술품 표면의 색에 따라 빛이 흡수되거나 반사되는 세기

가 달라지는 것에 착안하여 반사스펙트럼을 측정하고 분석

하였다
[20,21]

. 또한 라인레이저를 이용하여 미술품 표면형상의 

이미지 데이터를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분광기와 CCD 카메

라를 이용하여 눈으로는 판단하기 힘든 마이크론 단위의 작

품의 정보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스템을 통해서 

진작과 위작을 쉽게 구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II. 실    험

본 실험에서는 미술품의 색상정보 및 표면형상데이터를 얻

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스템을 제작하였다(그림 1). 백색광

과 라인레이저, 두 가지의 광원을 이용하여 미술품 표면에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실험샘플로는 유채화를 사용하였다. 

유채화는 매우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는 유채물감을 사용하

고, 물감의 두께 및 붓 칠에 따라 표면의 거칠기가 매우 다

르게 표현된다. 미술품의 전체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X축과 

Y축으로 작품을 이동시킬 수 있는 스테이지(linear 300 mm 

XY-Robot stage, 사이언스타운)를 이용하였다. 프로그램 제어

를 통해 특정 구동속도로 스테이지를 구동시킬 수 있다. 

백색광을 이용한 색상정보 획득: 각각의 작품들은 그 자체

로 다양하고 고유한 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색상들이 미

술품을 나타낼 수 있다. 미술품의 색상정보를 얻기 위해 백

색광(DH-2000-BAL, Ocean Optics, Inc.)을 이용하여 빛을 입

사시켰다. 백색광은 모든 가시광선영역대의 빛을 포함하고 

있고 그 중에서 빛의 3원색인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의 반사 

빛만 검출하여 그 세기와 비율을 알아보았다. 검출기로는 분

광기(USB 4000, Ocean Optics, Inc.)를 이용하여 미술품의 표

면에서 반사된 빛을 검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백색광을 입

사시킴과 동시에 백색광을 입사시킴과 동시에 분광기로 빛

을 검출할 수 있는 광 파이버를 이용하여 좀 더 간편하고 정

확하게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또한 보다 정확한 진위감정을 

위해 국소부위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렌즈(UPLFLN 20X, 

Olympus)를 이용하여 입사빔 사이즈를 줄여주었다. 

라인레이저를 이용한 표면형상데이터 획득: 미술품의 표면

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표면형상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라

인레이저를 이용하였다. 638 nm 파장을 가지는 라인레이저

(Z10M18B, Z-laser)를 미술품에 입사시키면 작품의 표면형

상에 따라 빛이 반사되거나 산란된다. 표면의 형상에 따라 다

양하게 반사된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이러한 표면형상을 관

찰하기 위해 CCD 카메라(Pike F505B, Allied Vision Tech.)

를 이용하여 정보를 얻는다. 

III. 결과 및 고찰

그림 2는 본격적인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예비실험을 진행

해본 결과이다. 그림 2(a)는 백색광에 의해 반사된 색들이 각

각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색이 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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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ilot experiments. (a) Color information of the painting which was obtained using white light, (b) Tomographic image of the surface 

of the painting which was obtained using line laser.

Fig. 3. (a) The painting named ‘Self-portrait(left: original work, right: forgery). (b) and (c) present color information of the original painting. 

(d) and (e) shows color information of the forgery indicated in RGB spectra.

져있는 유채화를 스캔해본 결과이다. 유채화의 색이 변함에 

따라 파란색(470 nm), 초록색(546 nm), 빨간색(632 nm)의 세

기도 위치에 따라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스캔영역이 

파란색구간에서 노란색 영역으로 변하면서 검출된 빛의 세

기와 비율이 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파란색 반사빛보다 빨

간색 반사빛이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이 진위감정시스템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같은 구간을 

반복하여 여러 번 실험한 후에 결과를 비교해보았다. 4개의 

데이터를 겹쳐 나타내 본 결과, 스펙트럼이 마치 하나의 결

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다. 이를 정확한 데이터로 각 지

점마다 비교해 보았을 때 같은 영역에 대해 10 cm의 거리를 

반복 스캐닝 할 경우 약 1% 이하의 오류로 측정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실험을 반복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라인레이저를 이용한 실험결과이다. 표

면형상측정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미술품의 표면을 스

캔해보았다. 그림 2(b)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표면의 거칠

기에 따라 각각 다른 표면형상 이미지 데이터를 얻을 수 있

었다. 예비실험을 통해 진위감정시스템으로 미술품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술품의 진위 판정을 위해 진작과 비슷한 위작을 제작하

였고 이 두 작품을 제시된 시스템으로 비교, 대조해보았다. 

실험에 사용된 작품은 이진이작가의 ‘자화상’(그림 3(a))으로 

작가의 이중적 내면상황을 드러낸 사실주의 작품이다. 그림 

3(b)-(e)는 그림 3(a)에 표시된 노란색 영역을 백색광을 이용

하여 각각 진작과 위작에서 스캔하여 얻은 결과이다. 위작이 

진작과 비슷하게 제작되었다고 하지만, 완벽히 똑같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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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opographic image of the painting named ‘Self-portrait’. (a)-(d) The topographic images of the original painting. (e)-(h) The topographic 

images of the forgery.

없기 때문에 표면의 색깔에 따라 각 파장대에서 다른 세기가 

측정되었다. 또한 그림에서 물체들의 위치가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색이 변하는 구간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

로 표면형상을 비교 관찰해보기 위해 그림 3(a)의 진작과 가

작의 스캔하고 몇 가지 부분을 비교한 데이터를 그림 4에 나

타내었다. 가작을 스캔한 뒤, 몇 가지 부분을 선택하여 비교

해보았다. 예비 실험에서 보여준 미가공 데이터와는 다르게

그림 4는 실험을 통해 얻은 표면형상 이미지에서 산란된 빛

을 제거하여 나타낸 데이터이미지이다. 미술품의 표면도 색

상과 마찬가지로 그 형상과 거칠기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확

연한 차이를 보였다. 진작이 위작보다 표면이 좀 더 거칠어

서 반사된 라인레이저가 위작보다 더 굴곡이 있는 것으로 보

여진다. 다른 부분의 표면형상이미지를 보았을 때도 차이를 

알 수 있었다. 눈으로는 구별하기 힘든 작품 표면의 약간의 

굴곡을 라인레이저와 CCD 카메라를 통해 잘 관찰할 수 있

었다. 미술품의 색상과 표면형상에 관련된 데이터를 바탕으

로 진작과 위작을 구별할 수 있었다. 측정된 표면형상이미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학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진작-진작의 

차이점은 4%정도로 나타났으며 진작-가작의 차이점은 전체 

데이터의 90% 정도를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형상 자체의 

측정에만 그 의미를 두고 범위를 정하자면 유화나 아크릴화

와 같은 물감 자체에 독특한 질감을 표현할 수 있는 종류의 

미술품이 진위감정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감의 질감이 크게 도드라지지 않는 수채화와 같은 

작품에 대해서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

다. 하지만 이런 경우 물감 자체의 영향보다 캔버스 자체의 

질감이 도드라지며 이는 line laser를 이용하여 충분히 측정 

가능하다. 덧붙여, 본 연구에서 적용한 소스는 638 nm의 파

장대로서 해당 측정 영역의 붉은 색 정도에 따라 반사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성질에 의해 미술품 고유의 색감 특

성에 표면 형상이 더불어 융합되는 특유의 측정 결과물을 얻

을 수 있고 이는 미술품 고유의 지문처럼 활용되어 작품의 

진위감정에 활용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확한 진위판정을 

위해서 한 영역의 형상 정보를 얻기 때문에 이를 수학적 툴

로 분석해보면 아무리 진작을 모사하더라도 그 섬세한 붓 자

국 표현까지 마이크론 단위로 흉내내지 못하기 때문에 진작

에 대한 미술품 데이터만 구축되어있다면 충분히 구별 가능

하다. 완벽하게 모사한 영역이 존재할 수 있음에 대비하여 

여러 영역의 대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00%의 진위 감정 

정확도를 가질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 경제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들을 안

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새로운 진위감정시스템을 제작하였다. 

광학을 이용하여 작품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빠르고 보다 정

확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술품의 광학적 특성분

석을 통해 새롭게 제시된 진위감정시스템은 백색광과 라인

레이저를 이용하여 미술품의 표면에 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백색광을 이용하여 미술품의 표면 색상정보 데이터

를 얻을 수 있었고, 라인레이저를 이용하여 표면형상 데이터

를 얻을 수 있었다. 여기서 미술품들은 빛에 의해 손상이 발

생하기 때문에 가시광 영역의 소스를 사용하는데 거리낌이 

있지만 미술품의 일부를 취한다던지 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한시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진작과 위작을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해 본 결과, 데이터에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진작과 위작을 잘 구별해낼 수 있었다. 

진위판별을 위한 기존의 연구 중에는 파장 축에 대한 스펙트

럼 프로파일의 correlation을 비교하여 작품의 진위여부를 판

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본 시스템에 더욱 

정밀한 수치로 진위 여부를 제시하기 위한 correlation방법을 

적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들을 토대로 미술품의 정보를 저장하

기 위해 얻은 결과들을 수치화시켜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방법의 목적인 진작의 데이터

로부터 가작을 구분해 낸다는 점은 목적인 동시에 한계가 될 

수 있는데, 현재 높은 가치를 가지거나 유명한 작품들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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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인정받지 못했던 작품이 사후에 유명해지거나 하는 경

우도 많다. 이를 대비해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시스템을 활용

하여 현 시점부터 신인 화가들의 작품들과 진작으로 이견 없

이 판정된 미술품들에 대해 데이터베이스화 해 둔다면 후에 

진작과 가작을 구별할 수 있는 정확한 툴로 활용이 가능하다

고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작품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

이터들은 추후에 미술품이 훼손되어 복구가 필요할 때 요긴

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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