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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1. 연구의 배경  목

국내외 문화재를 상으로 하는 기록화사업이 증가 추세이나, 

당 사업들은 비효율 인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동시에 숭례문 

좌·우 성벽복원, 아 가니스탄 세계문화유산 바미안석불 등의 

복원에 옛사진의 디지털포토그래메트리1)를 활용함으로써 사진

을 이용한 문화재 디지털복원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능성을 토 로 인터넷에서 쉽게 근할 수 있는 사진이미

지를 수집하여 기 데이터로 이용, 3D형상정보 구축  리수

단의 활용을 한 기록화방법의 연구를 목 으로 삼는다.

2. 연구 방법

선정된 상에 하여 구 링으로 수집한 품질2)의 사진

 1) 정 피사체를 상으로 촬 된 2장 이상의 사진이미지와 사진촬 정보

를 소 트웨어 고유의 알고리즘으로 해석하여 3차원 형상정보를 제작하

는 기술

 2) 인터넷에서 취득한 사진은 업·다운로드 과정  사진의 체 인 품질

이 압축되는 경향이 있었음

과 수집된 사진을 유사하게 촬 한 고품질의 사진을 각각 세트

로 구성하 다. 각 세트를 용 소 트웨어3) 상에

서 사진정합, 군데이터, 폴리곤메쉬 데이터 등의 모델생성의 

과정을 거쳐 3차원 형상정보를 제작하 다.

제작된 각각의 형상정보에 하여 분석과 비교를 통해 수집

된 사진의 디지털포토그래메트리의 가능성을 진단하 다.

3. 연구 상  실험 상 선정

담양 소쇄원은 우리나라 명승 제40호로 1530년 양산보(梁山

甫)에 의해 건립된 별서원림으로 17개의 조경시설물이 존재한

다. 일련의 여과과정4)을 거쳐 5개의 상을 선정하 다. 상

은 오곡문, 석, 애양단, 약작, 매 이다.

오곡문, 애양단, 매 는 · 형의 인공물로 분류하고 석

과 약작은 소형의 자연물로 분류하 다.

II. 자료 수집  분석

1. 사진자료의 구성

사진 수집은 구 링을 통해 인터넷 상의 데이터만을 취득하

으며 아래는 수집된 사진자료의 통계이다.

수집된 사진 (장) 사진촬 정보 (장) 비율(%)

오곡문 91 63 69

석 33 17 52

애양단 50 25 50

약작 28 19 68

매 50 27 54

합계 252 151 58.6

표 2. 사진자료 통계

술한 바와 같이 품질이 압축되면서 사진촬 정보 한 삭 

제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남아있는 비율은 58.6%이다.

 3) Agisoft사의 Photoscan 로그램을 사용 함

 4) 소쇄원도 등장· 존 여부, 360°촬 , 장애물, 근·원거리 촬  가능여부 등

디지털포토그래메트리를 이용한 통조경시설물의 

3D정보 기록화 연구
- 담양 소쇄원을 심으로 -

이상하⋅김충식

한국 통문화 학교 통조경학과

상선정

소쇄원 내 통조경시설물

데이터수집

구 링을 통해 인터넷 상의 사진이미지만을 취득

수집사진 유사촬

촬  치·구도·환경 등을 유사하게 설정하여 촬

실험·분석

인터넷에서 수집한 사진의

디지털포토그래메트리 제작  검증

결론

표 1.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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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사진은 촬 연 별로 평균해상도가 꾸 히 상승추세를 

보 다. 02년도의 경우 평균 70DPI 지만, 17년도의 경우 평균 

140DPI로 200%로 상승했다. 이는 촬 기술과 인터넷서버의 

발달과 확장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2. 촬 행태특성

유사촬 을 한 구도분석과 의 촬 행태를 악하기 

해 사진촬 정보, 구도, 계  등의 항목들로 분석하 다. 아

래는 시로, 오곡문의 촬 행태분석결과이다.

그림 1. 오곡문 촬 행태 분석결과

오곡문은 5개 상  가장 다양한 구도로 촬  이루어진 것

으로 확인되었다. 주변에 수고  수 이 큰 수목이 다수 존재하

여 계   시간 에 따라 사진색감이 달리하는 경향이 있었다.

5개 상 모두에서 촬 지 과 구도가 일정한 패턴을 이루

어 상별로 집단화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에 의해 동질

인 선호도를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 으로, 약작, 

석과 같은 작은 상의 경우 타 상과 함께 촬 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의 결과는 문화재 에서도 기록과 복원을 우선시해야 하

는 상을 선정하는데 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III. 디지털포토그래메트리 모델제작결과

1. 수집사진에 의한 모델제작결과

수집된 사진은 구도별로 분류하여 모델을 제작하 다. 아래

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구도의 데이터 용량이다.

채택사진 수 (장) Points(개) Faces(개) 구도

오곡문 46/57 489,689 66,519 정면(B)

석 2/26 7,208 42,463 정면

애양단 21/29 62,853 180,000 각자(刻字)

약작 7/16 27,303 97,621 정면

매 10/11 42,741 180,000 각자(刻字)

표 3. 수집사진의 채택사진 수  3D 데이터 용량

인공물(애양단, 매 , 오곡문)이 자연물( 석, 약작)보다 형

상재 도가 높게 나와 수집사진의 경우 인공물의 기록이 용이

한 것으로 단된다. 아래는 오곡문의 제작된 3D모델이다. 오

곡문의 경우 수집사진 에서 최고품질로 취득이 되었으며 이 

결과는 유사사진모델에 버 가는 결과이다.

유사한 구도의 분포로 인해 사진이미지에 표 되는 형상정

보가 오곡문 담장 심부에 집 되어 지붕부와 석축부의 형상

재 은 담장면에 비해 품질로 나타났다. 한 담장 우측부의 

경우 수목에 의해 가려지거나, 그림자가 드리워 형상정보 취득

에 어려움이 따랐다.

그림 2. 오곡문 수집사진의 3D모델

2. 수집사진모델의 품질 원인분석

1) 유사한 촬 구도

수집사진에서 의 동질 인 선호에 의해 집단화 된 촬 지

과 화각은 특정 부 에 형상정보가 집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품질의 수집사진에서 더 큰 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

된다. 수집사진의 평균해상도는 120DPI에 픽셀크기는 0.02mm

로 품질에 해당한다. 유사사진의 평균해상도는 300DPI에 픽셀

크기는 0.01mm로 고품질에 해당한다. 해상도의 차이로 같은 면

 안에서의 형상정보 차이는 4배이다. 덧붙여, 수집사진의 1장

당 평균 화소수는 335,357개, 유사사진은 39,058,362개이다.

2) 촬 시기별 재 도의 차이 발생

제작결과, 촬 된 시기에 따라 재 형상의 차이가 있었다. 

오곡문의 경우 2010년 이  사진에서 재 도가 높았다. 이는 

시 별 선호되는 촬 방식, 구도, 장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한, 문화재의 수리보수 는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

른 상 자체의 상변경에 의한 데이터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

도 있었다.

그림 3. 촬 시기별 재 도의 차이

3) 량  노출에 따른 불일치

사진이 촬 되는 계 , 시간 , 량, 감도 등이 사진이미지 

내에서 서로 다른 물체로 인식되어 재 도에 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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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량  노출에 따른 불일치

와 같이 이미지의 명도수  불일치로 소 트웨어 상에서 

서로 다른 상으로 인식하여 게는 수장, 많게는 수십장의 

사진이 사진정합의 과정에서 탈락되어 결과물의 품질을 

래했다.

3. 유사사진에 의한 모델제작결과

채택사진 수(장) Points(개) Faces(개)

오곡문 30/30 1,024,225 68,281

석 17/17 2,896,115 193,071

애양단 30/30 1,710,557 114,034

약작 22/22 3,003,718 200,245

매 28/30 1,712,428 114,154

표 4. 유사사진의 채택사진 수  3D 데이터 용량

유사사진에서는 자연물과 인공물의 형상재 도가 모두 높은 

수치를 보 다. 추후 촬 기술의 발달로 수집사진의 재  수  

한 상승될 것으로 상된다. 참고로, 유사사진의 평균해상도

는 300DPI이다.

그림 5. 오곡문 유사사진의 3D모델

유사사진은 수집사진의 구도를 그 로 촬 하 기 때문에 

수집사진과 마찬가지로 지붕부의 형상정보는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 유사사진에서 미흡했던 지붕부와 석축부에서 상 으

로 높은 재 도를 보여주었다.

구도가 같음에도 유사사진에서 고품질의 결과를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은 사진이미지의 해상도와 크기에서부터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4. 개선방안의 모색

수집사진에서 재 도가 낮았던 자연물을 상으로 개선방안

을 모색하 다. 사용된 기능은 Photoshop과 Photoscan의 

Masking, Alpha Channel, 흑백효과, 세트수정(구도 고려)으로 

5가지이다. 개선방안의 모색은 유사사진을 기 데이터로 이용

하 다. 아래는 그 결과이다.

자연물에 있어서 마스킹 기법은 모델의 품질 하를 유발하

고, 반사율이 높은 약작의 표면상태의 경우 고 기능이 효과

가 없는 것으로 단된다. 고품질취득을 한 기능으로는 

Alpha Channel생성 가장 합했으며 추가 으로, Photoscan의 

Marker기능 한 효과 으로 이용될 수 있다.

IV. 결론

인터넷 상에 이 생산한 사진이미지를 수집하여 통조

경시설물의 3차원 형상재 이 가능함을 규명하 다. 이에 따라 

훼손, 멸실되었더라도 사진으로 촬 된 조경문화재의 원형을 

입체 으로 재 ,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에 따라, 요하거나 멸실, 훼손된 조경문화재의 원형정보

의 기록을 하여 사진자료의 수집과 정보활용 기반을 마련하

는 것이 요하다는 을 시사하는 바이다.

이러한 방법은 조경문화재의 리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는 바

이다. 비용의 사진촬 을 통해서 문화재의 입체 인 모니터링

을 지속 으로 개할 수 있는 정책, 제도 마련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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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기능1 기능2 채택사진(장) Points(개)

석 기본기능 - 17/17 2,896,115

석 포토샵 마스킹 세트 수정 8/30 1,278,428

석 알 채 세트 수정 11/30 1,828,703

석 알 채 흑백 17/17 3,218,484

약작 기본기능- - 22/22 3,003,718

약작 알 채 세트 수정 14/30 1,275,638

약작 알 채 흑백 효과 22/22 2,440,790

표 5. 고 기능의 채택사진 수  3D 데이터 용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