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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은 인류 성과의 유일한 표현이므로, 그리고 이러한 문화유산이 계속 위험에 처해 있으므로, 

또한 기록이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의미, 이해, 정의와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수단의 하나이

므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소유주뿐만 아니라 보존 전문가와 경영인, 정치인, 정부

기관의 관리자, 그리고 대중들에도 있으므로…

책임 있는 기관과 개인들이 문화유산을 기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ICOMOS,

PRINCIPLES FOR THE RECORDING OF MONUMENTS,

GROUPS OF BUILDINGS AND SITE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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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문화유산의 디지털기록

문
화유산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목적과 기술로 기록되었다. 수 

세기 전에도 역사적 건축물이나 장소는 예술가나 건축가 등

에 의해 정교한 드로잉이나 회화의 형태로 기록되었다. 기록의 동기

는 조형미가 주는 예술적인 영감이거나 왕의 명령인 적도 있다. 현

대에서 문화유산을 기록하는 것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훼손·멸

실의 수많은 위험요소에 모두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에 대한 대안인 

동시에,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필수불가결한 요소

가 됐다. ICOMOS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는 모든 국제 기

구와 정부가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책임을 가지는 만큼 적절한 방식

으로 기록해야 할 책임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전통적인 수작업으로

부터 측량 기술의 발전에 따라 활용 범위가 확대되어 온 문화유산의 

기록 도구는 디지털 방식, 더 나아가 최신 기술에 의한 3차원 형상기

록의 첨단 기술까지 확대되었다. 문화유산 보존 과정에서의 실측 정

보는 전통적으로 2차원 도면의 형태였으나, 점차 3차원 측량 기술에 

기반을 둔 3차원 실측 정보의 가치와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목적과 대상에 따라 적절한 기록도구를 선택하는 것은 시간, 비용, 

공간적 접근 가능성 등이 제한된 조건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활용 가

치가 높은 결과를 구축하게 함으로써 보존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림 5.1 조반니 바티스타 피라네시가 그린 콜로세움(1757, 

위), 동궐도東闕圖(조선후기, 아래)

출처：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Korean_art-

Donggwoldo-Changdeokgung_and_Changgyeonggung-

Dong-A_University-01.jpg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Giovanni_Battista_

Piranesi,_The_Colosseum.png

Public domain

Public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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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기록의 목적과 중요성

기록documentation은 과정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에 따른 결과적인 산출물

을 의미하기도 한다. 기록 과정은 대상의 물리적 특성, 현황, 역사, 문제점 

등의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것과 취득한 정보를 정리·해석·관리하는 것의 

두 과정을 포함한다.1 기록은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인식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기 위한 과정과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보

호, 복원, 보존, 보전, 식별, 모니터링, 해석, 관리와 같은 문화유산 관리 활

동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기록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RecorDIMRecording,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Management에서는 문화유산 기록을 

“시기적절하고 적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존에 필요한 모니터링, 관리

와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연속적인 프로세스”로 정의했다. 또한 기록은 “유

산 관리를 위한 정보에 대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산물이자 실천방안”

으로서, 유형과 무형 자원의 범위에 걸쳐 실측적·서사적·주제적·사회적 

기록record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기념물과 유적의 보존과 복원에 관한 베

니스 헌장(베니스헌장)에서는 보전, 복원, 발굴 등의 과정에 수반되는 모든 

단계에서 상세하게 기록을 남기는 것의 중요함이 강조되었고, 기록한 결과

의 아카이브가 이루어져야 하며, 아카이브에 대한 전문가들의 접근 가능성

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기술되었다. 또한 헌장의 제2항과 제10항에서, 전통

적인 기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가능한 모든 기법과 현대적 기술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1996년 소피아에서 열린 ICOMOS에서 채택한 선언문에 문

화유산을 기록하는 과정이 보존 작업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명시되었다. 아

울러 문화유산을 기록함에 있어 측량survey은 가장 핵심적인 과정 중 하나이

며, 측량 데이터는 보존 작업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카이브는 보존 전문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제공한다. 

 ● 역사적 건조물이나 유적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1 LeBlanc, F., & Eppich, R. (2005). Documenting our past for the future. Conservation：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Newsletter, 20(3), 5-9.

ICOMOS 1965년 세계의 역

사적 기념물과 유적지를 보호하

기 위해 설립된 비정부 국제기구

RecorDIM 정보 사용자(연구

자, 보존 전문가, 프로젝트 기획

자 등)와 정보 제공자(사진사, 기

록 전문가, 스캔 전문가 등) 사

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잇기 위해 

ICOMOS, Getty보존연구소, 

CIPAInternational Com-mittee for 

Documentation of Cultural Heritage가 

5년간 맺은 국제 파트너십

CIPA ICOMOS의 국제과학

위원회로 문화유산의 기록, 문

서, 정보 관리를 위한 원칙과 실

무, 기술 개발을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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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원 및 보존 작업 이전 상태의 데이터를 보존한다.

 ● 적합한 보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대상 문화유산의 훼손 원인을 

연구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 복원에 사용된 부재, 재료, 기술 등을 미래 시점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

도록 복원 과정에서의 데이터를 보관한다.

 ● 보존 작업의 결과를 평가하고, 이후 영향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문화유산 보존 과정에서의 기록은 각 단계에서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 이

루어진다. 

대상 문화유산의 역사적, 과학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와 중요성

을 인식하는 것은 보존 작업의 첫 단계이다. 보존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해당 문화유산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치적 중요성을 판단한다. 이를 통해 현

상現狀을 파악하고 보존 계획을 세워 적용할 수 있으며, 보존 작업에서는 각 

단계에 대해 기록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존 작업의 각 단계에서 구축된 기록

은 이후 모니터링, 관리, 유지 보수의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이를 통해 구축

된 정보는 관련 지식과 정보를 미래 세대에 전달하는 역할과 함께 전문가나 

대중들이 문화유산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소통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보

존 작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기록을 통해 보존 작업의 결과를 검증하고, 훼손

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림 5.2 문화유산 보존의 각 

단계에서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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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디지털기록 기술

유적지나 유물을 기록하는 기술은 대상의 형상과 텍스처를 정밀하게 측정

하는 조사 기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측량metric 혹은 비측량non-metric 

기법이 활용된다. 측량 기법에는 줄자, 사진 등을 이용한 전통적인 방식의 

측량 방식, 혹은 토털스테이션total station,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s, 사진

측량photogrammetry, 레이저 스캐닝과 같은 보다 발전한 기술이 포함된다. 반면 

비측량 기법은 초음파, 서모그래피thermography와 같은 기술을 포함한다. 이러

한 기법으로 획득된 정보는 역사적·고고학적 정보와 함께 지리정보체계에 

병합되어 문화유산 정보의 효과적 관리에 활용되기도 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따라 실측과 기록을 위한 도구와 기술에도 

많은 발전과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3차원 스캐닝이나 사진측량과 같은 최

근의 디지털 기반의 실측 기술은 매우 정밀한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른 시간

에 구축할 수 있게 했다. 디지털 방식에 의한 측량 기술은 정밀도를 높이고 

작업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전문가들의 작업 과정에 효율성을 높였다. 또

한 디지털 형식으로 구축된 데이터는 실측의 산출물을 다양한 목적으로 재

사용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

성을 높였다. 디지털 실측 기술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레이저 테이프와 레이저 레벨：레이저 테이프는 레이저로 정밀하게 거

리를 측정하며, 레이저 레벨은 수평, 수직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선을 제

공한다.

 ● 레이저 스캐너：레이저 스캐너는 건물이나 유물 같은 대상에 레이저를 

투사하여 거리를 측정한다.

 ● 디지털 사진측량：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된 사진 이미지로부

터 사진측량 기능이 있는 소프트웨어로 실측 데이터를 취득한다.

센싱의 목적과 센서가 취득할 수 있는 정보에 따라 문화유산의 기록에 활

용되는 측량 기기의 디지털 센서는 표 5.1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2

토털스테이션 전자식 데오드라

이트와 광파 측거리를 통합하여 

거리와 각도를 동시에 정밀하게 

측량할 수 있는 기기

GNSS 위성측위시스템. 위성

을 이용해 지상물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1m 이하 

해상도의 정밀한 위치정보 파악

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측량정보

를 제공할 수 있다.

서모그래피 적외선 온도계를 사

용하여 온도패턴을 브라운관 위

에 영상화하고, 또 사진촬영을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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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 기술은 여러 기준에 의해 분류될 수 있는데, 실측 과정에서 대상과

의 접촉 여부, 데이터의 획득과 측량의 시간적 일치 여부에 따라 직접기록

과 간접기록 기법으로 나눌 수 있다(표 5.2).3 직접기록은 대상을 실측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의 데이터 획득과 동시에 측량이 이루어지는 기법이다. 

전통적인 수작업에 의한 측량, 경위의經緯儀, theodolite, 토탈스테이션과 같은 

EDMElectronic Distance Measurement에 의한 측량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간접기록

은 현장에서 사진이나 기기를 사용하여 대상의 형상 데이터를 구축한 후, 컴

퓨터에서 이루어지는 후반 작업에서 데이터상의 측량 정보를 획득하는 기법

이다. 3차원 스캐닝, 사진측량 기술이 이에 해당한다. 간접기록은 현장에서 

데이터만 빠르게 취득하므로 현장에서의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측량과 해석이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완 측량이 발

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직접/간접기록 방식은 사진을 이용하는 사진 기

법과, 이용하지 않는 비사진 기법으로 세분될 수 있다.

2 Quintero, M. S., & Addison, A. C. (2007, September). Digital tools for heritage information 
management and protection：The need of training. In Virtual Systems and Multimedia (pp. 35-46). 
Springer Berlin Heidelberg.

3 Quintero, M. S. (2003). The use of three-dimensional techniques of documentation and dissemination in 
studying built heritage.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경위의 수평축과 연직축 주위로 

회전할 수 있는 망원경의 각도를 

측정하여 관측 물체의 수평, 수

직 방위각을 측정하는 관측 기기

EDM 관측 지점에 설치한 반사

거울에 전자파를 발사하고 반사

되어 오는 전자파의 위상 혹은 시

간 차이를 이용해 거리를 계산하

는 측량 기기

표 5.1  측량기기 디지털 센서의 분류

종 류 취득되는 정보 기기

시각 센서 
visual sensors

컬러, 형상, 움직임과 같은 시각적인 정보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비디오, 고해상도 파노라마 사진

치수 센서 
metric sensors

폭, 높이, 길이와 같은 공간적 정보
레이저 측거기, 토털스테이션, 디지털 사진측량, 지표 

투과 레이더, 레이저 스캐너

위치 센서 
position sensors

고도, 위치(UTM, 위도,경도 등) 정보 GPS(측량/ 매핑/ 네비게이션 등급), 나침반

환경 센서 
environmental sensors

환경적 위해 요소, 시대 측정 습도 센서, 방사능 탄소법(C14), 온도 센서, 음파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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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와 기술의 선택

실측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며, 여러 다른 형태의 기

술에 기반을 둔 도구 중에서 목적과 대상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여러 실측 기술의 특성, 성능, 정밀도, 사용 가능한 자

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적합한 기술을 선택하기 위한 보편적인 기준

은 없으며, 대상과 목적에 따른 여러 관련 요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림 5.3은 대상의 크기, 실측의 복잡도를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들을 

분류한 것이다.4 실측의 복잡도는 취득된 데이터에서 점(포인트)의 수량으로 

나타내고 있다. 점 데이터는 지리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하나의 점에서 수 실

측에 의한 수십~수백 개의 점이 되기도 하고 건조물이나 지형의 드로잉을 

위한 수천 개의 점이나 대상물의 형상 전체를 상세하게 기록한 수백만 개 이

상의 점군點群을 구성하기도 한다. 크기와 복잡도 외에 측정에 대한 요구 정

밀도와 해상도, 대상에의 접근 혹은 접촉 가능 여부, 도구와 전력 사용 가능 

여부, 대상의 이동 가능성, 도구의 사용 허용 여부 등이 기술 선택의 기준으

로 고려될 수 있다.5 이와 같이 기록 대상에 따라 장점을 갖는 실측 도구가 

4 Patias, P. (2007). Cultural heritage documentation. Application of 3D measurement from images,59(3), 
225-257.

5 Böhler, W. (2005) Comparison of 3D laser scanning and other 3D measurement techniques. In 
Baltsavias, M., Gruen, A., Gool, L. V., & Pateraki, M. (Ed.) Proc. International Workshop on 
Recording, Modeling and Visua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pp. 89-99). Leiden：Taylor & Francis/
Balkema.

표 5.2  실측 기법의 분류와 예

구분
기록 방식

직접 간접

기술
비사진

수 실측, 경위의,

EDM：토탈스테이션, GPS
지상 레이저 스캐닝

사진 현장 사진 디지털 사진측량, 정사 사진 등

측량 수행 시점 현장 후처리 작업Off-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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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기도 하지만, GPS와 광대역 스캐너를 같이 사용하는 것과 같이 여러  

측량기술을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문화유산의 디지털기록 프로젝트

미국에서는 1933년에 역사적 건물 조사HABS：Historic American Buildings Survey를 시

작으로 1969년 역사적 공법 기록HAER：Historic American Engineering Record, 2000년 역

사경관 조사HALS：Historic American Landscapes Survey와 같은 다양한 문화유산 기록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6 미국의 역사적 건축물, 공학 유산, 역사 경관을 실

측 도면, 대용량 사진과 글로 기록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표준의 제작을 목

적으로 했다. 세 가지 프로그램은 미국 국립공원청NPS：National Park Service의 문

화유산 기록 프로그램HDP：Heritage Documentation Programs분과에서 관리한다. 최근 

프로그램에서는 HABS/HAER/HALS의 맥락에서 3차원 스캐닝에 의한 기

6 Gogo, M. E. (2011). Digital Documentation for Historic Resourc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그림 5.3 실측 도구와 기술의 

선택

출처：Boeheler, W. (2005). 

태키오미트리 광학적 방법으로 

두 지점 사이의 수평 거리와 수직 

고도 차를 측정하여 목표 지점의 

상대적 위치를 구하는 기술

ⓒ 2006 Taylor & Franci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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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이 갖는 가치와 역할을 인식하여 기록의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자 외부 

기관과의 협력하에 연구가 진행되었다.

문화유산의 디지털기록 프로젝트로 2003년 미국 오클랜드에 설립된 비영

리 조직인 CyArk에서 수행된 것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7 CyArk는 세계의 

주요 유적지가 자연재해 혹은 인간에 의해 훼손되기 전에 레이저 스캐닝과 

같은 최신의 기술로 기록하여 온라인 도서관을 구축함으로써 온라인으로 접

근하고 미래세대에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CyArk는 세계의 

여러 정부 및 기관들과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멸 위기에 있

는 전 세계 문화유산 500개를 디지털로 기록하려는 CyArk 500 프로젝트가 

2014년부터 5년간 진행된다. CyArk는 3차원 스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된 

3차원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또한 교육용 자

료, 지식 베이스, CyArk Point Cloud Viewer 등 CyArk의 3차원 스캔 데이터

를 활용할 수 있는 자료와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서 제공한다.

2009년 히스토릭 스코틀랜드Historic Scotland8가 발표한 The Scottish Ten은 3차원 

스캐닝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기록 프로젝트로서, CyArk의 프로젝트에 스코

틀랜드가 참여하고자 한 것이 배경이 되었다.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스코

틀랜드와 해외의 미래세대를 위해 중요한 유적지를 기록하고, 스코틀랜드의 

기술적 전문지식 보급과 국제적 협력을 장려하며, 유산을 보다 잘 관리하기 

7 http://www.cyark.org/
8 1991년 집행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Scottish Executive Education Department에 부속되어 있다. 스

코틀랜드의 360개 이상의 유적을 관리하며 관련 책자, 안내 자료 등의 발간도 담당한다.

그림 5.4 CyArk에서 스캔된 

데이터

출처：http://www.cyark.org/

ⓒ 2014 CyArk & Partners ⓒ 2014 CyArk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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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디지털 매체를 제공하며, 스코틀랜드의 국제적인 문화적 연대를 촉진

하는 것이었다.9

프로젝트에서는 스코틀랜드 및 세계에 소재한 5개의 유적이 대상으로 선

정되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뉴 래너크, 오크니 제도 신석기 유적, 세인트 

킬다 군도, 에든버러, 앙토닌 윌, 세계에서는 러시모어 산(미국), 라니키바브

(인도), 청동릉(중국),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호주), 자이언트 캔틸레버 크레

인Giant Cantilever Crane(일본)이다. 프로젝트는 2단계로 구분되었다. 1단계 목표

는 현장 스캐닝 작업을 통해 지리정보에 참조된 정밀한 스캔 데이터를 생성

하고, 이를 바탕으로 3차원 모델, 3차원 이미지, 애니메이션 등의 산출물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2단계는 1단계에서 구축한 디지털 자원들이 연구, 보급, 

교육 등의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의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영국의 잉글리시 헤리티지English Heritage10는 문화유산의 실측조사에 3차원 스

캐닝을 포함한 디지털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잉글리시 헤리티지는 디지털 원형기록정보를 구축하고 관리하며, 실측 조

사에 관한 표준 적용, 개발,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 실측 기법으로서 

사진측량이나 3차원 레이저 스캐닝을 연구 분야로 다루고 있는데, 이를 보

존 계획, 현황 조사, 모니터링, 분석 기록, 건축/발굴 조사 등에 활용한다. 

조사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된 디지털 원형정보를 잉글리시 헤리티지 아

카이브로 보존·관리한다. 

잉글리시 헤리티지는 문화유산의 실측, 보존, 기록하는 작업에 대한 여러 

보고서를 발간했다. 2007년에 문화유산을 레이저 스캐닝하는 작업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사례가 담긴 3D Laser Scanning for Heritage 초판이, 2011년에 

9 http://www.scottishten.org/
10  잉글리시 헤리티지는 특정 부서에 속하지 않는 공공단체 성격의 정부기관NDPB：Non-Department Public 

Body으로서, 문화매체체육부에서 수립하는 정책의 개발과 실행을 담당하고 지역 관할기관에 보조
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400여 곳에 달하는 역사 유적지에 대한 법적 규제기능, 교육, 전
시 등과 같은 행정 기능과 서비스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한다. 주요 업무는 정부의 문화유산 보존
정책 자문, 문화유산의 장기적인 복원, 수리, 관리, 고고학적 유적지, 위험에 처한 건축물 보호 정
책 및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문화유산 보존 업무, 문화유산 지정 및 등록 업무, 문화유산에 대한 이
해 제고 업무, 그리고 국립기념물보존소The National Monuments Record를 운영하며 수행하는 연구 등이다
(http://www.english-heritage.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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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이 발간되었다. 온라인에서도 3차원 스캐닝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기획과 준비 단계에서부터 현장 작업, 후반 작업에 걸쳐 고려해야 할 점, 기

술에 대한 관련 지식, 수행 방안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의 훼손·손실과 도난, 화재 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문화유산의 원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기록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06년부터 진행된 중요동산

문화재 기록화사업은 대표적인 문화유산 프로젝트로 3차원 정밀스캐너, 초음

파 장비, CT 촬영기, 산업용 내시경 등 각종 첨단 디지털 기술들이 이용되

었다. 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사업은 ‘인문학적 조사’, ‘디지털 정보 구축 조

사’, ‘보존과학적 조사’의 3단계로 수행되었다. 

 ● 인문학적 조사：문헌 연구를 통해 문화재의 가치와 특징을 수집하고 

분석

 ● 디지털 정보 구축 조사：3차원 스캐닝 기술을 이용하여 문화재 보존 상

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진단

 ● 보존 과학적 조사：재질과 안료 분석, 손상 조사, 비파괴 및 초음파·방

사선·내시경·CT 촬영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안전조사

문화재청은 이 사업을 통해 중요동산문화재에 대한 과학적 원형 복원과 

보존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2006년 이후 범종 75점, 소조불 39점에 

그림 5.5 러시모어 산 스캔 작업 

장면(왼쪽), 스캔 결과(오른쪽)

출처：http://www.scottishten.org/

그림 5.6 3D Laser Scanning 

for Heritage의 표지

ⓒ The Centre for Digital Documentation and Visualisation (a partnership between Historic Environment Scotland and The Glasgow School of 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