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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레이저스캐닝 중심의 문화유산 기록화 분야에서 포토그래메트리의 유용성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다 . 두
계측기술(레이저스캐닝, 포토그래메트리)은 홍성 신경리 마애여래입상을 중심으로 정확성과 사실성 측면에서 비교되었다.
정확성 측면에서는 형상정보별 주요 지점과 두 형상정보 사이의 거리가 비교되었다 . 마애불의 형상정보별 주요 지점의 거리
측정에서는 약 1㎜ 내외의 편차만이 확인되었다. 특히 정합을 통해 확인된 두 형상정보 사이의 평균거리는 약 0.01㎜에 불과했다.
또한 약 2㎜ 이내의 절대편차가 전체의 70 %를 차지하였으며, 약 3. 5㎜ 이내의 절대편차가 전체의 95. 4%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수치들은 레이저스캐닝 대비 포토그래메트리의 매우 높은 일치도를 보여주었다.
사실성 측면에서는 조각 깊이 , 질감 , 문양이 비교되었다 . 4 개의 단면 형상을 비교한 결과 두 계측기술별 형상정보는 미세한
차이만을 보였고 , 전반적으로 유사한 형상이 확인되었다 . 두 형상정보의 전체적인 질감도 유사하였다 . 하지만 데시메이션이
적용된 포토그래메트리 기반의 세부 형상은 실물과 레이저스캐닝에 비해 매끄러운 질감으로 구현되었다 . 특히 포토그래메트리는
레이저스캐닝과 동일하게 마애불에 조각된 다양한 문양도 사실적으로 구현하였으며, 얕은 깊이의 문양도 비교적 세밀하게 나타났다.

•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S227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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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술에 따른 정확성의 차이가 경미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2
국내에서도 포토그래메트리 자체의 장점과 적용 사례

문화유산의 형상정보 기록은 2차원 도면화 방식에서

에 관한 연구는 일부 선행되었다. 한정식·서만철(2003)은

점차 3차원 형상정보 취득으로 발전되어 왔다. 특히 3차원

도전리 마애불을 대상으로 포토그래메트리 기술이 곡면 재

스캐너를 통해 표면 형상을 획득하는 레이저스캐닝 방식은

현과 윤곽 생성, 정밀한 색상 및 질감 표현이 가능하다고

정밀한 형상정보 구축에 매우 효과적인 기술이다. 디지털

밝혔다.3 공달용 외(2010)는 공룡발자국 화석을 대상으로

포토그래메트리(Digital Photogrammetry, 이하 포토그래

포토그래메트리를 통한 3차원 형상정보의 특징을 밝히고,

메트리) 역시 문화유산의 기록에 유용한 기술 중 하나이다.

다양한 형상화 기법을 함께 제안하였다.4 특히 레이저스캐

포토그래메트리는 2차원 사진을 기반으로 3차원 형상정보

닝과 포토그래메트리의 비교 연구는 주로 매장문화재를 중

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미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는 문화

심으로 진행되었다. 이계동 외(2007)는 포토그래메트리를

유산의 기록을 위한 포토그래메트리 기술이 진일보한 단계

이용한 매장문화재의 형상정보 구축 및 도면 작성 시간이

에 이르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유산의 3차원 기

기존 레이저스캐닝 방식보다 단축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

록은 여전히 레이저스캐닝 기술에 편중되어 있다. 2000년

다.5 또한 구자봉(2015)은 매장문화재를 대상으로 두 계측

이후부터 시행된 주요사업에서 포토그래메트리가 공식적

기술의 효율성과 장단축 거리의 편차를 분석하였지만, 형상

으로 사용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1

정보 전반의 정확성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6

문화유산 기록화 분야에서 포토그래메트리의 저조한

이 연구는 문화유산 기록화 분야에서 레이저스캐닝

인지도와 활용도는 초기 기술력의 한계에 기인하였다. 하

의 대안적 기술로 활용될 수 있는 포토그래메트리의 유용

지만 오늘날에는 레이저스캐닝에 비견되는 형상정보의 구

성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대상은 홍성 신경리 마

축이 가능할 정도로 이미지 후처리 알고리즘이 향상되었

애여래입상으로 한정하였다. 수많은 부재의 결구로 구조가

다. 국외의 디지털 헤리티지(digital heritage) 분야에서도 포

복잡하고, 대단위 규모에 속하는 목조문화재에 비해 마애

토그래메트리는 기록화 계측방식의 또 다른 대안으로 대

불의 비교 분석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석조

두되고 있다. 특히 파브리지오 갈래아찌(Fabrizio Galeazzi,

문화재의 세밀한 문양에 대한 정밀실측이 레이저스캐닝의

2016)는 벨리즈(Belize) 라스 쿠에바스(Las Cuevas) 동굴의

활용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마애불은 두 계측기술

매장문화재를 대상으로 두 계측기술을 통한 형상정보를 구

의 상호비교를 위한 적절한 유형으로 판단된다. 유물 단위

축하였고, 데이터 취득과 처리시간, 기하학적 정확성을 비교

동산문화재는 다양한 재료적 유형과 특성에 따른 장기간

하였다. 연구 결과 레이저스캐닝에 비해 포토그래메트리를

의 심층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이 연구는 3차원 형상정보의

통한 데이터 획득과 처리시간이 더욱 효과적이며, 두 계측기

정확성뿐만 아니라 마애불의 형태와 의장적 특성을 고려한

1

2011년 무렵 나주 정촌고분 1호 석실 출입시설의 기록화 사업 정도가 대표적이다.

2

Fabrizio Galeazzi, 2016, ‘Towards the definition of best 3D practices in archaeology : Assessing 3D documentation techniques for intrasite data recording’,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Vol.17, pp.159~169.

3

한정식·서만철, 2003, 「사진을 이용한 도전리 마애불 3D Modeling」 『문화재과학기술』 Vol.2 No.1, pp.65~72.

4

공달용 외, 2010, 「남해 가인리 공룡발자국 화석에 대한 디지털 사진측량기법의 활용」 『한국지구과학회지』 Vol.31 No.2, pp.129~138.

5

이계동 외, 2007, 「3차원 영상취득에 의한 매장문화재의 효율적 측정기법」 『한국측량학회지』 Vol.25 No.2, pp.157~163.

6

구자봉, 2015, 「사진스캐닝 기술에 의한 매장문화재 기록방법에 대한 연구」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5, pp.83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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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성을 함께 비교하였다. 형상정보 구축의 정확성이 가장
중시되는 매장문화재와 달리 석조문화재에서는 깊이, 질감,
문양 등의 사실적 표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연구 대상은 지정종목, 현장조사 용이성, 형상과 문양,
보존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물 제355호 홍성 신경리 마애여
래입상(이하 마애불)을 선정하였다(사진 1). 또한 마애불은
고부조(高浮彫)7 방식으로 조각되었고, 문양도 비교적 온전
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두 계측기술을 통한 3차원 형상정보
의 비교에 적합한 대상으로 판단된다. 마애불의 높이는 약

그림 1. 연구의 흐름.

4m, 어깨 폭은 약 1.4m이다. 화강암 전면을 판 감실 공간
에 양각으로 조각된 석불이다. 마애불을 조각한 암반 위에

리를 위한 사진은 총 120매가 촬영되었다. 취득된 개별 데

는 가첨석이 놓여 있다. 가첨석의 전면 중앙에는 불법승을

이터는 해당 운용 소프트웨어와 후처리 프로그램을 통해

상징하는 삼보 문양(∴)이 얕게 조각되어 있다. 삼보 문양의

메시로 가공되었다.8 포토그래메트리 기반 형상정보의 폴리

좌우에는 각각 2개씩의 꽃문양도 표현되어 있다. 마애불의

버텍스와 폴리페이스는 레이저스캐닝 기반 형상정보 대비

미간에는 주황색 유리구슬이 박힌 백호가 있다. 광배는 얕

약 1/3에 해당하는 수치로 확인되었다(표1, 2).

은 음각선의 두광과 신광으로 구성된다. 두광은 3줄의 음각

두 계측기술을 통한 마애불의 3차원 형상정보는 정확

선을 새겨 2개의 돌기선으로 표현되었다. 신광도 동일한 방

성과 사실성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정확성은 두 형상정보

식으로 조각되었지만, 일부는 풍화되어 보이지 않는다.

사이의 일치도를 의미하며, 가장 중요한 비교인자이다.9 국
제적으로 정밀도가 공인된 레이저스캐닝에 비해 포토그래

2. 연구방법

메트리의 정밀도는 명확하지 않다. 재질, 복잡도, 이미지 품

연구는 데이터 취득, 정합 및 후처리, 비교 분석에 따

질, 촬영장비, 기상여건 등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발생하기

라 진행되었다(그림1). 데이터 취득은 각각 레이저스캐너와

때문이다. 따라서 두 계측기술에 의한 형상정보의 일치도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마애불의 3차원 형상 구축을

분석을 통해 레이저스캐닝 대비 포토그래메트리의 활용 가

위한 원천정보를 획득하는 단계이다(사진2, 3). 레이저스캐

능성을 타진하였다. 정확성은 두 단계로 분석되었다. 첫 번

닝을 통해 3개의 점군 데이터가 획득되었고, 포토그래메트

째 단계에서는 두 계측기술을 통한 형상정보별 동일 지점에

7

부조 방법의 하나로서 모양이나 형상을 나타낸 살이 매우 두껍게 드러나게 한 부조 방식이다.

8

형상정보 비교에서는 대상의 표면 정보가 필요하며, 컴퓨터 그래픽 기술은 3개의 점을 연결하여 메시를 생성한다.

9

일반적으로 레이저스캐닝 기록 기술에서 정확도는 실제 값과 측정 값 사이의 오차를 의미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정확성은 레이저스캐닝 대비 포토그
래메트리 기반 형상정보의 일치도를 가리킨다.

10 거리는 Geomagic XOS를 통해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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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홍성 신경리 마애여래입상 전경.

사진 2. 레이저스캐닝 과정.

사진 3. 포토그래메트리 사진촬영 과정.

대한 종단거리와 횡단거리가 비교되었다.10 두 번째 단계에

의미한다. 마애불의 경우 두 계측기술에 의한 전체 형상과

서는 메시로 제작된 두 형상정보 사이의 거리 차이가 측정

세부형상의 시각적 질감이 비교되었다. 또한 마애불에는 부

되었으며,11 결과는 평균거리와 표준편차로 산출되었다.12 동

처의 신성과 세계를 상징하는 다양한 문양이 조각되며, 미

일한 분석조건을 위해 두 형상정보는 ICP(Iterative Closet

표 1. 레이저스캐닝 데이터의 취득과 가공내용 요약

Point) 알고리즘13을 통해 정합되었다. 이후 자동분석 과정
을 거친 두 형상정보의 일치도는 수치, 컬러 스케일, 히스토
그램 등을 통해 분석되었다.

구분

내용

장비

Faro Focus 3D X33014

스캔
포지션

사실성은 석조문화재에 대한 포토그래메트리의 유용
성 제고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서 깊이, 질감, 문양에 대한
분석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마애불은 고부조 방식으로

스캔 영역

거리

1.5~2m

방향

정면 및 양측 45°

수평

0~180°(정면) / 0~90°(양측)

수직

-60~90°

스캔 크기

5006×4267(정면)
2500×4267(양측 45°)

제작되었기 때문에 형상정보에서도 입체감에 대한 사실성

부속장비

스피어(4개)

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마애불의 조각 깊이를 보여주

점군 데이터 정합

Faro Scene

메시 생성

Geomagic XOS15

는 주요 단면선을 중심으로 두 계측기술에 따른 형상정보

폴리 버텍스

8,620,595개

가 비교되었다. 질감은 물체 표면의 시각적, 촉각적 성질을

폴리 페이스

16,391,618개

11 분석용 소프트웨어로는 CloudCompare가 사용되었다.
12 평균거리와 표준편차 외에 RMS(Root Mean Square) 값을 통한 절대적 거리 차이를 분석하는 경우도 있다.
13 ICP는 정합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으로서 두 데이터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정합이 이루어진다. 안재홍·김충식, 2016,
『디지털 유산 - 문화유산의 3차원 기록과 활용 -』, 시그마프레스, p.144.

14 Faro Focus 3D X330은 보통 광대역 스캔 용도로 분류된다. 마애불은 석탑과 같이 규모가 큰 대상에 속하고, 고부조 방식으로서 형상의 입체감이 도드라지
며, 여러 문양이 비교적 뚜렷하기 때문에 광대역 스캔의 적용에 무리가 없었다.

15 레이저스캐닝의 점군 데이터와 메시 모델의 후처리 등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가운데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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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포토그래메트리 데이터의 취득과 가공내용 요약
구분

내용

장비

Canon EOS M10

해상도

5184×3456

초점거리

f=5.6

감도

ISO-100

중첩도

60% 이상

사진 매수

120장

부속장비16

카메라 스탠드
무선 짐벌

점군 데이터 정합

Agisoft Photoscan17

메시 생성

Agisoft Photoscan

폴리 버텍스

2,789,306개

폴리 페이스

5,569,159개

A

B

술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즉 마애불에
조각된 여러 문양들은 문화유산의 원형기록 측면에서 사실
성을 담보해야 하는 형상정보이다.

Ⅲ. 결과 및 고찰
1. 정확성
두 형상정보별 주요 종단거리와 횡단거리는 4개 구간
을 통해 비교되었다. 종단거리는 감실의 지붕선부터 연화
대좌의 상면, 횡단거리는 양측 신광, 양측 어깨, 팔꿈치 부
위에서 측정되었다(사진 4). 측정결과, 각 구간별 거리는 두

사진 4. 주요 측정지점의 위치(A: 레이저스캐닝 기반 형상정보, B: 포토그래
메트리 기반 형상정보).

표 3. 레이저스캐닝 대비 포토그래메트리 측량의 편차

형상정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3). 횡단거리1(양
측 신광 음각선)에서 가장 높은 1.15mm의 편차가 발생하

(단위:mm)

구분

레이저
스캐닝

포토그래
메트리

편차

종단거리(감실 지붕선-연화대좌 상면)

4006.85

4006.36

0.49

횡단거리1(양측 신광 음각선)

1623.33

1622.18

1.15

횡단거리2(양측 어깨 부위)

1281.30

1281.98

0.68

횡단거리3(양측 팔꿈치 부위)

1333.34

1332.36

0.98

였으며, 나머지는 1mm 이내의 매우 미미한 편차가 확인되
었다. 간단한 거리 계산만으로도 레이저스캐닝 대비 포토
그래메트리의 비교적 높은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16 마애불의 높이는 약 4m에 달하기 때문에 원격 촬영이 가능한 디지털 카메라 Canon EOS M10, 원격 조정이 가능한 무선 짐벌(gimbal), 최대 8.4m까지 올
라가는 카메라 스탠드가 사용되었다. 마애불의 어깨를 기점으로 한 상부는 무선 짐벌과 디지털 카메라의 원격 조종을 통해 촬영되었다.

17 포토그래메트리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가운데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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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사진 5. 형상정보의 정합(A: 레이저스캐닝 기반 형상정보, B: 포토그래메트리 기반 형상정보, C: 정합 결과).

A

B

C

사진 6. 정확성 분석의 범위(감실 내부와 연화대좌 일부)(A: 비교에 사용된 범위(녹색 부분), B: 레이저스캐닝 기반 형상정보, C: 포토그래메트리 기반 형상정보).

정확성은 정합된 두 형상정보 사이의 거리 차이를 통

분석결과 두 형상정보 사이의 평균거리는 약 0.01mm

해서도 분석되었다. 분석범위는 두 계측기술이 공통적으로

로 매우 낮았다. 이러한 수치는 두 형상정보의 차이가 미미

구현한 부분인 감실 내부와 연화대좌 일부를 중심으로 한

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포토그래메트리 기반 형

정하였다(사진 5, 6). 따라서 마애불 상부의 가첨석은 제외

상정보의 폴리버텍스와 폴리페이스의 개수가 레이저스캐

되었다. 레이저스캐닝의 경우 지상촬영으로 인해 가첨석 전

닝 대비 1/3에 불과했지만 두 형상정보는 매우 높은 일치도

반에 대한 형상정보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사진 5a).

를 보여주었다. 분석 결과에 대한 컬러 스케일과 히스토그

또한 마애불 전면의 지피식물들은 두 형상정보에서 심각한

램을 통해서도 두 형상정보 사이의 높은 일치도를 확인할

왜곡을 유발하였다. 따라서 지피식물들이 포함된 범위도

수 있다(사진 7). 거리 차이에 대한 표준편차도 약 1.74mm

분석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평균거리와 표

에 불과했다.18 정규분포의 3시그마19를 적용하면 –1.73~

준편차의 값이 커지면서 두 형상정보 사이의 정확성 비교

+ 1.75mm의 편차가 68.3%에 해당한다. 2mm 이내의 편차

는 객관적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레이저스캐닝 대

18 RMS는 약 1.740028735mm로 확인되었다.
19 통계학에서 정규분포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68-95-99.7 규칙이 있다. 이 규칙은 3시그마(3sigma) 규칙이라고도 한다. 약 68%의 값들이 평균(μ)에서 양쪽으
로 1×표준편차(σ) 범위(μ±σ, 1sigma)에, 약 95.4%의 값들이 평균에서 양쪽으로 2×표준편차 범위(μ±2σ, 2sigma)에, 거의 모든 값들(실제로는 99.7%)이
평균에서 양쪽으로 3×표준편차 범위(μ±3σ, 3sigma)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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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평균거리=0.011102mm / 표준편차=1.741399mm

사진 7. 분석결과(A: 컬러 스케일, B: 히스토그램).

비 포토그래메트리 기반 형상정보의 정확성은 매우 높다고

(사진 9a). 백호에서는 약 10~25mm, 양쪽 어깨에서는 약

평가할 수 있다. 또한 -3.47~ + 3.49mm의 편차가 95.4%를,

5~52mm의 절대편차가 발생하였다(사진 9b, 9c). 이러한

-5.21~ + 5.23mm의 편차가 99.7%를 점유한다(사진 8). 2

현상은 레이저스캐닝 과정에서 완전한 형태의 점군 데이터

시그마와 3시그마의 백분율(95.4%, 99.7%)에 큰 차이가 없

가 취득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는 백호에 부

다는 점에서 약 3.5mm 이내의 절대편차가 대부분을 점유

착된 주황색 유리구슬의 재질적 특성에 기인한다. 레이저스

하고 있다.20

캐너에서 송출된 레이저가 유리 재질에 의해 굴절 또는 반

한편 두 형상정보에서 비교적 높은 편차(빨강, 초록,

사되었기 때문이다(사진 10). 후자의 경우 지상촬영으로 인

파랑색 부분)는 마애불의 백호와 양쪽 어깨에 집중되었다

해 어깨의 비가시 부위에 대한 점군 데이터 취득에 한계가

A

B

C

사진 8. 3시그마에 따른 편차의 분포.(A: -5.21~ + 5.23mm(99.7%), B: -3.47~ + 3.49mm(95.4%), C: -1.73~ + 1.75mm(68.3%)).

20 대조군으로서 Geomagic XOS를 통해 분석한 평균거리와 표준편차는 각각 0.09mm, 1.25mm로 나타났으며, RMS는 약 1.253226mm로 확인되었다.
CloudCompare의 결과값과는 차이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두 형상정보 사이의 일치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Geomagic XOS를 정확성 분석의 실
험군으로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CloudCompare에서 제공하는 ICP 알고리즘에 비해 두 형상정보의 정합을 위한 기능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CloudCompare에서 두 형상정보를 정합하고 다시 개별 객체로 내보낸 이후 XOS에서 메시 편차 기능을 통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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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사진 11).21 백호와 양쪽 어깨의 높은 편차는 포토

게 취득되었을 경우 두 형상정보의 일치도는 더욱 높아졌

그래메트리 기반 형상정보의 부정확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부위에 대한 레이저스캐닝 기반 점군 데이터가 적절하
A

B

C

사진 9. 백호와 어깨 부위의 편차범위(A: 높은 편차가 발생된 백호와 어깨 부위, B: 10~25mm의 편차가 발생된 백호 부위, C: -5~-52mm의 편차가 발생된 어깨 부위).

A

B

C

사진 10. 백호의 형상정보 취득 결과에 따른 편차 증가 현상(A: 레이저스캐닝의 취득 정보, B: 포토그래메트리의 취득 정보, C: 10~25mm의 절대편차 발생 부위).

A

B

C

사진 11. 양쪽 어깨의 형상정보 취득 결과에 따른 편차 증가 현상(A: 레이저스캐닝의 취득 정보, B: 포토그래메트리의 취득 정보, C: 5~52mm의 절대편차 발생 부위).

21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레이저스캐닝 과정에서 리프트 활용 또는 지형지물 활용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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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성

종단면

고부조 방식에 따른 입체감의 사실성 분석을 위해 마
애불의 조각 깊이는 4개의 단면 형상을 기준으로 분석되었
다. 주요 단면선은 두 형상정보별로 1개의 종단면, 3개의 횡
횡단면1

단면을 동일한 위치에서 추출하였다(사진 12). 추출된 두
형상정보의 단면선은 육안상으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며, 두 단면선을 정합할 경우에도 매우 높은 유사성을 확

횡단면2

인할 수 있다. 종단면의 경우 레이저스캐닝 과정에서 취득
되지 못한 백호 부위의 형상정보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발생
하였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유사한 선형이
확인되었다(그림 2a). 횡단면1~3에서도 부분적으로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였지만, 전반적인 선형은 두 계측기술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그림 2b, 2c, 2d). 따라서 포토그래메트리는

횡단면3

마애불의 조각 깊이에 대한 사실성을 충분하게 구현하였다
고 평가할 수 있다.

A

사진 12. 주요 단면선 비교 위치.

B

C

D

그림 2. 두 계측기술에 의한 마애불 형상정보의 조각 깊이 비교(A: 종단면, B: 횡단면1, C: 횡단면2, D: 횡단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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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사진 13. 마애불의 전체 형상에 대한 질감 비교(A: 레이저스캐닝 기반 형상정보, B: 포토그래메트리 기반 형상정보).

한편 현재의 마애불은 석재 본연의 재질적 특성, 풍화

선형으로 나타났다(그림 3). 이러한 현상은 포토그래메트리

와 같은 물리적 손상, 기반암 표면의 요철 등에 의해 비교

기반 형상정보의 생성과정에서 데시메이션(decimation)23

적 거친 질감을 보인다. 레이저스캐닝은 마애불의 표면에서

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24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기록화 사

직접 점군 데이터를 획득하기 때문에 거친 질감 표현에 효

업에서도 레이저스캐닝 기반 형상정보는 메시 형식의 콘

과적이다.22 포토그래메트리를 통한 마애불의 전체적인 형

텐츠 제작(ICF, 3D PDF 등)을 위해 데시메이션, 유연화 등

상정보도 레이저스캐닝과 유사하게 거친 질감으로 인지된

과 같은 후처리 과정을 거쳐 저용량 모델로 가공된다. 석조

다(사진 13). 하지만 마애불에 대한 두 계측기술 사이의 질

문화재의 경우 표면 형태는 단순화되어 원천 형상정보보다

감 차이는 세부형상에서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레이저스캐

부드러운 질감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데시메이션을 통한 포

닝 기반 형상정보에서는 표면이 오돌토돌한 질감으로 표현

토그래메트리 기반의 세부 형상은 콘텐츠 제공을 위해 후

된 반면 포토그래메트리 기반 형상정보에서는 실물과 레이

처리되는 레이저스캐닝 기반 형상정보와 유사할 것으로 판

저스캐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끄러운 질감이 두드러진다

단된다.25

(사진 14). 특히 두 형상정보의 단면선을 비교한 결과 레이

문양 구현의 품질에 대해서는 두 계측기술 모두 양호

저스캐닝 기반 형상정보는 매우 날카롭고 거친 형태로 확

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두광, 신광, 삼도, 법의 등 주요 문양

인된 반면 포토그래메트리 기반 형상정보는 곡률을 가진

에 대한 형상정보가 전반적으로 유사하였다(사진 15, 16).

22 다만 레이저가 반사되는 지점의 차이로 인한 현상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표면의 질감이 정확하게 측정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23 효율적인 데이터 운용을 위해 균일한 크기의 메시로 최적화하거나 전체 형상을 유지하도록 곡률을 고려하여 메시의 수를 줄이는 기법을 가리킨다. 안재홍·
김충식, 2016, 앞의 책, p.160.

24 고밀도 점군 데이터의 원천 정보에서는 총 57,783,880개의 폴리페이스가 예측 계산되었으나, 데시메이션 과정을 거치면서 총 5,569,159개의 폴리페이스가
생성되었다.

25 포토그래메트리 과정에서 데시메이션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레이저스캐닝 기반의 원천 형상정보처럼 거친 질감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 목적에 따
라 후처리의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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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그림 3. 마애불의 얼굴 부위 횡단면에 나타난 단면 선형의 차이(A: 단면 선형 비교 위치, B: 1번 지점의 단면 선형, C: 2번 지점의 단면 선형).

A

B

C

사진 14. 마애불의 얼굴 부위에 대한 질감 비교(A: 실물, B: 레이저스캐닝 기반 형상정보, C: 포토그래메트리 기반 형상정보).

A

B

C

사진 15. 마애불의 주요 문양에 대한 사실성 비교(두광, 신광, 삼도 등)(A: 실물, B: 레이저스캐닝 기반 형상정보, C: 포토그래메트리 기반 형상정보).

A

B

C

사진 16. 마애불의 주요 문양에 대한 사실성 비교(법의, 연화대좌 등)(A: 실물, B: 레이저스캐닝 기반 형상정보, C: 포토그래메트리 기반 형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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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사진 17. 가첨석 전면 문양에 대한 포토그래메트리의 사실적 표현(A: 좌측 꽃문양, B: 중앙 삼보문양과 꽃문양, C: 우측 꽃문양).

비교적 얕고 희미한 두광과 신광의 문양도 포토그래메트리

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반 형상정보에서 뚜렷하게 표현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부

사실성 측면에서 포토그래메트리 기반 형상정보의 품

분은 가첨석 전면의 문양이다. 실물에서는 가첨석 전면에

질은 매우 양호하였다. 4개의 주요 단면선을 통한 형상 비

새겨진 여러 문양들이 얕은 조각, 풍화, 지의류 피복 등으

교에서 포토그래메트리 기반 형상정보는 레이저스캐닝 대

로 인해 뚜렷하게 식별되지 않았다(특히 양측 종단부의 꽃

비 유사한 선형을 보여주었다. 두 형상정보의 전체적인 질

문양). 따라서 포토그래메트리 기반 형상정보에서도 가첨석

감도 유사하였지만, 데시메이션이 적용된 포토그래메트리

전면 문양의 구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예상

기반의 세부 형상은 실물과 레이저스캐닝에 비해 매끄러운

과 달리 충분히 사실적인 표현이 이루어졌다(사진 17).

질감으로 구현되었다. 포토그래메트리는 마애불에 조각된
문양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두광, 신광, 삼도, 법의 등의

Ⅳ. 결론

주요 문양이 명확하게 구현되어 실물과 레이저스캐닝에 비
견될 수 있는 형상정보가 구축될 수 있었다. 특히 얕은 깊

이 연구는 문화유산 기록화 사업에서 레이저스캐닝에

이의 문양도 비교적 높은 사실성을 보여주었다.

편중된 계측기술의 대안으로서 포토그래메트리의 유용성

레이저스캐닝은 여전히 문화유산 기록화 사업에서 가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다. 홍성 신경리 마애여래입상을 대

장 범용적으로 사용되며, 신뢰도를 보장하는 기술이다. 하

상으로 레이저스캐닝과 포토그래메트리 방식에 따른 형상

지만 포토그래메트리의 유용성도 함께 제고될 필요가 있

정보를 구축하고, 레이저스캐닝 대비 포토그래메트리의 정

다. 포토그래메트리의 점진적 활용을 위해서는 더욱 다양

확성과 사실성 측면을 비교하였다.

한 사례연구와 성과가 축적되어야 한다. 레이저스캐닝을 중

정확성 측면에서 포토그래메트리 기반 형상정보는 레

심으로 진행되는 문화유산 기록화 사업의 대상이 주로 국

이저스캐닝 대비 매우 높은 일치도를 보여주었다. 개별 형

가지정문화재라는 점에서 포토그래메트리는 시도지정문화

상정보에서는 주요 종단거리와 횡단거리 모두 약 1mm 내

재 또는 비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활용폭을 넓힐 필요가

외의 편차만이 발생하였다. 정합을 통한 분석에서도 두 형

있다. 문화유산의 기록화 분야에서 포토그래메트리의 기술

상정보 사이의 평균거리는 약 0.01mm에 불과하였다. 표준

적 인지도와 활용도가 점차 확보된다면 궁극적으로는 두

편차도 약 1.74mm의 낮은 수치로 확인되었다. 약 2mm 이

계측기술 중 기록 대상과 환경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내의 절대편차가 전체의 70%를 차지하였으며, 약 3.5mm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내의 절대편차가 전체의 95.4%에 해당하였다. 마애불의
백호와 양쪽 어깨 부위에서는 비교적 높은 편차가 발생하
였는데, 레이저스캐닝을 통한 원천정보가 적절하게 취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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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usefulness of photogrammetry in the field of cultural heritage
recording concentrated on laser scanning. Two measurement methods(laser scanning, photogrammetry) were
compared in terms of accuracy and reality for the Rock-carved Standing Buddha in Singyeong-ri, Hongseong.
With regard to accuracy, the distances of major points by both shape information and between the two
shape information were compared. Only a deviation of about 1mm was found in the distance measurement of
the major points by both shape information. In particular, the average distance between two shape information
identified through aligning was only about 0.01mm. Also, the absolute deviation within about 2mm accounted
for 70% of the total, and the absolute deviation within about 3.5mm was found to be 95.4% of the total. These
values showed very high similarity between laser scanning and photogrammetry-based shape information.
In respect of reality, the carved depth, texture, and patterns were compared. As a result of comparing four
cross-sectional shapes, only sligh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shape information of both measurement
techniques and similar shapes were identified. The overall texture of both shape information was also similar.
However, the detailed shape based on the photogrammetry with decimation is realized with a smoother texture
than the original and laser scanning. In particular, Photogrammetry also realistically expressed the various
ornaments carved in the Rock-carved Buddha and the patterns with shallow depths were comparatively
detailed.

Keywords Cultural Heritage, Recording, Laser scanning, Photogrammetry, Rock-carved Budd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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