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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구려비(忠州高句麗碑)는 발견 이후 탁본(拓本)과 적외선 촬영 등을 통해 판독(判讀)을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판독되지 않거나 서로 이견이 있는 글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반사율변환이미징(RTI)과 

3차원 스캐닝 기반의 디지털 가시화 결과를 이용하여 학제 간 디지털 판독을 수행하였다. 이를 근거로 동북아역사재

단과 한국고대사학회가 주관하여 작성된 2019년 공동 판독안을 1979년과 2000년의 선행 결과와 정량적으로 비교

하여 글자 변화에 따라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판독 성과를 고찰하였다. 공동 판독회의 중요한 성과는 기존에 판독

되지 않았던 4개의 글자가 새롭게 확정되고, 28개의 글자가 처음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선행 판독안에서 이

견이 있었던 전면 68자와 좌측면 20자가 합의 과정을 통해 각각 한 글자로 확정되었다. 선행 판독문과 비교하여 ‘확정’

으로 합의된 글자는 총 89자(22.6%)가 증가하였으며, ‘이견’ 글자는 126자(32.0%)가 감소하였다. 이처럼 충주고구려

비의 디지털 판독은 RTI와 3차원 스캐닝을 통해 선행 판독문을 재검토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한 채 판독이 유보된 상태로 남아 있는 글자들이 123자(31.3%)나 존재하므로 판독률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꾸준

히 필요하다. 향후 충주고구려비를 비롯한 금석문 판독의 고도화는 인문학과 이공학의 융합 연구가 기반이 되어야 하

며,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영상 분석 기술의 적용뿐만 아니라 글자 신호를 좀 더 가시화할 수 있는 판독 맞춤형 기술 개

발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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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충주고구려비는 1979년 2월 24일 충주 지역 문화재 

애호단체인 예성동호회 회원들에 의해 문자(文字)가 새겨

진 비석으로 처음 확인되었다. 동년 4월 8일에는 단국대

학교박물관이 주관한 학술조사단이 구성되어 정식 조사

가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기록한 

한반도 유일의 고구려 비석으로 판명되었다.1 또한 발견된 

지 20년이 지난 2000년 초 사단법인 고구려연구회는 충주

고구려비의 새로운 탁본을 제작하고 비면의 필름과 적외

선 사진을 컴퓨터로 영상화하여 비교하는 등 당시로서는 

최신 기술을 도입한 판독을 시도하였다.2 

그러나 충주고구려비는 발견 당시에 이미 풍화와 표면 

오염이 심해 육안 관찰과 탁본에 의한 정밀 판독이 쉽지 않

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문 판독을 위한 학술조

사 및 판독회가 1979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을 

만큼 충주고구려비는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

히 한국 고대사에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커 탁본을 비롯하여 

다양한 판독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적용되었고, 이를 통해 비

석의 성격과 건립 연대 등에 관한 진전된 성과가 있었다. 그

러나 여전히 미판독되거나 이견이 있는 글자가 다수 존재하

여 보다 진보된 합의 판독 방법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금석문의 가독

성과 판독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고 있으

며, 대표적인 방법이 디지털 가시화 기술이다.3 따라서 2019

년 발견 40주년을 맞이한 충주고구려비에 3차원 스캐닝과 

반사율변환이미징(reflectance transformation imaging; 이

하 RTI) 등 디지털 가시화 기술을 적용하였다. 먼저 3차원 

스캐닝을 이용하여 충주고구려비의 전체적인 형상과 비문

을 입체적으로 모델링하고, 기하 정보 매핑과 렌더링을 통

해 개별 글자를 가시화하였다. 또한 광원의 동적 변화에 따

라 글자 형상을 효과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RTI 기술을 적

극 활용하여 비문 판독의 객관성과 정확도를 높였다. 

획득된 3차원 스캐닝과 RTI 기반의 디지털 가시화 결

과를 이용하여 수차례 학제 간 디지털 판독이 수행되었

으며, 이를 근거로 공동 판독안이 작성되었다. 이 연구에

서는 2019년의 공동 판독안을 1979년과 2000년 선행 판

독 결과와 비교하여 전체적인 디지털 판독 성과를 고찰하

였다. 특히 개별 글자의 판독문 변화에 따라 8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2019년 공동 판

독안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반사율변환이미징

RTI는 다광원 이미징 기법의 일종으로, 문화유산 표

면의 세밀한 형상을 가시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

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암각화, 벽화, 금석문, 고문서, 

회화, 지류, 동전 등 다양한 문화유산의 표면 형상 분석, 

보존 상태 평가 및 모니터링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4  

1 檀國大學校 史學會, 1979, 『史學志』13(中原高句麗碑 特輯號).

2 高句麗硏究會, 2000, 『고구려연구』 10(中原高句麗碑 硏究).

3 조영훈·이찬희, 2012, 「석조 문화유산의 형상 분석을 위한 3차원 디지털 복원과 표면심도 모델링」, 『보존과학회지』 28, pp.87~94.  

장선필, 2017, 「훼손된 금석문 판독 시스템 개발: 해서체를 중심으로」, 『문화재』 76, pp.80∼93.  

최원호·고선우, 2017, 「평탄화 분석 방법을 이용한 금석문 판독 향상 방법」,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20, pp.456∼464.  

Peña-Villasenín, S., Gil-Docampo, M., Ortiz-Sanz, J., 2019, ‘Professional SfM and TLS vs a simple SfM photogrammetry for 3D 

modeling of rock art and radiance scaling shading in engraving detectio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37, pp.238∼246.

4 신소연·김영민, 2013, 「RTI 촬영을 통한 감산사 미륵보살상과 아미타불상 명문 검토」, 『美術資料』 84, pp.76~99.  

Morita, M.M., Novoa, F.D., Bilmes, G.M., 2019, ‘Reflectance transformation imaging. First applications in cultural heritage in 

Argentina’,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Reports 26, 101899.         

Solem, D.E., Nau, E., ‘Two new ways of documenting miniature incisions using a combination of image-based modelling and 

reflectance transformation imaging’, Remote Sensing 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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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구려비의 디지털 판독에 사용된 RTI는 사진 촬영 시 

구형 반사체를 이용하는 하이라이트 방식이 적용되었다

(그림 1).

일반적으로 RTI를 통한 미세 형상의 표현 정도는 디

지털 사진의 픽셀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는 디지털 

카메라의 해상도 및 촬영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좁은 영

역을 높은 해상도로 촬영하면 수 ㎛의 크기까지도 캡처

가 가능하다. 그러나 작업 시간과 용량 등의 문제가 있으

므로 대상에서 캡처해야 하는 형상의 크기를 고려해 촬영 

거리와 면적을 결정한다. 비석의 경우 음각된 글자를 캡

처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비면을 촬영해서 각 글자를 확인

해도 충분하다. 충주고구려비의 RTI 촬영은 비면 횡방향 

전체를 캡처할 수 있는 거리에서 디지털카메라(A7R Ⅲ, 

Sony)를 고정하고, 다양한 위치에서 조명을 비출 때마다 

사진을 촬영하여 10개의 이미지 세트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촬영된 이미지들은 전용 소프트웨어(RTI 

Builder 2.0.2, USA)를 이용하여 RTI 파일로 변환되었다. 

RTI 파일은 전용 뷰어(RTI Viewer 1.1)를 통해 확인하였

으며, 가상의 조명을 임의의 위치로 움직여가며 비석 표

면 요철로부터 생성되는 음영을 통해 개별 글자의 형상을 

파악하였다. 특히 RTI 뷰어는 다양한 함수 렌더링 모드를 

지원한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사진과 가장 가까운 기본 

모드뿐만 아니라 표면의 높이 값을 강화한 확산이득(擴

散利得; diffuse gain)과 표면 반사광 및 확산 RGB 값을 

조합한 정반사강화(正反射强化; specular enhancement)

의 3가지 모드를 이용하여 충주고구려비 개별 글자를 가

시화하였다. 

2. 3차원 스캐닝

충주고구려비의 3차원 스캐닝은 비석의 크기와 형

태를 가늠할 수 있는 외형 정보와 비석의 내용을 담고 있

는 비문을 디지털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

해 핸드헬드형 중정밀스캔(Eva, Artec3D), 핸드헬드형 

고정밀스캔(Spider, Artec3D), 고정형 고정밀스캔(HDI 

Advance R3X, LMI TECHNOLOGIES), 고정형 초고정밀

스캔(STEREOSCAN NEO, HEXAGON) 등 4가지 방식의 

3차원 스캔 기술을 이용하여 비석과 글자의 입체 정보를 

구축하였다(그림 2). 충주고구려비의 3차원 스캔 및 데

이터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조영훈 외(2020)에 의해 이미 

보고된 바 있다.5 

일반적으로 3차원 스캔 데이터는 취득 및 처리 과정

에서 노이즈 클러스터 등 비정상적인 폴리곤들을 생성하

5 조영훈·권다경·고광의, 2020, 「충주 고구려비 판독을 위한 3차원 스캐닝 기술의 적용 및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98, pp.9~45.

그림 1 H-RTI 방식 모식도 및 렌더링 모드

그림 2   충주고구려비 디지털 기록에 사용된 3차원 스캔 방식 및 점 간격 해상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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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형상 정확도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렌더링 시 

오류가 함께 가시화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디지털 판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완성된 3차원 

모델의 데이터 최적화 과정을 수행하였다. 주로 사용된 알

고리즘은 라플라시안 스무딩(laplacian smoothing)이며,6 

이를 통해 비면에 존재하는 비정상적 폴리버텍스, 접힌 폴

리페이스, 작은 클러스터, 교차 폴리페이스 등을 개선하였

다. 충주고구려비 3차원 스캐닝 모델의 데이터 최적화 과

정은 원시 데이터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데이터 품질과 디

지털 판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3. 3차원 디지털 가시화

3차원 디지털 가시화는 스캔 데이터 자체만으로 표

현되지 않는 복잡한 형상을 명암, 곡률, 음영 중 일부를 

강조하여 보여주는 컴퓨터그래픽 기법이라고 할 수 있

다. 특히 3차원 스캐닝을 통해 획득된 폴리곤메시 모델은 

위치, 좌표, 깊이, 음영 등 다양한 기하 정보 및 입체 형상

을 가지고 있어 매핑 및 렌더링에 따라 다양한 가시적 이

미지를 제작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충주고구려비 3차

원 스캔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하 정보 매핑과 렌더링의 

디지털 가시화를 수행하였다. 

먼저 개별 글자의 디지털 가시화를 위해 판독 전

문가와 협업하여 글자 영역을 설정하고, 가장자리 상·

하·좌·우측의 높이가 유사하도록 기준 축을 고정하였다

(그림 3). 그런 다음 기하 정보를 매핑하여 심도맵, 곡률

맵, 노말맵을 제작하였고, 앰비언트 오클루전(ambient 

occlusion, 이하 AO맵)과 래디언스 스케일링(radiance 

scaling, 이하 RS맵)의 렌더링을 적용하였다. 가시화 결과

를 통해 글자의 가독성을 교차 비교하고, 충주고구려비에 

가장 적합한 가시화 기술을 선택하여 디지털 판독을 수행

하였다. 특히 각 영상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개별 글자의 

가독성을 높이는 최적의 방법을 선정하였다. 

Ⅲ. 디지털 가시화 결과

충주고구려비의 디지털 가시화는 크게 3차원 스캐

닝 모델과 RTI를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대표적으로 전

면 1행 7자(王)를 대상으로 3종류의 RTI 렌더링 모드, 3차

원 스캐닝 기반 기하 정보 매핑 및 렌더링 이미지들을 추

출하고, 이를 디지털 사진 및 탁본 이미지와 비교하였다 

6 김지범, 2014, 「NUMA 구조를 가진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에서의 메쉬 재배열의 라플라시안 스무딩에 대한 효과」, 『전자공학회논문지』 51, pp.82∼88.  

Monna, F., Esin, Y., Magail, J., Granjon, L., Navarro, N., Wilczek,, J., Saligny, L., Couette, S., Dumontet, A., Chateau, C., 2018, 

‘Documenting carved stone by 3D modelling: Example of Mongolian deer stones’,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34, pp.116∼128.

그림 3 충주고구려비의 3차원 디지털 가시화 방법 및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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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먼저 RTI는 전용 뷰어에서 기본 이미지와 함께 

확산이득과 정반사강화의 함수 렌더링 모드를 이용하여 

가시화하였다. 일반적으로 대상의 색상 정보를 배제하는 

정반사강화 모드가 형상을 가시화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충주고구려비의 경우 각자(刻字)와 

표면 요철의 구분이 쉽지 않고 오히려 색상이 보일 때 음

각부(陰刻部)를 인식하기 용이해 주로 확산이득 모드를 

사용하였다. 

3차원 스캐닝 모델은 총 6종류의 가시화 이미지를 

제작하는 데 이용되었다. 먼저 X축과 Y축 표면의 수평을 

중심으로 기준 축이 설정된 개별 글자들에 음각 깊이(Z

축)인 심도를 매핑하였다. 이 결과, 글자 필획이 있는 음

각 부분은 파란색에서 하늘색, 상대적으로 높은 비면은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었다. 이들의 높이 차는 

최대 약 3㎜를 보였으며, 이러한 심도에 의한 색 변화를 

통해 글자의 각자 흔적과 표면 요철이 잘 드러났다. 

곡률맵의 경우 글자의 음각된 경계를 따라 곡률(R)

이 높은 수치는 붉은색으로, 낮은 수치는 푸른색으로 매핑

되었다. 전체적인 곡률값은 –4.5～3.4를 나타냈다. 노말맵 

역시 전체적으로 법선에 따라 비면 및 글자 표면 형상이 

입체적으로 잘 드러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적용된 기

하 정보 매핑의 심도맵, 곡률맵, 노말맵은 충주고구려비의 

제작 특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3차원 스캐닝 모델 기반의 렌더링은 음영맵, AO맵, 

RS맵이 적용되었다. 이 중 음영맵은 방향과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그림자를 이용하여 비석의 표면 질감과 글자의 

입체적 특징을 가시화하는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30° 

간격으로 조명의 위치를 달리하여 글자의 형상을 드러냈

다. 1행 7자(王)의 경우 조명 각도가 120～150° 방향에서 

필획의 형상과 음각 깊이가 가장 잘 나타났다. 

AO맵은 빛의 차폐 특징에 의해 회색조 스케일로 나

타나는 기본 AO맵, 임계값 조정을 통해 신호가 강한 영역

의 파장을 추출하는 AO맵 최적화 이미지, 마지막으로 설

정한 임계값을 역수로 표현하는 AO맵 반전 이미지까지 

총 3종류의 가시화 이미지가 제작되었다. 특히 AO맵 반

전 이미지는 비석 표면과 글자 종선 획의 경계 파악이 어

려운 부분을 탁본과 유사하게 표현함을 알 수 있다. RS맵

은 3차원 모델과 반사광의 반응 강도를 조절하여 글자의 

음각된 형상을 가시화하는 것으로, 음영에 따라 충주고구

려비의 표면 질감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상의 기하 정보 매핑과 렌더링 적용 결과를 종합

적으로 검토하면, 심도맵이 글자의 필획과 음각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였다. 그러나 표면의 물갈이 흔적이 손상

되거나 요철이 심한 부분은 가독성이 다소 떨어졌다. 이

를 보완하기 위해 AO맵과 같은 비사실적 렌더링 기술을 

함께 적용하여 가시화 기술 간의 한계를 상호 보완하였

다. 따라서 충주고구려비의 디지털 판독에는 다양한 가

시화 이미지 중 심도맵과 AO맵이 적극 활용되었다. 그림 4 충주고구려비의 디지털 가시화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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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판독 성과 및 고찰

1. 선행 판독

충주고구려비가 발견된 1979년의 판독은 이병도, 이

기백, 변태섭, 임창순, 정영호, 신형식, 김정배, 이호영 교

수 등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그림 5A). 이를 통

해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기록한 한반도 유일의 고구

려 비석으로 판명되었다. 판독 결과는 동년 6월 9일 단

국대학교에서 열린 ‘중원고구려비 학술회의(中原高句

麗碑 學術會議)’에서 발표되었으며, 제액(題額)을 제외

한 전면 230자 중 정영호는 208자(90.4%), 이병도는 211

자(91.7%), 임창순은 174자(75.7%)를 제시하였다(표 1). 

좌측면의 경우 161자 중에서 정영호와 이병도는 62자

(38.5%), 임창순은 42자(26.1%)를 판독하였다.7 당시 판

독된 글자는 최대 91.7%로 높은 판독률을 보이지만 가장 

소극적인 판독률과 약 16.0%p의 차이가 있어 판독에 대

한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였다.

충주고구려비가 발견된 지 20년이 지난 2000년 초 

사단법인 고구려연구회가 주관한 판독회는 동년 2월 22

일부터 25일까지 ‘중원고구려비 신석문 국제(中原高句麗

碑 新釋文 國際)워크숍’을 통해 진행되었다. 워크숍에는 

역사학, 고고학, 문화사학, 국문학, 한문학, 서예학 등 다

양한 학문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합의에 의한 판독

문을 도출하였다(그림 5B). 당시 주요 성과 중 하나는 발

견 당시부터 논란이 된 2면비인가 3면비인가 아니면 4면

비인가에 대해서 4면비라는 사실을 확인한 점이다. 우측

면에서 ‘전부대형(前部大兄)’이라는 관등명을 읽었고, 후

면에서는 글자의 흔적이 뚜렷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며 

실제 ‘순(巡)’자를 판독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전면 상단

에서 글자의 흔적을 확인한 것이다. 전면 맨 위쪽에 ‘년

(年)’자를 판독함으로써 이 비에 제액이 있다는 점에 대해 

참여 석문(釋文)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였다고 한다.8  

당시 판독된 글자는 전면의 본문 230자 중 210자(91.3%)

와 좌측면 155자 중 59자(36.6%)이다(표 1).9 

2. 판독 비교

2019년 충주고구려비의 디지털 가시화 및 영상 분석 

기반의 판독회는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와 

한국고대사학회가 주관하고 역사학, 고고학, 미술사학, 

서예학, 보존과학 및 디지털 유산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

하였다. 이 판독회에서는 기존에 판독문이 제시된 전면

과 좌측면의 글자를 중심으로 재검토하였다. 

비교 대상으로 1979년 최초 조사에서 개인 판독문

을 제시한 정영호, 이병도, 임창순과 1992년 선행 연구를 

정리한 서영대10의 판독문을 포함시켰다. 여기에 2000년 

7 鄭永浩, 1979, 「中原高句麗碑의 發見 調査와 硏究 展望」, 『史學志』 13, pp.1~19.  

李丙燾, 1979, 「中原高句麗碑에 대하여」, 『史學志』 13, pp.21~32.   

任昌淳, 1979, 「中原高句麗碑 小考」, 『史學志』 13, pp.53~58.

8 徐吉洙, 2000, 「중원고구려비 신석문 국제워크숍과 국제학술회의」, 『高句麗硏究』 10, 학연문화사, pp.129~165. 

9 ‘판독’은 이견 없이 확정된 글자뿐만 아니라 이견이 있는 글자도 포함한다. 

10 徐永大, 1992, 「中原高句麗碑」, 『譯註 韓國古代金石文(Ⅰ)』,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그림 5   충주고구려비 판독회. (a) 1979년 판독회 모습, (b) 2000년 고구려연구회 

신석문 워크숍

BA

표 1 충주고구려비 선행 판독 결과

연도 1979 2000

판독 및 주관 정영호 이병도 임창순 고구려연구회

판독자수 /

판독률

전면
208자 /

90.4%

211자 /

91.7%

174자 /

75.7%

210자 /

91.3%

좌측면
62자 /

38.5%

62자 /

38.5%

42자 /

26.1%

59자 /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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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연구회가 주관하여 학계가 합의한 판독문을 더하

여 2019년 공동 판독안과 종합적으로 비교하였다. 이견

이 없는 글자는 ‘확정’, 2개 이상의 의견이 제시된 글자는 

‘이견’, 필획은 존재하나 구체적인 자형을 제시할 수 없거

나 필획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글자는 ‘미판독’으

로 구분하여11 판독된 글자의 변화에 따라 8가지 유형으

로 분류하였다(표 2). 

먼저 유형 1은 선행 판독에서 확정된 글자가 그대

로 유지된 경우이며, 유형 2는 선행 판독 당시 여러 글자

로 이견을 보였으나 2019년 공동 판독회에서 한 개의 글

자로 확정된 것이다. 유형 3은 기존에 판독이 불가했지

만 디지털 가시화를 통해 확정된 글자이다. 유형 4는 선

행 판독에서 확정된 글자였으나 2019년도에 여러 글자로 

이견을 보인 경우이다. 유형 5는 1979년, 2000년, 2019년 

판독에서 모두 합의되지 못한 채 이견으로 남은 글자이

고, 유형 6은 기존에 판독이 불가하였으나 2019년 디지털 

가시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글자이다. 유형 7은 

당초 이견이 있는 글자였으나 현재는 미판독 상태인 글자

이고, 마지막으로 유형 8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판독이 불

가한 글자이다. 이처럼 2019년 디지털 판독을 통해 유형 

11 2019년 ‘충주고구려비 공동 판독안’에서 이견이 없는 글자와 판독회 참여자 다수가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한 글자(‘<>’ 표시)를 ‘확정’으로 보았다. 또한 한 글자로 추정한 

글자(‘?’)의 경우는 일단 ‘이견’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글자는 전면 10행 21자 ‘奪?’, 좌측면 5행 12자 ‘之?’, 좌측면 7행 11자 ‘事?’자이다. ‘奪?’자는 ‘爵’자 또는 ‘△’자로 이

견이 있던 글자이나 이번에 새롭게 추정한 글자이고, ‘之?’자는 기존에 대부분이 판독 불능으로 처리하였으나 정영호만 ‘之?’자로 제시하였던 글자인데 이번에 ‘之’자로 추

정하였다. ‘事?’자는 기존에 ‘事’자로 확정되어 이견이 제기되지 않았으나 이번 판독회에서 필획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어 추정한 글자로 남겨두었다.

12 <표 3, 4>에서 별도의 기재가 없는 글자는 이견이 없는 글자, ★은 기존에 견해 차이가 있었으나 이번 판독회에서 확정한 글자, ☆은 2019년 판독회에서 처음

으로 제시된 글자, < >은 2019년 판독회 참여자 다수가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한 글자, ?는 추정한 글자, △는 미판독 글자, ×는 글자 없음을 의미한다.

표 2 선행(1979년과 2000년) 및 2019년 공동 판독문 비교에 따른 유형 분류

유형
판독회 글자수

대표 글자
선행 2019년 전면 좌측면

1 확정 → 확정 124자 27자 전면 1행 1자 ‘五’, 1행 4자 ‘高’

2 이견 → 확정 68자 20자
전면 3행 10자 ‘△,貽/貽? /

耳+台?’ → <耹>

3 미판독 → 확정 2자 2자 전면 6행 19자 ‘<告>’

4 확정 → 이견 2자 1자 전면 5행 2자 ‘者’ → ‘者 / 有?’

5 이견 → 이견 18자 5자
전면 4행 8자 ‘太 / 大 / 大?’

→‘九? / 太?’

6 미판독 → 이견 1자 0자 전면 9행 3자 ‘土? / △’

7 이견 → 미판독 16자 26자
전면 3행 7자 ‘△ / 

類 / 類?’ → ‘<方+△>’

8 미판독 → 미판독 7자 74자 전면 3행 13자 ‘△’

합 계 238자 155자 -

표 3 2019년 공동 판독안(전면)의 유형별 매핑 결과 (매핑 색상은 <표 2>와 같음)12

  행  

자
10 9 8 7 6 5 4 3 2

제액 × △? △? △? △? 年? 七? △? △? ×

1 △ <德> 夷 大 夷
伊?/

用?
向 奴 上 五

2 <統> △ 寐 位 寐
者/有?

☆ 壂 主 下 月

3 奴
土?☆/

△
錦 諸 錦 賜 上 簿 相 中

4
扶?☆/

抹?☆
境?/△ 上 位 遝 之 共 貴 <知> 高

5
亻☆+

△
△ 下 上 還 隨 看 <德> 守 麗

6 △ 募 至 下 來
恭?☆/

去?
節

<句>
☆

天 太/大

7 △ 人 于 衣 節 諸☆★ 賜
<方+

△>☆
東 王

8 蓋 三 伐 服 教 △
九?☆/

太?
<王> 來 祖★

9 盧 百 城 <兼> 賜 △ <霍>
<不>

☆
之 王

10 共 新 教 受 寐 奴 鄒
<耹>

☆
寐 公★

11
△+衣

☆
羅 來 教 錦 客 敎 △ 錦 △

12 募 土 前 跪 土 人 食
去?/

古?
忌★ 新

13 人 內 部 營 內 △
在?/

于?☆
△ 太/大 羅

14 新 幢 大/太 之 諸 敎 束 △ 子 寐

15 羅 主 使 ⼗ 衆 諸 夷 到 共 錦

16 土 下 者 二
本?/

人?
位 寐 至 前 世

17 內 部 多 月 △ 賜 錦 跪 部 世

18 衆 拔 于 廿 支☆★ 上 之 營 太/大 爲

19 人 位 桓
三?/

七?☆

<告>
☆

下 衣 <大> 使 願

20
兵?☆/

先?☆
使 奴 <日> <大> <衣> 服 太 者 如

21 動 者 主 <甲> 王 服 建 子 多 兄

22 奪?☆ 補 簿 寅 國 教 立 共
于/兮/

亐
如

23 깨짐 奴 貴 東 土 東 處
語?/

諸?
桓 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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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은 최종 확정으로 분류되며, 유형 4～6은 이견, 유형 7

과 8은 미판독에 해당된다. 

이렇게 분류한 8개 유형을 2019년 공동 판독안에 

매핑하고 각 글자의 개수를 정량적으로 산출하였다(표 

3, 4). 그 결과, 유형 1(확정→확정)은 전면 124자와 좌측

면 27자, 유형 2(이견→확정)는 전면 68자와 좌측면 20

자, 유형 3(미판독→확정)은 전면과 좌측면 각각 2자이

다.13 또한 유형 4(확정→이견)는 전면 2자와 좌측면 1

자, 유형 5(이견→이견)는 전면 18자와 좌측면 5자, 유형 

6(미판독→이견)은 전면에서만 1자가 확인되었다. 유형 

7(이견→미판독)은 전면 16자와 좌측면 26자, 마지막으

로 유형 8(미판독→미판독)은 전면 7자와 좌측면 74자를 

보였다. 

3. 판독 성과

전체적으로 비석 표면의 보존 상태가 양호한 부분은 

가독성이 높아 판독 글자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에 비

해 비면의 훼손이 심한 부분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진행된 작업이 효과적이었다. 2019년 공동 판독회의 성과 

중 하나는 기존에 판독되지 않았던 전면 6행 19자 ‘<告>’

와 9행 1자 ‘<德>’, 좌측면 1행 20자 ‘優’와 3행 17자 부분

에서 <十一>이 새롭게 확정된 것이다(그림 6). 

또한 전면과 좌측면에서 기존 판독과는 달리 상당수

의 새로운 글자들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2019년 공동 판독안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글자는 총 

28자이다.14 전면에서 3행 6자 ‘<句>’, 3행 7자 ‘<方+△>’, 

3행 9자 ‘<不>’, 3행 10자 ‘<耹>’, 4행 8자 ‘九?’, 4행 13자 

‘于?’, 5행 2자 ‘有?’, 5행 6자 ‘恭?’, 5행 7자 ‘諸’, 6행 18자 ‘支’, 6

행 19자 ‘<告>’, 7행 19자 ‘七?’, 9행 3자 ‘土?’, 10행 4자 ‘扶?/

13 좌측면 3행 17자 부분에서 판독된 글자는 ‘<⼗一>’ 두 글자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한 글자의 점유 부분으로 보아 통계에서는 한 글자로 보았다. 좌측면 3행 7자 

부분과 3행 9자 부분 등도 이와 같다.

14 2000년 고구려연구회 판독문에서는 새로 합의된 글자와 함께 ‘보조안’, ‘추정한 자’, ‘의견으로 제시된 글자’ 등을 함께 정리하였는데, ‘의견으로 제시된 글자’는 

2019년 유형 분류를 위한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2019년 판독에서 새롭게 제시된 글자를 판별할 때는 비교 대상을 삼았다. 따라서 전면 10행 2자  

‘<流>’, 전면 6행 16자 ‘本?’, 좌측면 1행 20자 ‘優’는 이미 2000년 판독회에서 의견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제시된 글자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표 4 2019년 공동 판독안(좌측면)의 유형별 매핑 결과 (매핑 색상은 <표 2>와 같음)

  행  

자
7 6 5 4 3 2 1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子?/于? △ △ △ △ △ <中>

5 △ △ △ △ △ △ △

6 古 △ △ △ △ △ △

7

7
牟 右 △ △

工+△?☆/△
△ △

二?☆/△

8 婁 △ △ △ <百>☆ △ △

9 城 △ △ △
<六>☆

刺 △
<⼗>☆

10 守 △ 上 △
△

功 不/求☆

×

11 事? 沙 有 △ 亻+△☆ △ △

12 下 △ 之? △ △ △ △

13 部 斯 <辛> △ <⼗> 射 村

14 大 邑☆★ <酉> △ △ △ 舍

15 兄 △ △ △ △ △ △

16 △ 大 △ △ △ △ △

17 △ 古 △ △ <
⼗☆

一☆
> △ △

18 × 鄒 △ △ △ △
月+△?/

日+△?

19 × 加 東 △ 大 節 △

20 × 共 夷 △ 王 人 優

21 × 軍 寐 △ 國 刺 沙

22 × 至 錦 △ 土 깨짐 깨짐

23 × 于 土 깨짐 깨짐 깨짐 깨짐 그림 6 선행 미판독에서 2019년 확정된 전면 6행 19자(告)의 디지털 가시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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抹?’, 10행 5자 좌측 부분에서 ‘亻’, 10행 11자 하부의 ‘衣’, 10

행 20자 ‘兵?/先?’, 10행 22자 ‘奪?’자 등 18자이다(그림 7). 

좌측면에서 1행 10자 ‘求’, 3행 7자 부분에서 ‘工+△?’

와 ‘二?’, 3행 8자 ‘<百>’, 3행 9자 부분에서 ‘<六>’자와 

‘<十>’, 3행 11자 ‘亻+△’, 3행 17자 부분에서 ‘<十>’자와 

‘<一>’, 6행 14자 ‘邑’자 등 10자이다. 이 중 전면 5행 7자 

‘諸’와 6행 18자 ‘支’, 좌측면 6행 14자 ‘邑’은 이견 없이 확

정되었고, 나머지 글자는 추정하였거나 판독회 참여자 다

수가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한 글자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는 1979년과 2000년 선행 판독

안에서 이견이 있었던 글자 중 전면 68자와 좌측면 20자가 

합의 과정을 통해 한 글자로 확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전면 5행 7자의 경우 이병도(1979), 정영호(1979), 

고구려연구회(2000)에 의해 ‘節’자로 판독되었으나, 재검

토 과정에서 ‘諸’로 변경되었다. 또한 1행 10자는 선행 판

독문에서 탁본을 통해 글자 하단에서 ‘丨’ 획이 있는 것처

럼 보여 ‘令’자 또는 ‘公’자의 이견이 있는 상태로 합의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디지털 가시화 결과 상부는 뚜렷하게 

‘八’자의 형태를 보였지만, 하부에서 ‘令’자로 볼 수 있는 세

로획이 확인되지 않아 최종 ‘公’자로 확정되었다(그림 8). 

2019년 공동 판독안을 토대로 전면과 좌측면 본문

의 ‘확정’, ‘이견’, ‘미판독’ 글자 점유율을 산출하였으며, 이

를 선행 판독 결과와 비교하였다(표 5, 그림 9). 먼저 전

면의 경우 선행 판독에서 ‘확정’으로 합의된 글자는 126

그림 8   선행 이견 글자가 하나의 글자로 확정된 전면 1행 10자(公)의 디지털 

가시화 결과 

그림 9 선행 판독 대비 2019년 공동 판독문의 통계 분석 결과

표 5 선행 판독 대비 2019년 공동 판독문 결과 증감 비교

판독 결과
선행 2019년 증감

글자수 점유율 글자수 점유율 글자수 점유율

전면

확정 126자 52.9% 194자 81.5% +68자 +28.6%

이견 102자 42.9% 21자 8.8% -81자 -34.1%

미판독 10자 4.2% 23자 9.7% +13자 +5.5%

좌측면

확정 28자 18.1% 49자 31.6% +21자 +13.5%

이견 51자 32.9% 6자 3.9% -45자 -29.0%

미판독 76자 49.0% 100자 64.5% +24자 +15.5%

전체

확정 154자 39.2% 243자 61.8% +89자 +22.6%

이견 153자 38.9% 27자 6.9% -126자 -32.0%

미판독 86자 21.9% 123자 31.3% +37자 +9.4%

그림 7   2019년 공동 판독문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전면 3행 6자(句)의 디지털 

가시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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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52.9%)였으나, 2019년도에는 194자(81.5%)로 68자

(28.6%)가 증가하였다. 또한 ‘이견’ 글자는 102자(42.9%)

에서 21자(8.8%)로 81자(34.1%)의 큰 변화가 있었다. 반면 

‘미판독’ 글자는 10자(4.2%)에서 23자(9.7%)로 13자(5.5%)

가 증가하였다. 좌측면의 경우 ‘이견’ 글자가 45자(29.0%)

의 큰 폭으로 감소한 만큼 상대적으로 ‘확정’ 글자가 21자

(13.5%), ‘미판독’ 글자가 24자(15.5%) 증가한 것이다. 

충주고구려비의 디지털 판독은 영상 분석 및 가시화 

기술을 통해 금석문 연구자들에게 보다 명확한 글자의 현

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제 간 공동 합의

문을 도출할 수 있었다. 특히 글자의 가독성을 높여 선행 

이견 글자를 재검토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고, 

보다 객관적인 판독문을 작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Ⅴ. 결언

금석문의 판독은 일차적으로 육안 관찰을 통해 글자

의 존재 여부와 필획을 확인한다. 그리고 비석 표면의 오

염물질을 최대한 제거한 뒤 탁출한 탁본을 이용하여 판독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국내 현존하는 고

대 금석문들은 대부분 풍화와 마모로 인해 육안이나 탁본

을 통해 글자의 형태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2019년도 충주고구려비의 판독에는 글자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가시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해보았다. 특히 원석 탁본으로 도출할 수 없는 글자

의 입체적 특징을 정량적으로 수치화하였고, 디지털 가시

화 기술을 통해 필획의 연속적 형상을 객관화하였으며, 유

사 자형을 가진 글자들의 3차원 유사도 분석을 수행하였

다. 이를 통해 기존에 2차원적 분석에 의존되었던 판독 방

식을 개선하여 3차원 기반의 다각적 분석이 가능하였고, 

판독 성과를 고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림 10>은 

충주고구려비의 다학제 간 디지털 판독 과정을 순서도로 

정리한 것이다. 

먼저 RTI와 4가지 방식의 3차원 스캐닝을 통해 비석

의 전체 형상, 비면의 세부 형상, 비문 글자의 정밀 형상을 

디지털화하고, 각 기술에 적합한 데이터 처리 과정을 완료

하였다. 또한 개별 글자의 판독이 가능하도록 글자 영역 

및 기준 축 설정 등의 판독 맞춤형 최적화 과정을 거쳐 최

종 글자 모델을 완성하였다. 그런 다음 RTI의 경우 높이, 

반사광, 법선 벡터 등을 이용하여 4가지 렌더링 모드로 가

시화 이미지를 추출하고, 3차원 스캐닝은 심도, 곡률, 법선 

등의 기하 정보와 음영, 차폐율, 반사광을 렌더링하여 6종

류의 디지털 가시화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렇게 완성된 

가시화 이미지를 이용하여 역사, 고고학, 국문학, 한문학, 

서예학, 문자학, 보존과학 및 디지털 유산 전문가들의 공

동 판독 과정을 거쳐 ‘확정’, ‘미판독’, ‘이견’ 글자를 합의하

였다. 

이처럼 충주고구려비의 디지털 판독은 기본적으로 

RTI와 3차원 스캐닝을 기반으로 수행되었으며, 미세하게 

음각되고 풍화된 글자를 세밀한 데이터로 획득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특히 다양한 렌더링 모드와 최적화 과정

을 거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글자를 가시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충주고구려비 판독의 객관적 자료가 되어 

선행 판독문을 재검토하고 새롭게 보완하는 데 크게 기여

하였으며, 향후 국내외 금석문 판독에 있어 중요한 방법론

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다학제 간 협업적 디지털 판독에도 불구하

고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한 채 판독이 유보된 상태로 남

아 있는 글자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은 글자 신호를 보다 

더 가시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

라서 ‘미판독’ 또는 ‘이견’ 글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새

로운 가시화 기술을 개발하는 등 그 방법을 보완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풍화된 비석 표면에서 실획을 찾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비석 표면의 손상도가 심

해 실획을 찾기 어렵다면 이견 글자들의 형태와 디지털 가

시화 결과를 매칭하여 판독 범위를 좁혀나가는 방법을 제

안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원석 탁본 및 고해상도 사진

을 적극 활용하여 가시화 결과를 교차 검증한다. 이를 통

해 다수가 합의에 동의하면 글자를 확정하고, 추후에 연구

가 더 필요하다면 판독을 유보한다. 이러한 판독 합의 과



250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4. No. 2

정은 선행 판독문의 정밀한 검토 및 재판독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과정이다. 

한편 기술 개발 관점에서는 인문학과 이공학적 융

합 연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첫째 이미 개

발된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중 새롭게 추가되는 알고리즘

과 플러그인을 글자 판독에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적용성

을 평가해야 한다. 둘째는 글자 신호를 저해하는 노이즈

를 자동으로 필터링할 수 있는 판독 맞춤형 가시화 기술을 

개발하여 글자의 가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탁본, 사진, 3차원 캡처 이미지 등의 2차원 이미지를 이용

하여 글자 신호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영상 처리 기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번에 수행한 충주고구려비의 디지털 판독은 기본

적으로 3차원 스캐닝 및 영상 분석을 기반으로 RTI와 같은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수행하였으며, 초고해상도 디지털 

사진과 정밀 탁본 등 다양한 방법들을 융복합시킴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방법과 결

과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온

라인 플랫폼으로 구축된다면 금석문 디지털 판독의 고도

화가 더욱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결과이다(NAHF-2019-기획연구-15).

그림 10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충주고구려비의 판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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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decipherment technologies, including manual rubbing, have been continuously applied to the Goguryeo 

Stele in Chungju. However, an official document for advanced decipherment is required as there remain characters 

to be deciphered. This study focuses on interdisciplinary digital decipherment using digital visualization results 

based on reflectance transformation imaging and three-dimensional scanning. On that basis, the joint decipherment 

document in 2019 is classified into eight types according to character changes from 1979 to 2000, and decipherment 

achievements are discussed. Important outcomes of  the joint decipherment document include a new interpretation 

of  four existing characters and the identification of  28 new characters. Additionally, 68 characters on the front face 

and 20 on the left face, which are listed differently in previous decipherment documents, are determined to be a 

single character through a consensus process. Compared to the previous decipherment document, the “decision” 

character is increased by a total of  89 characters (22.6%), and the “different opinion” character is decreased by 126 

characters (32.0%). Thus, this digital decipherment greatly contributes to the reexamination of  the Goguryeo Stele 

in Chungju and complements the previous decipherment document through reflectance transformation imaging 

and three-dimensional scanning. However, continuous research is necessary to enhance decipherment rates, since 

123 characters (31.3%) are yet to receive decipherment. In the future, decipherment advancement regarding 

the Goguryeo Stele in Chungju should be based on convergence research between the humanities and science. 

Furthermore, it seems that researchers must make constant efforts to apply new imaging analysis technology and to 

develop customized technology for decipherment.

Abstract

Keywords     Goguryeo Stele in Chungju, digital decipherment, digital visualization, reflectance transformation imaging, 
three-dimensional sc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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