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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연구의 배경과 목적 
지금 남아 있는 문화재의 모습을 디지털 데이터로 보다 정확히 반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2006 년도 이노베이션(innovation) 플라자 京都의 육성 연구과제 로서「초고해상도 대형 평면 

입력 스캐너의 개발과 화상 재료 추정 시스템에의 응용」이라는 테마로, 세계 최고 수준의 독

자적인 이메징(imaiging) 기술을 실현하게 이르렀다. 또한 데이터화된 화상은 대용량의 초고

정밀 화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전하고도 고속의 표시를 가능케 하기 위해 「초고정밀 대용량 

화상의 안전·다이나믹 표시 종합 시스템의 개발」(지역 연구 개발 자원 활용 촉진 프로그램, 

2006 년도 채택)의 연구 개발에 임하였다.  

본 연구는, 10 GB 급의 대용량 디지털 화상 데이터를, 일반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충분한 리

스폰스(response)와 함께 안전하게 표시·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문화

재의 디지털 화상을 기록 보존할 뿐만 아니라, 문화 자원으로서의 문화재의 활용을 목표로 

하여, 초고정밀 화상의 특징과 과학 분석 기술을 살린 문화재의 과학 데이터 영상 컨텐츠의 

제작에 중점을 두어, 문화재에 특화한 안전·다이나믹 표시 종합 시스템의 개발에 임한다. 또, 

디지털 아카이브(archive)의 권리면(저작, 소유권)의 문제를 고려해, 디지털 데이터의 부정사

용이나 유출을 막으며, 권리자의 디지털 자산의 이익과 활용을 촉진하는 기반기술을 창출하

고 사업화 가능한 레벨까지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개발의 개요는 그림 1 과 같

다. 

 

화상 분석 시스템「Pigmalion」은, 육성 연구 단계에서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완성되었기 때문에, 개발 항목으로부터 제외한다. 본연구의 개발 항목은 아래와 같다. 

Ⅰ）入力裝置 [1] 超 高解像度 大型平面入力스캐너 

[2] 多色（8 色）촬영 技術  

[3] 三次元 非接觸 高精細 스캐닝技術 

Ⅱ）分析技術 및 表示 

소프트웨어 
[4] 色彩를 이용한 畵像 分析 方法 

[5] 超 大容量 畵像 데이터 表示와 세큘리티 技術 

[6] 수백 테라바이트급의 文化財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Ⅲ）文化財콘텐츠 開発 [7] 데이터 수집 및 文化財콘텐츠화와 표시 

그림 1 연구개발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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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중요 포인트 

大型스캐너 設計의 基本컨셉：모듈(module)化에 대하여 

대형 스캐너에 있어서의 모듈화의 기본방침은, 제어성 및 화상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여러 

가지 문화재의 데이터 취득의 자유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화상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의 

정밀도 향상과 취득한 데이터의 활용 폭을 높이는 것이다. 하드웨어(스캐너 발판, 렌즈·CCD 

유닛, 광원등 ), 펌 웨어(구동계, 화상을 취급하는 제어계), 및 소프트웨어(데이터 처리계)의 

모듈화를 진행시켜 종합적인 제어능력을 확대 시켰다. 

① 구동축을 일관화 시켜, 스캐닝 헤드(렌즈·CCD 유닛＆광원) 부를 직접 모터로 구동, 약 2 

m 의 레일위에 구동시킬때, 가동부의 진동에 기인하여 생기는 화상의 뒤틀림과 색차이가 

해소되었다. 또한, 이 방식은 레일의 길이를 바꿈에 따라 사이즈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

다.  

② 펌 웨어와 데이터 처리계 소프트웨어를 독립시키므로 촬영시 각 파라미터(parameter)를 

독립적으로 제어가 가능해져 촬영 대상에 따라 광원이나 촬영 속도를 최적화할 수 있다. 

③ 촬영 대상, 카메라 유닛(렌즈·CCD 유닛) 간 거리를 디지털화(촬영) 조건에 따라 개별적으

로 설정할 수 있다. 

④ 렌즈 및 필터의 선택사항이 넓어져, 광학계 하드와 거기에 맞는 소프트를 독립적으로 구

성할 수 있다. ⇒목적에 따른 카메라 유닛의 구축 

⑤ 복수의 카메라 헤드의 탑재 및 다종의 카메라 시스템에 의한 동시 촬영이 가능해진다. 

⑥ 조명의 강도 및 각도를 제어할 수 있는 광원을 사용하여 폭넓은 문화재(금·은박등 광택이 

있는 표면)의 화질, 및 색 재현성을 높일 수 있다. 

⑦ 소프트웨어의 모듈화에 의하여, RAW 데이터 취득, 및 목적별의 컬러 메니지먼트를 적용

한 화상을 취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센서로부터의 데이터 처리계, 쉐이딩(shading) 및 

색채에 관한 데이터 처리계, 표준 컬러 관리, 목적별(분석, 여러가지 표시 시스템, 인쇄)의 

컬러 메니지먼트를 실현했다.  

이상, 모듈화의 방침에 의한 제어성이 뛰어난 유연성 있는 대형 장치의 개발로, 대형 문화

재 혹은 벽화 등에 적합한 촬영이 가능하게 했다. 본연구로 개발한 대형 평면 스캐너(유효 

면적 2.0 mx3. 5 m 면을 촬영)는, 현재, 박물관과 문화재 현장에서 실용화되고 있다. 

새로운 광원의 설계와 개발 

문화재를 촬영 대상으로 하는 경우, 문화재의 열화를 촉진시키지 않기 위해 문화재에 주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서의 촬영이란, 문화재의 디지털화, 그리고 회

화 재료 분석에 이용하는 데이터 취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의 촬영

으로 가장 중요한 광원의 최적 설계에 이론 및 실험 양면으로 연구 개발을 실시 하였다.  

이하는 광원의 연구 분야를 설명한 것이다. 

① 형광등(자외선 차단필터 사용) 형광등 광원은, 빛의 공간 분포의 균일성이 낮고, 주파수의 

격차가 많다. 안정될 때까지의 시간이 길고, 추운 환경에서의 사용에 문제 많다. 단 저가

로 코스트 퍼포먼스가 뛰어나다.  

② LED 광원(자외선 차단 필터 사용) 및 적외선 LED 광원의 경우 공간 분포가 비교적 좋다. 

주파수 특성이 치우쳐 있어 지향성이 높기 때문에, 확산기(Diffuser)를 사용하면, 미세 영

역에서 분포도의 균일성을 높일 수 있다. 켰을때 안정성은 비교적 좋다.  

③ 전송 라이트(자외선 차단 필터 사용, 메탈하라이드(metal halide) ·할로겐 양광원의 혼합) 



   

본 연구의 설계 개발된 광원 중에서, 안정성, 공간 분포, 주파수 분포가 가장 좋은 광원이

다. 또, 광량의 제어성이 좋고, 문화재 표면을 비추는 빛의 강도, 주파수의 미세 조정이 

가능하고, CCD 특성에 최적인 촬영 조건의 제어 및 촬영 속도의 최적화를 실현할 수 있

다. 가격은 비교적으로 높지만, 색 차이가 매우 작은 고품질 화상 취득이 가능하다.  

이상 실제로 설계 제작을 실시한 광원에 대하여 설명해 보았다. 본 연구의 과정에서 독자적

으로 개발된 광원은, 기존의 광원과 비교해 봤을때 문화재에 照射 하는 총 광량의 약 50 분의 

1배 정도 낮출 수 있었다. 촬영에 있어서의 광원에 의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했다고 하는 점은 중요한 성과로 볼 수 있었다. 

16 비트 RAW 데이터 제공시스템의 필요성 

차세대 고화질 촬영 장치에 의에 얻은 데이터의 다양한 활용을 고려 해봤을 때, 10 혹은 12

비트로 취득한 화상을 16 비트 형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파일의 사이즈가 커지

는 단점은 있지만, 향후 대용량 데이터·스토리지미디어(Storage Media)가 더욱 더 이용하기 

쉬운 환경이 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8 비트 데이터로의 변환도 가능하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의 모듈 화에 의해, 데이터 취득 시스템 및 칼라·메니지먼트·시스템을 독립 설계해, 기본적으

로 사용자에게 처리전의 오리지널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오리지널데

이터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형식의 변환이 가능하다. 

컬러 메니지먼트・시스템：다양한 표시, 분석, 인쇄 시스템의 대응 가능 

오리지널 데이터 화상은 자의적로 컬러 메니지먼트를 하지 않아 사용자측의 활용의 자유도

는 높일수 있으나, 전문 지식을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화상 데이터의 활용이 곤란하다. 컬

러 메니지먼트는 목적에 의해서 부과되는 요구가 크게 차이가 난다 

 

 印刷 인쇄기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색체 정의가 필요 

 分析 
색채로부터 재료 추정은 CCD 출력뿐인 될 수 있는한 가공이 안된 데

이터가 필요. 스캐너에 의한 색조정은 최소한으로 해야만 한다. 

 모니터(디스플레이) 촬영계 및 디스플레이의 색공간을 가능한 고려한 컬러 관리가 필요 

 프로젝터 사용한 광원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국보급 문화재를 디지털화하는 경우는 특히, 촬영의 단계에서 컬러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가 있다. 京都大學 독자적인 컬러 메니지먼트플로우(color management flow )를 개발했다. 

본 칼라·매니지먼트·시스템은, 화상의 활용 목적에 따라서 최적이면서 심플한 알고리즘에 의

해, 오리지날 색에 매우 가까운 채색을 실현할 수 있다. 개발한 컬러 메니지먼트플로우를 그

림 2 에 나타내었다. 

 

 

 

 

 

 

 

 

 

 

 

生データ画像
白基準画像
黒基準画像

シェーディング
補正

3×4 線形
マッピング

(X Y Z )

L *a*b*
へ変換

3×10
マッピング

(L *a*b)
色差評価 sR G Bへ変換

プレキャリブレーション（線形化） 目的に応じたキャリブレーション

C Y MK
へ変換

ディスプレイ
表示用

分析用

印刷用

目的

デバイス
ガンマ補正

分光反射率
へ変換

生データ画像
白基準画像
黒基準画像

シェーディング
補正

3×4 線形
マッピング

(X Y Z )

L *a*b*
へ変換

3×10
マッピング

(L *a*b)
色差評価 sR G Bへ変換

プレキャリブレーション（線形化） 目的に応じたキャリブレーション

C Y MK
へ変換

ディスプレイ
表示用

分析用

印刷用

目的

デバイス
ガンマ補正

分光反射率
へ変換

그림２ 京大版 color management flow 



   

멀티밴드(Multi band) 촬영 

멀티 밴드 화상을 취득하려면 , 피사체로부터의 반사광을 복수의 광대역 필터로 분광 해, 흑백 

CCD 카메라로 순서대로 촬영 해야 한다. 380 nm 에서 850 nm 의 분광 반사율을 높은 정밀도로 

복원하기 위해서, 촬영에 사용해야 할 밴드 패스 필터(Band-pass filter) 최적인 장수와 편성으

로 8 채널의 멀티 밴드 화상 취득 장치를 개발했다. 멀티 밴드 장치 및 촬영에 있어서 필터의 설

계 및 선택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멀티 밴드 대형 스캐너의 필터에 대해서 설명 하기로 하자. 필

터의 편성은 대상인 파장 영역에서 등간격으로 나란히 줄지어 있다. 지금까지 멀티 밴드 화상 취

득에 있어서의 분광 채널의 설계 및 편성에 대한 선행 연구를 보면, 매우 번잡한 방법이 많았으

나, 필터의 가장 적합한 선택을 실현하는 장치를  설계하였다. 이메징 素子로부터의 응답과 반사

율의 사이의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필터의 편성의 최적화를 실시했다. 실현될 수 있는 모든 필터

의 편성에 대해서, 상관계수를 계산하고, 離散値 로서 다루어지는 각 파장에 대해 상관계수가 가

장 높은 필터를 선정했다. 또한, 단시간에 낮은 데미지로 효율적인 촬영을 하기 위해서, 필터의 

총수(분광 채널의 총수)를 줄이는것과 동시에 상관계수의 변화를 관찰하여 최적화를 실시했다. 이 

방법에 의한 필터의 선정은 이 상황의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멀티 밴드 카메라를 이용하

여, 広域色彩의 고정밀 화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분광 반사율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것도 가능

하다. 본연구는, 멀티 밴드 스캐너를 이용하여 색채로부터

의 동양회화의 재료(안료) 추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했

다. 이 시스템을 위해서,독자적인 차트(Chart)를 작성했는데, 

그 이유는 유기색재로 만든 시판의 칼라 차트는 일반적으

로 근적외 영역을 흡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

시 및 근적외 영역에서 화상 취득계의 역전달 함수를 얻기 

위해서, 고전 회화에 사용되고 있는 천연 무기 안료, 염료

(식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기 혼합물), 인공 무기 안료 

및 금속 분말등 173 의 색재로부터 독자적인 차트를 제작했

다.  

그림 3 은 이번에 독자적으로 제작한 차트다. 

편광 촬영 

일부 동양회화나 양화(표면에 니스가 칠해진 것)는 일반적으로 표면의 鏡面反射가 강하기 

때문에, 반사광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경면 반사 성분을 분리 함으로서 금·은과 

같은 광택을 가지는 금속재료의 식별(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대형 스캐너의 고속화와 더불

어, 원편광 필터를 이용하여 촬영을 함으로서 보다 고도의 화상 처리를 구축하게 되었다. 편

광(Polarized Light, PL) 필터는 빛의 표면 반사를 제거해, 선명한 색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장의 원편광(Circular PL) 필터가 서로 겹친 상태로 회전하면서 편광 효과를 조절하여 촬영

을 한다. 그림 4 에 촬영의 일예를 소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스캐너로 두 가지 색의 반사 모델의 경면 반사 성분과 확산 반사 성

분을 분리한 화상을 취득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모색 하였다. 생성 화상에 포

함되는 노이즈의 양은, 완전하게 예측한 대로는 아니었지만, 제안한 방법을 이용해 경면 반

사 성분과 확산 반사 성분을 분리한 화상을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 종래의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계산 시뮬레이션에 의해 최적화한 이 방법은, 실용적이고 

뛰어난 분리화상 취득법 이라고 생각한다. 

그림 3 차트 



   

 

3．개발 설계한 장치 

고정밀 초 고화상도 대형 평면 입력 스캐너의 특징 

개발한 스캐너는 주로 이하의 3 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다.  

Ⅰ）촬영부 

RGB 삼색스캐너 

・ CCD、CMOS 는 일반형 시판품을 채택 

· 데이터 처리 보드 및 데이터 부분 처리 소프트는 MATROX 사 일반형 시판품

을 채택  

· 카메라 박스는 본 프로젝트를 위해 특별 주문품을 사용（ 新光學系設計 ）  

· 렌즈는 시판품을 채택,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고, 유연성(flexibility) 촬영이 

가능   

· 화상 전체 데이터 축적, 처리 소프트는 본 연구 에서 개발  

· 16 비트 데이터 처리를 실현하여, 다양한 요구에 답할 수 있는 RAW 데이터

가 생성 가능  

· 인쇄용, 재료 분석용, 디스플레이 표시용, NHK4000 本 극장용으로 대응 가능

한 본 연구 독자적인 칼라·매니지먼트·시스템 개발 

촬영부（ Multi band ） 

（다색촬영） 

· 상기의 부품 소프트웨어에 더하여, 멀티 밴드 촬영 가능의 소프트웨어 및 필

터 설계는 본 연구 독자 개발  

· 멀티 헤드 탑재 가능（동 종류 혹은 보완적인 촬영 헤드를 복수 탑재 가능） 

촬영부（편광촬영） 
· 동양 회화, 중세 양화에 이용되고 있는 금·은색의 회화 분석에 적절한 촬영 

시스템과 방법을 개발 

Ⅱ）각도・강도・주파수의 분포를 제어 가능한 광원 

· 근접 광원을 사용해, 종래의 형광등(자외선 차단), LED 광원, LED 적외선 광원에 더하여, 전송 라이트를 

이용하여 광량 제어 가능한 독자적인 광원 개발 

Ⅲ）진동에 강한 스캐너 프레임 

・모듈화한 구조 설계 

・내진 설계에 의하여 고해상도 촬영 실현 

・회로계,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는 본 프로젝트에서 개발 

 

그림 4 편광 필터에 의한 金属箔과 칼라챠트의 취득화상 



   

이상 스캐너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았다. 뛰어난 성능을 갖는 장치로서 화상취득 및 

화상 재료 분석에 상용할 수 있는 동시에, 설계 컨셉상, 모든 지적 재산, 노하우는 본프로젝

트에 귀속하므로, 상품화가 가능하다.  

 개발한 北斎Ⅱ는 촬영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조사 광량이 종래의 50 분의 1 정도로 감소

되어 RGB 화상뿐만 아니라 멀티 밴드 화상

의 취득도 가능하다. 16 비트 RAW 데이터를 

이용한 독자의 새로운 컬러 메니지먼트 방식

을 채택하고 있으며, 해상도는 표준 1200 

dpi 이고, 2 대 이상, 혹은 2 종류 이상의 촬

영 헤드 탑재가 가능하다. 또한, 화상 취득 

속도는 종래의 10 배의 고속 촬영이 가능하

다. 표준 파라미터 동작의 외, 렌즈 선택, 구

조상의 파라미터 설정등 , 전문가나 여러 연

구의 요구를 중시해, 광량, 속도, 화상 취득·

처리의 상세 제어가 가능한 장치이다. 

 

3 차원 비접촉 소형 스캐너와 3 차원 화상 데이터 처리 시스템 

회화(동양회화 및 서양화)의 표면에는 미소한 요철이나 광택이 있다. 예를 들어, 동양회화

의 경우 금박이나 금니 처리가 된 도둠 호분기법이나, 유화나 아크릴화의 경우 회구의 요철

이나 채색 표면의 광택 등을 예로 들 수 있겟다. 이러한 표면 상태의 특징을 디지털 화상으

로 재현할 수 있다면, 세세한 균열이나 결손 상태를 조사하는 것도 가능 하기 때문에, 문화

재의 보존 수복에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접 가시광선 하에서 촬영한 복수의 화상 데이터를 가지고 표면 형상 복원

법을 연구 테마로, 동양회화 혹은 서양화와 같은 1~2 mm 정도의 요철, 혹은 斜面을 촬영할 

수 있는 정도의 삼차원 문화재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삼차원」이란, 표면 요

철의 큰 것을 의미할 뿐, 입체 조각과 같은 3 차원 구조는 제외하고 있다.）  

계측의 방법으로서는 照度차이 스테레오법(PS method :  Photometric Stereo method)을 

이용한다. 조도차이 스테레오법은 Woodham 등에 의해 고안 되었는데, 화상의 농담 정보를 

이용해 피사체 표면의 法線 벡터를 추정해, 면의 방향을 구하는 방법이다. 照度차이 스테레

오법은 칼라 화상에도 응용하는 것이 가능하고(CPS： Color photometric stereo), 색채 분석

과 형상 분석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회화의 분석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 은 작성한 촬영계의 외관 및 개략도를 나타낸 것이다. 본 촬영계는 카메라와 조명

부 기반, 暗幕으로 구성된다. 카메라의 높이는 105~270(mm), 조명 기반의 높이는 

70~170(mm)의 범위에서 可変 한다. 조명부 기반으로는 16개의 LED를 촬영 영역의 중심으

로부터 등거리가 되도록 원형으로 배치했다. 카메라는 시판품 Canon  일안 디지털 카메라 

EOS 5 D 를 사용했다. 카메라의 유효 화소수는 약 1280 만 화상, 촬영 素子는 CMOS 센서이

며 적외 차단 로우페스 필터가 설치 되어 있다. 리모콘에 의한 촬영이 가능하며, 본 연구에

서는 이 콘트롤러를 카스텀화해 조명부 기반으로 접속하여 PC 로부터의 조명 점등·소등·포커

스 및 촬영의 제어계를 설계 개발했다. 

 

그림 5 대형 스캐너「北斎Ⅱ」 



   

 

이러한 3 개의 삼차원 화상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구동계, 촬용된 화상 합성 소프트웨어 

등은 본 연구 실시 과정에서 구상 설계·개발되어 시스템 A 의 소프트웨어는 외주 제작했다. 

 

대용량 데이터 표시・화상 세큘리티・문화재 데이터 베이스 관리 시스템（Amateras） 

대용량 데이터 표시 시스템이란, 고정밀·대용량의 디지털 화상을, 고속으로 원할 하게 표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화상 자료의 내용이나 미술사학적 내용을 기술하여 초고정

밀 디지털 화상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수 있다. 국보나 중요 문화재등 귀중한 이차원 컨텐츠

를 초고정밀(실체 현미경 레벨)로 디지털 스캔 하면, 그 데이터 용량은 수백 MB 로부터, 수

십 GB 로 된다. 기존의 화상 처리 시스템에서는, 이 정도 크기의 화상 파일을 자유 자재로 

취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모처럼 귀중한 화상 데이터의 가치가 활용되지 못하였다. 이

러한 고정밀·대용량의 화상 데이터를, 본 시스템의 화상 변환 툴을 가지고 열람용 데이터로 

변환하면, 전체 화상으로부터, 초 미세 부분의 확대 화상까지를 원할 하게 확대·축소, 혹은 

자유자재로 스크롤 하여 표시·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찰등의 문화재 소유 시설이 일반적

으로 보유 하고 있는 일반 가정용 컴퓨터로도, 본 표시시스템을 도입하면 디지털 아카이브

(archive)에 필요한 대용량 디지털 화상을 쉽게 다룰 수가 있다.  

이 시스템은 본 연구 개시의 초년도에 설계, 제작 되어 2007 년도부터 현장에서의 실증 실

험을 실시해, 박물관·대학등 연구기관에서 시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지금은 보안성이 뛰어

난 대용량 화상 브라우저로서 실용화하여 시험적으로 시판되고 있다. 향후, 인터넷(오픈 플랫

폼) 및 대형 박물관의 내부(클로즈드 플랫폼)의 전달 시스템 구상 설계까지의 전개가 가능 

해졌다. 그림 7 은 伊能忠敬作「九州六箇國沿海地圖（小圖）」를 디지털화한 예이다. 일그러짐

이 없는 높은 정밀도와 충실한 색재현, 고해상도 및 새롭게 개발한 광원을 이용하여 초고정

밀 화상의 취득이 가능 해졌다. 고정밀 대용량 디지털 화상을, 전체 화상부터 미세 부분의 

확대 화상까지를 자유자재로 확대 축소할 수 있는 화상 표시 시스템으로 표시, 열람 함으로

서, 伊能圖 작성의 기술 연구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본 프로젝트는, 작

품을 보관하고 있는 九州국립 박물관과 소장자인 東京국립 박물관의 협력으로 이루어 졌다. 

 

(a) 
(b) 

120±50

x

y

z

LED

O

375±105

CCD camera

그림 6 3 차원 화상 입력 시스템 A 와 광원 배치 



   

 

 

 

 

 

 

 

 

 

 

 

 

 

 

 

 

 

 

 

 

 

 

 

 

 

 

 

 

 

4．문화재의 현장에서 실증 실험 

본 연구는, 京都 대학에 있어서는 기술적·이론적 기반을 구축하였고, 공동 연구기관인 九州 

국립 박물관은, 문화재의 보존·수복에 종사하는 현장의 연구자(최종 사용자)의 평가 및 요구

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기관으로서 「필드 중시」의 연구방침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연구 성

과에 있어서도「항상 일반의 눈앞에」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중시해, 국내외에서 연구 성과를 

전시·공개(데먼스트레이션)하였다. 대상자는 1000 명(학회 발표를 제외)을 넘어 매스 미디어

로부터의 주목도 높았으며, 연구 기간중의 성공 예로서 높은 평가를 얻었다. 또, 육성 연구 

기간인 5 년간, 7 회에 걸치는 학술 심포지엄「예술을 위한 과학기술」을 개최해, 국내외로부

터 문화재 보존이나 수복의 전문가, 문화재 과학·문화재 공학·재료 공학등의 연구자, 문화재 

분석 장치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불러, 인문과 과학의 벽을 넘은 학술 교류, 네트워크 구축

을 실현했다. 

 図 7 伊能忠敬作「九州六箇国沿海地図（小図）」 

 그림 7 伊能忠敬 作「九州六箇国沿海地圖（小圖）」 



   

국보・중요 문화재의 현장평가 프로젝트 

본 연구로 개발한 기록 종합 시스템을 사용해, 국내외의 문화유산의 귀중한 문화재를 대상

으로 디지털 아카이브(archive) 현장 평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최종 사용자인 박물관의 학

예원, 사찰의 문화재 보존 책임자와 밀접한 관계를 쌓아 올려, 공동 연구·실험을 실시했다. 3

년간에 20 개이상의 프로젝트를 실시해, 대표적인 예를 아래에 소개 한다. 각 프로젝트는 

1~2 년의 준비 기간을 거쳤고 최소한 20 명 이상의 관계자가 종사하였다. 

 國宝文化財 大徳寺 聚光院障壁画 

열화가 진행된 장벽화를 京都 국립 박물관에 기탁할 시기에 디지털 보존하기 위한 공동 

연구, 실험 프로젝트. 

 九州 國立博物館所藏「南蛮船駿河湾来航圖屏風」  

본 프로젝트의 공동 연구기관으로서 개발된 장치의 최종 사용자의 시점으로 평가하는 연

구·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또, 차세대 박물관으로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 

기반 구축을 위해서, 공동으로의 연구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世界文化遺産 二条城障壁画 

장벽화 약 120 장을 디지털화 하여, 고정밀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한 표시 시스템「아마 

테라스」을 이용해 컨텐츠 개발 성과를 공개 하였다. 

 國宝・重要文化財 高野山金剛峯寺所藏文化財 

스캐너로 얻은 고정밀 화상의 컬러 관리 기술을 인쇄에 반영시킨 실증 실험 프로젝트. 

 重要文化財 京都大學所藏「Josiah Conder建築圖面」 

열화가 진행되는 건축도면을 디지털화해, 데이터를 열람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아카이

브(archive)를 구축하는 프로젝트. 

 増上寺所藏「五百羅漢圖」 

스캐너로 얻은 고정밀 화상을 컨텐츠(CG) 화 하는 NHK 와 京都 대학의 공동 프로젝트. 

최첨단 과학기술에 의한 분석이 처음으로 실시된 성과 공개로서 NHK 하이비젼 

특집으로 방송되었다. 

 重要文化財 韓國 三大寺院 通度寺所藏「八相圖」 

한국의 국보인 문화재의 보존 수복, 전통 기술의 계승을 목적으로 스캐너로 취득된 화상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된 재료와 기법에 대한 연구를 했다。 

 琉球屏風四隻 

（京都大學総合博物館・滋賀大學経済學部附属史料館・浦添市美術館・沖縄県立博物館所藏） 

일본전국 4 점 밖에 확인이 안된 沖縄의 귀중한 문화재인 琉球屏風 4 폭을 디지털화하여, 

수복 및 역사 자료로서의 활용을 포함해, 沖縄의 문화재의 가치의 재창출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東京 國立博物館所藏・九州 國立博物館保管「伊能圖」 

2009 년 3 월, 九州국립 박물관에서 伊能忠敬作「全日本小圖」4 장을 디지털화 하였다. 해

상도 1200 dpi, 16 bit 로 촬영해, 1 파일 200 GB 이상, 1 파일(57 장) 310 억 화소수 이상

의 고정밀 화상 취득에 성공했다. 

 

 



   

5．研究成果 

본 연구는, 신청시의 개발 예정을 훨씬 웃도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었다. 
 

1. 종래의 장치보다 훨씬 고성능, 고정밀 스캐너를 개발해, 상품화할 수 있는 레벨의 성과를 

얻었다. 

 개발한 스캐너는, 기존의 것보다 1 자리수 적은 광량으로의 화상 취득이 가능하고, 촬영 

속도의 1 자리수 높게 실현하여 문화재의 빛에 의한 손상을 두 자리수 삭감(1/50)할 수 

있었다. 

 내진 구조가 바탕이된 모듈화된 구조에 의해, 코스트를 삭감 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크기

의 문화재에 대응 가능한 유연성 있는 구조 설계를 실현했다. 

 새로운 광원 개발로 광량을 제어하여, 안정이고 일련성 높은 광원을 통해 동일 기계에 의

한 IR 촬영을 간단하게 실현될 수 있었다. 

 RAW, 16 비트 데이터 생성이 가능하고, 유연한 컬러 메니지먼트 시스템을 구축했다. 
 

2. 3 차원(표면 미세 형상 기록 가능) 칼라 촬영 장치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3. 다이나믹 표시 시스템 아마 테라스를 개발해, 현장 시험후 상품화에 성공했다. 
 

4. 20 GB 이상의 파일을 취급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축. 화상 접속, 표시, 테라바이트레벨의 

데이터베이스를 취급하는 시스템으로서 실현. 세큐러티 레벨의 높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5. 귀중본 스캐너를 試作하여 현장 시험을 실시 하였다. 
 

6. 소형 다기능 스캐너를 試作하여 상품화 가능한 기계를 개발 하였다. 

 

＊소프트웨어등 일부 권리 관계로 인해 중요본 스캐너와 소형 다기능 스캐너는 단독 상품

으로서 개발을 중지 함. 

 

6．結言 
본 연구는, 높은 분석 기능을 가지는 문화재 전용의 스캐너를 개발, 대형(200 x350 ㎝), 고

정밀(1200 dpi), 고속 스캐닝 기술을 확립했다. 하드웨어, 펌 웨어, 어플리케이션 소프트 웨어

를 모듈화해, 독자적인 설계 개발을 하였다. 최신의 광원 및 문화재에 가장 적합한 광원(형광

등, LED, 전송 라이트의 어느쪽이든 선택가능)을 새롭게 설계 개발해, 수습 광원, 조사 각도 

가변 광원을 실현했다. 본 연구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된 광원은, 기존의 장치의 광원과 

비교 했을 때 문화재에 조사하는 총광량을 50 분의 1 배 정도로 낮추어, 촬영에 있어서의 빛

에 의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했다고 하는 점은 중요한 성과이다.  

또, 멀티 밴드(Multi band 8 색) 촬영이 가능한 방법 및 장치 개발에 성공해, 분광 반사율의 

정확한 복원에 의한, 문화재에 상용된 안료의 추정이 가능해졌다. RAW 데이터, 16 비트 데이

터의 제공이 가능해져, 색 차이 1.0 정도의 색 충실성이 매우 뛰어난 장치의 개발에 성공했

다.  

고정밀 화상 표시 시스템, 대용량 화상 접속 시스템(Amateras)을 개발, 실용화 하여 대용

량 파일 핸들링 시스템을 실현했다.  

상기의 기록 종합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국보, 중요문화재를 대상으로, 3 년간에 20

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완료하여 스캐너의 기능 및 성능을 현장에서 평가 실증 하였다.  일예

로서 2009년 3 월, 九州국립 박물관에 있는, 伊能忠敬作「全日本小圖」4장을 해상도 1200 dpi, 



   

16 bit 로 촬영해, 1 파일 200 GB 이상, 1 파일(57 매 접속)의 310 억 화소수 이상, 세계 최고

의 초고정밀 대용량의 기록 기술을 확립했다. 또한, 伊能圖의 일부를 해상도 1200 dpi 적외

광으로 촬영해, 伊能圖의 연구에 새로운 연구 기반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  

문화재의 보존·활용을 위한 새로운 종합 기록 기술을 확립한 실적은, 매우 중요한 연구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