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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고자료의 복원은 과거 기록물로 남겨진 사진과 도면자료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크게 유구와 유물로 구분하여 살펴보

았다. 유구에 대한 복원은 사진으로 남겨진 개개 부위 및 부분을 모델링하고, 이들을 정렬 및 합성하여 하나의 객체로 3차원 

복원하였다. 유물에 대한 복원은 사진을 통한 모델링 작업을 우선한 후, 모델링된 유물의 파손 부위에 대한 텍스쳐 이미지를 

수정하여 원상 복원하거나, 유물 내 결실부위에 대한 모델링 제작과 합성을 통한 원상을 복원하는 방식이 있다. 도면을 통한 

복원은 3차원 모델링 제작과 함께 이미지의 실사맵핑을 통한 복원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복원된 고고자료는 과거 2D자료를 

통한 수치 분석과 해석의 연구성과를 검증하고 비교를 진행할 수 있으며, 추후 더욱 정확한 분석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Abstract] 

The restoration of archaeological data was carried out using photographs and drawings left as past records. It can be divided 
into ruins and artifacts. The restoration of the ruins was performed by modeling the individual parts and parts left by the 
photographs, aligning them and synthesizing them, and reconstructing them three-dimensionally as one object. Restoration of 
artifacts was performed on both photographs and drawings. After the modeling work is prioritized through the photographs, there 
is a method of restoring the original image by modifying the texture image of the damaged part of the modeled artifact, or 
restoring the original image by modeling and synthesizing the deleted part in the artifact. The restoration of the artifacts through 
the drawings was carried out by three - dimensional modeling and reconstruction through real mapping of images.

The reconstructed archaeological data can be used in various directions. In particular, it is possible to verify and compare the results 
of the numerical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the past 2D data, and to provide a more accurate analysis pla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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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고고학에서 기록은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물질자료를 도

면과 사진 등으로 남기는 것이다. 기록물 대부분은 도면과 디

지털사진 위주의 2D자료가 주를 이루지만, 일부 디지털기기

를 이용한 스캐닝 작업을 통해 3D화된 자료로 기록화하기도 

한다. 물론 3D의 자료화는 아직 활용의 보편적 단계로 넘어

가지 못하고 기록으로만 남아 있지만 점차 자료의 축척으로 

인해 그 움직임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3D를 기반으로 한 기록 작업과 이를 통한 

활용, 연구는 부족하며 최근 새롭게 시작되는 고고학 발굴 현

장에서만 적용이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당연 과거 2D로 남겨

진 자료의 3D화 제작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많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렇게 남겨진 고고학 자료는 연구를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될 뿐 기록된 자료의 활용에 대한 방법론적 

연구는 매우 미진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를 의식하여 지

금의 틀을 벗어나고자 하는 논의가 과거 수차례 진행된 바 있

고 그에 대한 기술적, 학술적 대안 제시 등도 언급되었으나

[1], 아직 학계 내에서 활용적 연구 가치로서 기록된 고고자

료의 인식은 충분치 않고 관련 연구와 방법론에 대한 논의도 

매우 적다. 더욱이 기록되어 남겨진 고고자료의 활용에 대한 

연구와 그 가치에 대한 평가와 논의는 타 학문의 분야로 치부

해 버린 감이 많다. 물론 타 학문분야의 연구도 학술적인 가

치가 높은 고고자료에만 한정한 결과, 나머지 자료에 대한 복

원과 콘텐츠 주제로서 제작의 노력은 매우 부진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사회적 여건은 남겨진 고고자료의 활용을 

위한 연구적 지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기와 프

로그램 등을 이용한 복원과 활용연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

어 고고학 및 문화재를 다루는 분야에서 그 활용성이 점차 커

져가고 있다. 

본고는 과거 2D기록으로만 남겨진 고고자료의 활용을 위

한 연구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의 다종·다양한 문화재

의 3D화에 대한 기술적 시도와 논의, 연구는 이미 활발히 진

행된 바 있고 지금도 새로운 기술적 진전의 한 분야로 꾸준히 

연구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 바, 여기서는 그러한 기술적 논의

의 상세는 언급하지 않는다. 과거 수작업에 의해 남겨진 고고

학 자료의 형태에 대한 시각적 복원과 연구를 위한 활용의 방

법적 측면을 지금의 IT기술을 통해 어떻게 이용할 것이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특히 과거의 도면과 사진으로 남

겨진 디지털 고고자료를 이용한 원래 상태에 가까운 복원연

구를 시도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과거와 지금의 고고자료가 어

떻게 콘텐츠 자료로 제공이 가능한지도 같이 제시하고자 한

다. 

Ⅱ. 고고자료의 기록과 복원 현황

자료의 복원에 앞서 고고자료의 기록과 복원의 현황 및 연

구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고고학 유적지에서 기록은 도면과 사진으로 진행된다는 점

은 서두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구체적으로 기록의 과정을 보

면, 도면은 수작업에 의한 실측과정을 진행하며 때론 유구 스

캐닝작업을 통한 3차원 기록과 실측 등을 실시한다. 반면에 

사진은 카메라 촬영을 통한 기록이며 대부분 디지털 자료로 

남는다. 이렇게 기록된 1차 자료는 다시 실내로 옮겨와 2차

의 분류와 정리 작업을 거친다. 도면은 tracing의 제도화 과

정을 거치면서 vector화된 파일로 전환되며, 사진은 고화질

의 이미지를 폴더별로 정리하고 세부 수정 작업을 거치게 된

다. 과거의 아날로그식 자료의 기록 및 보관과는 달리 최종적

으로는 디지털 자료화 정리된다. 이렇게 디지털화된 자료들

은 마지막으로 서적의 형태인 보고서로 출간하여 일반 연구

자들에게 배포되면서 연구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남겨진 디지털 자료는 컴퓨터 폴더에 저장된 상태

로 남겨져 더 이상 활용의 과정으로 넘어가지 못한다. 간혹 

상기 자료의 활용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원 데이터의 정보를 

이용하여 재창출되기 보다는 데이터의 가공 후 제공됨으로써 

자료에 남겨진 수많은 아날로그나 디지털적인 정보의 적극적 

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당연 고고학 물질자료의 활

용에 대한 연구 성과로 진전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반면에 고고자료의 활용과 연구는 복원과 보존을 주로 담

당하는 학계 및 복원 수리 학계 등의 타 학문분야에서 적극 

연구 및 활용되고 있다. 특히 복원에 있어서 새로운 방식과 

방법의 기술 개발을 진행하면서 고고학 자료의 원상 및 원형

을 최대한 복원하려는 시도와 연구 성과가 빈번하게 도출되

고 있다. 복원에 대한 연구도 과거에는 유구와 유물을 수작업

으로 복원하여 전시를 위한 목적에 중점을 두었다면 최근에

는 디지털 기록화의 방식과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기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제에 가까운 복원을 우선하면서도 2차

적 활용의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다. 

그 사례의 최근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문화재의 3차원 디

지털 기록화를 위한 이미지 및 거리 기반 스캐닝 기술을 이용

한 유구, 유물의 모델링를 우선한 후, 이렇게 나온 결과를 바

탕으로 원상태(초기 제작 당시)를 복원하려는 연구로 이어지

고 있다. 그러한 원 데이터를 기초로 제작된 모델링 유물은 

실제 수작업으로 복원하는 과정을 거쳐 원형에 가까운 결과

물로 제작하거나[2], 반대로 모델링된 문화재를 디지털 기술

로 3차원 복원하여 디스플레이 형식으로 시각화함으로써 전

시방안의 활용적 연구를 언급하는 사례도 있다[3],[4]. 나아

가서는 3D프린터를 이용한 유물의 결실부분을 맞춤 제작하

는 연구도 점차 활발해져 가고 있다. 특히 3D프린터를 이용

한 문화재 복원의 적용은 파손되거나 결실된 부분을 정교하

게 모델링하여 원상에 가까운 형태로 복원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고고학 물질자료의 복원에 적극 이용할 만하다[5].

상기 연구사례들은 고고자료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모습

이지만, 현재는 다양한 문화재에 이러한 방식의 복원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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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공통적인 방법을 보면 3차원 

모델링을 바탕으로 한 복원연구라는 점에서 앞으로 고고자료

의 복원 연구에서 이러한 방법론적인 부분을 적극 이용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원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

고 문화재 복원의 대상이 아직은 중요 유물(자기, 금관, 대도 

등)에 한정하고 있어 기타 문화재(유물)들에 대해서는 효용성 

검증이 필요하다. 물론 중요 유물의 복원이 기술적으로 충분

하다면 타 유물의 적용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

직 보편적 기술 보급까지는 더 나은 발전적 연구가 필요해 보

인다. 

여하튼 현재까지의 고고자료 복원에 대한 연구 성과를 보

면 과거와는 다르게 IT기술의 이용과 컴퓨터 작업을 통해 매

우 완성도 높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렇지

만 고고학 유적 조사현장에서 유구와 유물을 바로 복원하여 

기록화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유구의 경우 지상에 노출

된 상태 그대로 조사를 완료한 후 도면으로 기록하므로 원래

의 형태를 복원하여 도면화로 진행하기는 어렵다1). 반면에 

유물은 완형의 상태이든 파편상태이든 수습 후 실내로 옮겨

와 결실 및 파손된 부위를 접합하여 복원하고 이를 도면으로 

기록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두 고고자료의 조사의 성격과 규

모, 운송상 등의 여러 유불리적 차이로 인해 기록 과정의 차

이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고고자료를 복원하면서 기록을 남

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겠으나, 이럴 경우 많은 품과 인

력, 시간이 소요되므로 고고학 분야의 접근은 뒤로 하였다. 

따라서 고고자료의 복원에 대한 연구와 접근, 활용은 상대적

으로 타 학계의 영역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유구 복원은 주로 문화재수리를 담당하는 학계에 의해 진

행되고 연구되었으며, 유물은 보존처리 학계와 자연과학자들

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의 활용과 연구주

제의 방향 설정에서 고고학자들의 관심은 부족할 수밖에 없

었다. 하지만 최근의 발전된 디지털기술은 고고학자들에 의

한 일차적인 복원의 역할을 유도하고 있으며, 실제 적극적인 

참여와 연구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유구에 대해서는 시

대별 전공자들의 관심 분야에 따라 복원의 방향이 결정되어 

가며2), 그 과정에 디지털을 이용한 복원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6]. 반면에 유물의 복원연구는 아직 미진하다. 남겨진 

유물의 형태를 어떻게 원상에 가깝게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유물의 형태 및 속성 등을 분석하여 시간의 위치

를 파악하고, 유물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문화와 

사회상을 파악하려는 연구가 주를 이루는 학문적 분위기 때

문이다. 간혹 진행된 복원 관련 연구를 보면, 남겨진 도면을 

이용하여 완형의 형태를 제작하고 이의 용량을 추정하는 연

1) 무덤의 경우 내부로 벽석의 함몰이 이루어져 발굴이 되면 

원래의 무덤 벽석으로 복원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한다. 마찬

가지로 건물지를 발굴하는 경우에도 노출된 초석 및 석렬이 

원래의 위치를 벗어나 발견이 된 경우에도 이를 원래의 상태

로 복원하지 못하고 있다.   

2) 야외고고학 논문지가 그 역할을 크게 하고 있다.

구가 진행된 바 있다[7], [8]. 전반적인 용량 추정을 파악하

는 경향을 볼 수 있지만 불완전한 도면의 원상 복원에는 한계

가 있어 정확한 용량 추정과 분석을 위한 적용연구는 더 필요

하다. 그러한 점에서 스캐닝 기술을 이용한 보다 정확한 도면

과 활용이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실제 3차원 스캐닝 기술의 

발전과 이를 활용한 토기 도면화의 완성도를 진행한 사례도 

있다[9]. 이러한 기술적 적용은 고고자료의 해석을 위한 정

확한 분석 수치를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

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유구와 유물의 고고자료에 대한 기록 방안과 복원

연구는 아직 고고학계에서 논의는 매우 미미하며 타 학계의 

연구성과를 차용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기존에 남겨진 기

록 자료에 대한 활용과 복원 연구는 어디에서도 논의조차 거

의 없다. 따라서 본고의 주제설정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되

며, 나아가 새로운 고고학 연구 주제의 방향으로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고고자료의 3D화 기록과 복원

기존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복원의 기술적 과정과 방법 그

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진 바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

는 방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간략히 언급하고, 고고학 발굴조

사를 통해 기록으로 남겨진 자료를 이용한 복원의 진행 과정

과 그 활용방안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고학 연구 분석에 대한 방법과 해석의 틀을 제시

하고자 한다. 

기록으로 남겨진 자료는 유구와 유물을 대상으로 할 것이

며, 사진자료와 도면자료를 통한 복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Fig 1). 복원은 3차원 디지털 모델링을 기본으로 하

며 특히 유물은 활용을 위한 방안에 중점을 두고 복원의 방향

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복원의 방법과 방향에 대해서는 

기존의 전자 및 보존, 콘텐츠 학계 등에서 종종 논의 및 연구

된 바 있어 기술의 효용성과 방법의 언급보다는 고고학적 관

점의 복원 방향의 언급이라는 점을 논의에 앞서 분명히 한다. 

3-1 사진자료를 이용한 복원

사진자료를 이용한 복원은 평면과 입면도 등의 다양한 스

냅 사진을 취득한 후 이를 보정 및 수정단계를 거친 후 모델

링을 실시하였다. 모델링을 위해서는 각 면의 사진이 중복된 

부분이 충분하여야 하지만 기존의 사진자료는 이를 만족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진 위치나 각도가 보고서 삽입을 위한 목

적으로 촬영하여 너무 정형적이며, 초점 및 노출 등 또한 제

각각이어서 보정을 통한 이미지 스캔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사진 자료의 취득은 최대한 중복되는 사진면을 찾아

야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차례의 보정 및 합성 과정을 거

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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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구의 Modeling과 복원 

유구의 복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3D 

모델링을 위한 이미지 스캐닝 작업 대상물을 선정하였다. 선

정된 유구는 백제시대 석실묘로서 평면 및 각 벽면의 기록 사

진이 풍부하게 남았기 때문이다. 기록 당시 고분의 각 벽면을 

연결하려는 자료가 많다는 점은 있지만, 모델링을 위한 시간

이 많이 소요되고 사진의 수량이 High Quality의 모델링으

로 적용하기에는 부족하여, 각 사진별 합성을 위한 컴퓨터 내

부의 수학적 계산의 오류가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장

단점을 고려하여 합성 가능한 사진을 선정한 후 모델링을 진

행하였다. 모델링하여 완성된 형태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다

양한 프로그램의 사용이 요구되는데, 각각의 작업에 맞는 프

로그램을 선정하여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복원을 위한 

작업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① 유구별 각 평면도 사진과 입면도 사진을 가능한 수합한 

후 불필요한 사진을 제거하면서 합성에 용이한 사진을 정리 

및 분류하였다(Fig 1). ② 이렇게 모아진 사진을 바탕으로 이

미지 합성을 통한 모델링을 실시하였다(Fig 2). 단 고분의 각 

벽면은 따로 모델링 제작하였는데, 각 벽면 간 모서리 부분의 

사진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다. 고분 조사 시 벽면 간 축조

순서와 공정에 대한 연구와 인식이 많이 부족한 상황을 말해

준다. ③ 각 벽면별 따로 제작된 모델링을 서로 결합하기 위

해 3D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러온 후, ④ 불러온 모델링 자

료 모두를 보고서 내 명기된 수치를 참조하여 입력하면서 정

확한 크기와 비율로 조정하였다. 더불어 각 모델링 별 좌표값

을 재설정하였다. ⑤ 이렇게 설정이 완료된 각 벽면별 모델링 

자료는 좌표체계를 바탕으로 모서리 부분을 정확히 맞추어 

서로 정합시키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하나의 3차원 객체로 완

성시켰다. ⑥ 합성된 각각의 모델링은 Attach하여 한 개체로 

묶어 수정을 진행하고, ⑦ 완성된 객체는 모델링된 부분의 

hole부분을 메우면서 Texture의 빈 공간을 수정하면서 복

원을 마무리하였다. 

2) 유물의 Modeling과 복원 

유물은 유구와는 달리 실내로 옮겨와 복원 및 기록화를 진

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복원을 위한 재료와 충분한 시

간이 갖추어져 있고, 복원 후 남겨진 유물 파편을 통해서는 

분석용 시료로 이용하거나 결실된 부위 등을 가공하는데 재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한 여러 장점으로 인해 유물에 대한 복

원 연구는 유구보다 다양한 관점과 시각으로, 분야 등에서 진

행되고 있다. 특히 유물의 활용과 연구를 위해 이미지 또는 

거리 기반 스캐닝 작업을 거쳐 모델링 작업을 우선 실시해 준

다면 추후 기술적 진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의 활용과 연구

로 다시금 이어질 것이다.

이전에 필자는 유물의 이미지 기반 스캐닝을 통한 실측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10]. 하지만 모델링 된 유물의 

이미지가 Low Quality로 제작되거나 이를 바탕으로 한 실측

과정이 수작업에 의한 실측보다 느리게 소요된다는 문제 등

으로 인해 정밀하고 정확한 보완이 요구되었다. 물론 현재도 

작업 시간과 완성 도면이 수작업에 의한 실측보다 뛰어나지

는 않지만, 적어도 복잡한 문양이 시문된 토기나 규모가 큰 

유물의 실측에는 앞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유물의 복원연구는 진전된 기술의 소개와 연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소개와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물에 대한 복원의 기술적 논의와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

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첫째는 파손된 유물의 내외면 

상태를 최대한 원상으로 복원하려는 것이며, 둘째는 이렇게 

그림 1. 기록화된 도면과 사진(디지털)자료

Fig. 1. Recorded drawings and digital photo materials 그림 2. 고분의 각 부분별 모델링(좌)과 합성(우)
Fig. 2. Modeling(left) and synthesis(right) of each part of 

the t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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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대상 선·역사시대 토기 모델링

Fig. 3. Pottery Modeling in Prehistory and Historical 
Periods for Research

그림 4. 텍스쳐 이미지와 수정 후 디지털 복원된 토기

Fig. 4. Texture image and digitally reconstructed pottery 
after modification

복원된 유물을 바탕으로 실제 실측 도면화하는 과정을 연구

하는 것이다. 물론 그 구체적인 방안과 방법에 대해서는 종종 

연구 성과들이 도출되기는 하였지만 고고학 유물의 정리와 

실측의 활용에 큰 도움과 방향을 제시해 주지는 못하였다.  

기록을 위해 남겨진 유물의 첫 번째 복원의 과정은 다음과 같

은데, 위의 상기 과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해야 할 작업이 

있다. 먼저 유물에 대한 이미지 기반 스캐닝을 실시하여 모델

링을 실시하고 이를 실제 크기에 맞춰 스케일 조정을 진행한

다. 연구 및 복원의 대상물은 청동기시대 무문토기와 백제시

대 평저호를 대상으로 스캐닝한 후 모델링하였다(Fig 3).

2)-1. 모델링된 유물의 원상 복원

복원 방향의 첫째로서 유물의 외면과 내면의 파손면을 디

지털 복원하는 것이다. 크게 두 방향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는

데, 첫 번째는 모델링된 유물의 텍스쳐 이미지를 이미지 보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수정한 후 이를 다시 맵핑하는 방법

이다(Fig 4). 두 번째 방법은 모델링된 유물에 깨어진 부분을 

색칠함으로써 표면 및 내면의 금이 간 부분을 원상으로 회복

하는 것이다. 

상기 두 방법 모두 디스플레이상에서 완전한 형태로 복원

되는 모습을 보이나 Wireframe으로 살펴보면 파단선 부근

의 폴리곤은 함몰된 모습이 확인된다. 임시 방편적 디지털 복

원법이지만 기형자체의 큰 변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외

면에 덧입혀진 텍스쳐만을 수정하는 것이므로 토기의 큰 변

화 차이를 볼 수 없다. 수정 또한 내외면 모두 파단선 부위만

을 중점으로 하고 문양은 방향과 형태를 최대한 맞추어 수정

그림 5. 무문토기편의 복사와 정렬

Fig. 5. Copy and Alignment of Mumun Pottery pieces

하므로 잘못된 복원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복원방법은 실제 실측이나 3D프린터를 통한 전시 

등의 활용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만 모니터 등을 통한 디스플

레이의 유물 관찰과 전시에 활용 가능하다. 

2)-2. 결실부위의 모델링과 접합

두 번째는 모델링된 유물의 결실된 파단부위를 모델링하여 

파손 부위를 채우고 파단선 등을 메움으로서 가장 원상에 가

깝게 복원하는 방법이다. 작업의 순서는 다소 복잡하지만 토

기의 원상을 최대한 복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방

법이라 하겠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 연구가 꾸준히 진행된 바 

있고, 실제 3D프린터를 이용하여 결실부를 제작하고 실제 토

기에 접합함으로써 온전한 형태의 토기를 보여주는데 도움을 

준다[5]. 그 방법과 작업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모델링된 유물의 좌표를 정확히 입력하여 정사시

킨다. ② 정사된 유물을 바탕으로 최대한 온전히 남아 있는 

부위를 찾아 복사하고 ③ 복사한 부위를 파손 및 결실된 부위

로 이동하여 정렬시킨다(Fig 5). 선사시대 토기는 좌우 비대

칭이 많은 관계로 최대한 정렬한 후 이차 모델링 작업이 진행

되어야 하며, 반면에 역사시대 토기는 물레질 성형에 의해 좌

우의 형태가 거의 비슷하므로 복사와 합성을 통한 결실부 모

그림 6. 결실된 부위의 모델링과 합성

Fig. 6. Modeling and synthesis of broken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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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링이 수월한 편이다. 하지만 정밀한 모델링이 되었다 하여

도 선사 및 역사시대 토기 모두 내외면의 곡률이 정확하게 정

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수정

작업을 필요로 한다. ④ 결실면 모델링은 3차원 그래픽 프로

그램의 합성과 수정, 차집합 등의 명령어3)등을 이용하여 제

작한다. 이렇게 제작된 결실부 모델링은 따로 저장하여 추후 

제작 자료로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⑤ 결실부 제작 모델링을 

불러와 원 데이터 토기 모델링의 파손 및 결실부위에 정확히 

정합시킨다. 이와 함께 기존 복사하여 참조한 부위는 삭제하

고 정리하면서 세밀한 수정을 진행한다(Fig 6). ⑥ 마지막으

로 각각의 모델링을 Attach하여 한 객체의 토기로 만든 후 

Texture에 대한 수정 및 정리를 실시한다(Fig 7).

3-2 도면자료를 이용한 복원

그러나 이러한 기록화 된 자료는 박물관이나 수장고로 옮

겨지게 되면 더 이상 사진을 통한 복원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은 실측의 2D도면으로 남겨지게 되므로 3D기록화에 

대한 논의는 진행할 수 없다. 

본 절에서는 도면으로 남겨진 자료를 3D기록화 하여 완형

으로 복원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추후 활용자료로 이용이 가

능한지를 검토한다. 대상이 된 유물은 원삼국시대 원저단경

호이다. 토기의 한쪽 면은 결실되었고 도면 복원한 것이다. 

하지만 도면은 수치정보를 담은 DWG파일 등으로 남겨져 최

대한 원상의 복원 가능성이 높았다. 이를 통한 작업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도면화 된 토기의 선 값을 수정하고 내외부에 남

겨진 문양 또한 깨끗이 제거하고 단면선만을 남겨둔다. ② 단

면선을 3D그래픽 프로그램으로 불러온 후 완형의 형태로 만

들기 위한 수정작업을 진행한다. ③ 단면선을 중심으로 

Lathe명령을 이용하여 360도 회전한다(Fig 8). 이때의 토기

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물레질을 이용하여 제작함으로

써 좌우가 거의 대칭되는 토기에만 한정하여 복원을 진행할 

수 있다. 선사시대 토기의 경우 좌우측의 측면이 불완전하여 

복원에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④ 모델링된 토기를 대상으

3)z브러쉬의 Dynamesh와 Merge Down을 사용하여 결실된 

파단부위를 정확히 모델링한다.

그림 8. 유물의 도면과 모델링

Fig. 8. Drawing and modeling of artifacts

그림 9. 실제유물과 실사맵핑 작업

Fig. 9. Real artifacts and real-world mapping work

로 실사 맵핑 작업을 수행한다. ⑤ 이때의 맵핑 작업은 토기

의 표면에 타날된 문양을 뚜렷이 보이게 하기 위해 Bump 

Mapping 등의 작업 등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실사적으로 표

현하는데 방점을 둔다. 맵핑 텍스처를 하기에 앞서 맵핑 사진

의 이미지에 파단선 등을 수정하여 최대한 원상의 형태에 가

깝게 한다. ⑥ 맵핑이 완료된 토기는 렌더링하여 실제와 가깝

게 구현해 준다(Fig 9).

Ⅳ. 분석 및 콘텐츠 자료로서 활용

복원된 유구와 유물의 모델링 자료는 크기와 형태를 다양

하게 변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적 용도가 크다. 그러

한 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므로 

본고에서는 굳이 재론하지는 않는다[9],[10],[11]. 다만 이

렇게 복원된 유구 및 유물자료를 고고학 현장과 실내에서 보

편적으로 사용할 정도의 기술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

의와 학문적 연구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한지를 간략히 언급

하고자 한다.  

4-1 유구 복원자료의 활용

복원되어 완성된 유구와 유물은 그 자체로 교육적, 전시적 

활용도가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유구는 남겨

진 잔존물의 흔적이 뚜렷하지 않아 원래의 상태 그대로 복원

하여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상의 원형 형

태로 또는 가상의 구조물을 만들어 상부를 복원하는 작업을 

같이 진행한다. 그 과정에 타 학문분야의 연구 성과와 근·현

대의 민속자료를 참조로 한 가상 복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때  

복원 과정에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 근거를 마련한 고증이 충

그림 7. 맵핑과 페인트 작업을 통한 토기 원상의 복원

Fig. 7. Restoration of pottery by mapping and pa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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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하게 이루어졌느냐의 문제가 대두되곤 하는데, 그러한 점

에서 충실하게 복원된 유구의 제공이 필요하며 본고에서 논

의한 복원자료가 적절히 사용될 수 있다. 

과거의 실측도면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유구의 복원 자료의 

제공은 한정된 정보를 수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실제 보

존된 유구의 복원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3차원 스캐닝 작업을 통한 디지털 기록화가 그 대안으로 제

시되었다. 그러나 그 자료 또한 기록으로만 남겨졌을 뿐 활용

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였다. 당연 과거의 아날로그 자료로 

남겨진 고고자료의 디지털 자료화 작업은 거의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디지털 기록된 고고자료는 복원되었거나 또는 지

금도 복원이 예상되고 있는 자료의 수치적 오차, 복원형태 오

류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여 충실한 고증적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은 매우 늦었던 것이다.  

실제 유구에 대한 적용사례는 실측도면의 작성과 제작의 

방향적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고[9],[10], 나아가 이러한 자

료를 바탕으로 유적지 복원의 과정까지 진행되기도 하였다

[6]. 그러나 아직 초보적 수준의 성과이고 논의가 매우 부족

한 상황이어서 적극적 활용에 대한 논의가 무엇보다 필요하

다. 

반면에 이렇게 복원된 유구는 오히려 연구 자료의 활용측

면에서 다양한 분석 방법론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일례로 앞

서 작업한 고분 등의 유구를 3D로 복원하여 다양한 분석방법

을 제시할 수 있다. 즉 무덤의 분석에 이용되는 축조공정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인력과 토사량 등의 분석을 실시하고 무

덤의 위계적 특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당시 사회상을 밝히려

는 연구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2D 도면을 통

한 수치적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해석을 진행하였으나 수

치에 대한 오차와 이로 인한 해석적 오류가 상당하였다. 그러

한 과정의 문제를 인식하여 무덤의 3차원 스캔작업을 통한 

무덤 조성 연구 사례가 있는데[12], 무덤(매장주체부) 상부

에 조성된 주구를 대상으로 토사량을 계산하여 유실된 봉분

을 복원하고자 한 것이다. 비록 묘 전체의 조성과정에서 굴착

된 토사량을 산출한 것이 아니어서 봉분의 크기와 정확도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무덤 축조

방식의 연구에 3D객체의 도면이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Fig 10). 나아가 이러한 분석기법의 제시는 실제 보존된 유

구의 현장 복원에 앞서 정확한 토사량을 산출하여 이를 바탕

으로 한 복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활용과 연

구에 적극 이용할 만하다.

본고의 연구대상으로 제작한 모델링 자료를 통해 상기 연

구성과와 유사한 분석을 간략히 시도해 보았다. 무덤 조성에 

앞서 굴광된 토사량(약 21.31044㎥)을 산출해내고 이를 실

제 봉분의 형태로 복원한 결과, 고분의 상부를 충분히 피복할 

정도의 형태로 복원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11). 고고학

적인 해석 사례를 간단히 언급하면, 봉분의 조성에 있어서 무

덤을 축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굴광한 묘 내부의 토사만으

로도 무덤의 상부를 충분히 덮을 수 있을 정도의 토사량이 산

그림 10. 고분 봉분의 복원과 봉분의 체적환산

Fig. 10. Restoration of burial mound and volume 
conversion

그림 11. 체적자료를 바탕으로 한 봉분 복원과 피복 모습

Fig. 11. Restoration of burial mound and volume 
conversion

출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과거 남겨진 자료를 통해 3D화의 복원을 적극 진 

행한다면 지난 학문적 연구 성과의 재검토와 함께 새로운 연

구 성과의 진행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더구나 실제 보존되어 

남겨진 유구의 복원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4-2 유물 복원자료의 활용

기록화 된 유물의 디지털 복원은 그 활용도와 연구적 가치

가 오히려 유구보다 더 크고 매력적이다. 활용의 측면에서는 

당연 교육과 전시콘텐츠의 자료로 기본적인 제공이 가능하다. 

반면 연구와 분석 차원에서 실제 적용은 도면화 과정에 매우 

적합한 모습인데, 토기 기형의 정확도 향상과 함께 내부에 남

겨진 기면조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 파악에 유리하다. 특

히 실측도면의 작성은 기존의 수작업으로 작성된 도면과 비

교를 통해 보면 더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우선 모델링된 자료를 바탕으로 2/3이상 결실된 부분을 원

상에 가깝게 복원함으로써 토기의 동체와 구연 형태에 대한 

정확한 기형 곡률을 계산함으로써 매우 정확한 도면을 만들 

수 있다. 거기에 더해 파손 및 결실된 파편을 모델링 제작하

여 원상을 복원하게 되면 실측 제도화를 위한 전 작업으로 토

기의 단면과 기형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다(Fig 12, 좌). 이

렇게 되면 토기의 중심에서 좌우측으로 갈수록 표현되는 문

양의 형태와 크기, 간격 등을 정확히 도면화 할 수 있어 보다 

완전한 형태의 도면의 제공이 가능하다. 실제 수작업에 의해 

진행된 도면을 복원한 토기와 함께 살펴본 결과 세밀한 기벽

의 형태와 동체 등의 크기에 차이를 뚜렷이 볼 수 있었다(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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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유물의 실측 활용과 기존 실측자료와 비교

Fig. 12. Use of artifacts and comparison with existing data

그림 13. 유물의 체적 환산과 분석

Fig. 13. Volume calculation and analysis of artifacts

12, 우). 

물론 대부분의 실측도면은 실제 모델링되어 복원된 도면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중요 유물에 대해서는 이

러한 복원자료를 통해 조금 더 신중한 검토 작업을 진행해 볼 

만하다. 특히 토기의 정확한 기형은 고고학의 편년을 세우는

데 있어 중요한 속성으로 작용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오차

가 많다면 편년 논리의 설명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

서 더 정확하고 세밀한 형태의 토기 복원이 필요하며 그러한 

대안으로서 기록된 유물의 3D화의 복원과 기록과정은 유용

하게 적용될 수 있다. 

결국 이렇게 완성된 복원유물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이 

가능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데, 특히 기형에 대한 다양한 

계측치를 보다 빠르고 정확히 추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속성

분석 등에 유리하며, 형식학적 분석을 진행하기 위한 유물의 

정확한 기형을 제공해 줄 수도 있어 편년연구에 적절히 이용

될 수 있다. 나아가 복원된 유물을 바탕으로 체적 분석 등을 

실시해 본다면 유물의 기능적 추정과 유물이 지닌 사회적 해

석도 가능하게 한다(Fig 13). 즉, 토기유물이 지닌 생산과 저

장 등의 정보 등을 파악함으로써 당시 사회의 생계방식의 일

단을 살피는데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Ⅴ. 결  론

고고학 발굴조사를 통해 남겨진 물질자료는 현재 대부분 

2D 형태로 기록되어 남겨지고 있으며 아직 3D화를 통한 일

상적 복원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고고학 

자료의 복원 연구는 많이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지금의 고고학 자료는 기록과 보존, 복원을 따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적의 발굴조사 단계부터 결정되어 진행해 나

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과거 문화를 살피는데 있어 매우 충실

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고고자료의 3D화 과정에 대한 논

의보다는 지난 자료의 활용을 통한 복원의 과정에 대한 기술

적 논의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과거 디지털로 남겨진 도면과 사진자료를 바탕으로 한 

고고자료의 복원은 지금 어느 때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

다. 물론 디지털로 기록되기 이전의 자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술적 연구와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하지만, 디지털기

록화가 진행된 이후의 자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콘텐츠 자

료화로 나아갈 수 있다. 본고의 전개가 그러한 논의를 한층 

더 끌어올려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더불어 고고자료의 해석

과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내기 위한 기술적 방안에 대한 논

의를 위한 융복합적인 연구도 지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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