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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문화재 콘텐츠는 현실에서 체험하기 힘든 문화재를 디지털 기술의 특성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고, 
문화재 보수, 교육 등에 활용될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디지털 건축물 문화재는 실재 문화재의 구조 및 구성을 무시하고 외형만 

만들어져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바꾸어 활용하기 곤란하며, 디지털 건축물 문화재 자체가 가상공간에 존재하여 현실체험에 제한

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사용자가 현실공간에서 부재 미니어처를 이용하여 미니어처 문화재를 조립하고 그 결과를 가상공간의 

디지털 문화재로 연결하여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로서 현실 체험과 가상 체험이 연결되어, 보다 효

과적인 체험이 가능하고 건축 문화재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된다.

키워드: 디지털 문화재(digital heritage), 부재(architectural component), 조립(assembly), 미니어처(miniature), 체험
학습(experience learning)

I. 서 론

문화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상품이며,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콘텐츠 소재의 보고이다. 건축물 문화재의 경우, 이동 전시가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디지털 건

축 문화재의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기존의 디지털 건축물 문화재는 홍보용 자료나 웹페이지 제작 

등에 사용되는 사진, 이미지, 동영상의 형태로 제작되어 왔고 최근 

CG 기술을 활용하여 3D 모델로 만들기 시작하고 있다. 가상공간에

서 3D 모델로 만들어진 디지털 문화재는 현실에서 체험하기 힘든 

문화재를 사용자로 하여금 가상공간에서 관람할 수 있게 하였다. 
1920년대 뉴욕 할렘을 재현한 버츄얼 할렘[1], 고대 그리스인 헬레

닉 시대의 문화를 보여주는 밀레투스[2], 안악 3호분 고구려 고분[3] 
등에서는 체험요소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용자 인터랙션을 지원하

였다.  
그러나 기존의 3D 디지털 문화재들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디지털 건축물 문화재를 실재 문화재의 구성을 무시

하고 외형만을 만들어서 다양한 형태로 바꾸어 활용하기 곤란하다

는 점이다. 디지털 문화재의 활용성은 단순 관람을 넘어 문화재 관련 

전반에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디지털 문화재는 그 역할

에 제한이 있었다.
두 번째 문제는 아직 가상공간 기술이 현실공간을 완전히 대체하

지 못하기 때문에 문화재 체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상공

간에서 디지털 문화재를 관람한 사용자가, 현실의 문화재를 체험한 

만큼의 현실감과 체험도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현실공간에서 부재 미니어처를 이용하여 

미니어처 문화재를 조립하고 그 결과를 가상공간의 디지털 문화재

로 연결하여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소개한다. 이로서 

현실 체험과 가상 체험이 연결되어, 보다 입체적인 체험이 가능하고 

건축 문화재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된다. 

II. 시스템 구성 및 특징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시스템은, 문화재를 구성하기 위해 부재 

단위로 제작된 디지털 문화재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디지털 문화

재의 조립 원리 등 전문적인 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 문화재의 부재를 미니어처로 제작하고 콘텐츠에 활

용하면, 디지털 문화재가 존재하는 가상 공간뿐 아니라, 실제 현실에

서도 부재단위의 조립 체험이 가능하다. 이를 활용하여 본 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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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용자가 부재 미니어처를 이용하여 현실에서 문화재의 조립을 

체험하고, 그 결과를 가상공간에 존재하는 디지털 문화재로 연결시

키는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들에 대한 상세설명은 

아래와 같다.

1. 건축물의 부재

부재란 건축물을 이루는 건축 요소이며, 건축 문화재도 다수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다. 건축 문화재는 부재들의 조립을 통해 만들어

졌으므로,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디지털 문화재를 구축

한다면, 건축 문화재의 이러한 구조가 반영되어야 한다[4]. 

그림 1. 부재로 이루어진 디지털 건축 문화재

Fig. 1. Digital heritage based on architectural components

 

2. 디지털 문화재

현실의 부재 정보를 이용하여 디지털 부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3D 스캔 데이터 또는 실측도면을 이용하여 디지털 부재를 제작하고, 
이들을 조립하여 디지털 문화재를 구축해야 한다. 그림 1은 본 논문

에서 부재별로 구축한 디지털 문화재를 나타낸다.
최근 건축설계과정에서 2D 도면 설계를 넘어서 통합·관리하는 

건축정보화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술의 대중

화 추세이며, 한옥의 건축설계단계에도 이러한 부재별 조립을 염두

에 둔 도면 및 모델 생성, 가상 구축 사례가 있다[5].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 디지털 건축 문화재 역시 단순 CG 모델을 넘어

서 부재별로 구축하였다. 또한 이 부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재 미니

어처를 제작하였다.

3. 클라이언트/서버의 시스템 구조

가상공간을 위한 디지털 부재와 현실공간의 부재 미니어처를 연

결하는 사용자 체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디지털 문화재

의 조립과정에서 현실공간의 부재 미니어처의 움직임을 가상공간의 

디지털 부재의 움직임으로 연결하였다. 이 과정에는 부재 미니어처

의 움직임을 영상기반으로 추적하는 트래킹 PC(그림 2에서 PC1)와 

가상공간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콘텐츠 PC(그림 2의 PC2)로 나누

어 처리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는 각 PC의 역할 수행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시스템 리소스 부족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

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두 PC는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 

받는 클라이언트/서버 구조를 가진다. 

그림 2. 시스템 구조와 기본동작 

Fig. 2. System architecture and basic mechanism

III. 시스템 구현

앞절의 그림 2에 나타나있듯이, 본 논문에서는 크게 트래킹 PC 
및 콘텐츠 PC로 구성된 시스템과 이때 사용하는 디지털 문화재 

및 부재 미니어처, 그리고 이들을 활용하는 조립체험 콘텐츠로 구성

된다.

1. 조립체험 콘텐츠

본 논문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문화재의 체험 콘텐츠는 그림 3과 

같은 흐름을 갖는다. 여기서 콘텐츠는 사용자에게 크게 두 단계의 

체험을 제공하는데, 현실공간의 미니어처 부재 조립 체험과 이를 

입력으로 한 가상공간에서의 문화재 시뮬레이션이 그것이다.

 

그림 3. 시스템 콘텐츠 흐름 

Fig. 3. System content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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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체험 단계는 앞서 설명한 대로, 사용자가 각 부재 미니어

처를 움직여서 실재로 미니어처 문화재를 조립하는 것으로서, 각 

부재 미니어처에 대해 마커 인식하여 그 부재가 움직이는 동안 부재 

미니어처의 공간정보를 추적하며, 사용자의 인터랙션에 따라 해당 

부재 및 문화재에 대한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디지

털문화재에 적용하여 결과를 가시화한다. 두 번째 체험 단계는 사용

자가 완성된 건축물 문화재 미니어처의 모양을 디지털건축물 문화

재(20)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 데이터를 입력으로 사용자에게 사용

자의 조립결과를 리뷰한 후, 디지털 건축물 문화재의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2. 디지털 문화재

본 논문에서는 불국사 3층 석탑(석가탑, 국보 21호)을 단순화하여 

27개의 3D 부재로 이루어진 디지털 문화재를 구축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4 (a)참조).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의 일관성을 위해, 디지털 

석가탑 데이터를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현실공간에서 조

립이 가능한 부재 미니어처를 구축하였다(그림 4 (b) 참조). 이 부재

들에 그림 4 (c)와 같이 마커를 부착하여 각자의 부재를 트래킹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현실공간에서는 트래킹 시스템에서 부재 

미니어처를 사용하고, 가상공간을 다루는 콘텐츠 시스템에서는 전

송되는 미니어처 추적결과를 디지털 석가탑 데이터에 반영하여 사

용자로 하여금 현실의 조립이 가상공간의 입력으로 작용하도록 연

결하였다.

(a)디지털 3D 석가탑

 

(b)미니어처 석가탑

(c) 마커가 부착된 미니어처 부재

그림 4. 본 논문의 디지털 문화재

Fig. 4. Digital heritage in this paper

2. 영상기반 트래킹

본 논문에서의 트래킹은 다음의 3단계로 동작한다. 먼저 영상을 

획득하고, 영상처리를 통해 다중 마커를 추적하며, 마지막으로 추적 

결과를 네트워크를 통해 콘텐츠 시스템에 전송한다. 영상 획득 및 영상

처리에는 OpenCV[6]를 사용하여 구현하였으며, 영상처리에는 영상 

이진화, 레이블링, 외곽선 및 마커 추출, 마커인식, 마커 위치 및 자세 

계산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중 마커 추적이 가능해진다. 
마커 추적은 그림 5와 같이 마커별로 위치와 자세(방향)을 계산할 

수 있으며, 10 프레임내외의 성능으로 준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다. 

그림 5. 마커 추적

Fig. 5. marker tracking

마커 추적 결과는 부재 미니어처의 움직임으로 계산되고, 부재의 

움직임은 TCP/IP 패킷을 통해 네트워크로 연결된 콘텐츠 PC에 즉

시 전달되어, 콘텐츠 시스템의 가상공간에서 디지털 부재의 움직임

으로 반영된다. (그림 6. 참조)

그림 5. 부재 미니어처 추적에 따른 가상공간에서의 조립

Fig. 5. The assembly in virtual world using tracking of 

miniature-components’assembly

이 결과 현실에서 부재 미니어처로 쌓은 미니어처 석가탑과 동일

하게 가상공간에서의 디지털 석가탑을 쌓을 수 있게 된다. 즉 현실의 

입력을 가상공간의 입력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구현하여 가상공

간과 현실이 연결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IV. 결 론

최근 국내외의 다양한 건축 문화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집중되

고, 여러 가지 형태의 체감형 디지털 문화재 콘텐츠가 개발되어 사용

자들에게 가상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콘텐츠에 사용

되는 디지털 문화재는 해당 콘텐츠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 있고, 
다양하게 활용하기 곤란하였고, 현실 체험과 달리 가상 체험만으로

는 콘텐츠의 실감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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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디지털 부재로 디지털 문화재를 

구축하고, 이 부재의 미니어처를 제작하여 가상공간의 문화재와 연

결하는 콘텐츠를 소개하였다. 디지털 부재로 구축된 디지털 문화재

는 기존 과 비교하여 교육, 전시,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가능하였다. 또한 현실의 미니어처 조립 체험과 이를 가상공간에 

반영한 디지털 문화재의 조립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상 체험만으로

서는 제공하기 힘든 현실감과 만족감을 제공하는 콘텐츠가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조립체험을 위해, 건축 문화재 중 비교적 

부재수가 적은 석조 문화재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구성하였으므로, 
추후 보다 많은 부재로 구성된 목조 문화재로 대상 및 콘텐츠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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