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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그간 유구의 도면화 작업은 야외에서 수작업으로 실측한 후, 이를 다시 실내로
가져와 트레이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유구를 3D 모델링하여 실측과
트레이싱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면 야외조사 뿐 아니라 보고서 작성에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한 유구도면 작성방법은 간단한데, 모델링된 유구를 제도 프로그램으로 불러와
곧바로 평면 트레이싱을 실시한다. 트레이싱이 완료된 후에는 이동과 회전 등의 편집
명령어들을 이용하여 보고서에 삽입될 도면을 배치하면 완성된다. 이러한 도면은
디지털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추후 콘텐츠 자료로서 활용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유구실측, 트레이싱, 유구 3D 모델링, 2D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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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고고학 야외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매장문화재는 크게 사진과 도면으로 기록된다. 사
진은 최근의 발전된 기술로 인해 기록과정에 큰 문제가 없다. 더구나 사진을 이용하여 유
구의 실측화를 진행하면서(허의행·안형기 2008, 구자봉 2015) 빠른 기록보존 뿐 아니라
물질자료의 연구와 분석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반면 도면은 유구와 유물에 대한 실
측과 제도과정 모두를 포함한다. 현장에서의 유구도면은 방안지를 이용하여 도면화하고
완성된 실측도를 실내로 가져와 트레이싱 작업을 거치면 완전한 도면으로 만들어진다.
그러한 점에서 기록보존과 연구, 분석에 있어 사진보다 상당한 시간과 과정을 소요한다.
물론 실내에서 진행되는 도면 작성은 캐드 및 일러스트레이션 등의 제도프로그램을 이
용하므로 디지털화되기 때문에 분석과 연구, 복원 등의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야외
에서 작성된 유구의 원실측도 자체에는 수치자료 정보가 한정되어 있어 디지털 도면으로
1)

제작되더라도 수치 자료를 통한 정보 획득에 제한이 있다 .
근래 3차원 데이터의 구축이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그 활용의 가치가 커져가고, 이
를 고고학 조사현장에 적용하면서 정보의 디지털화도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 그러
나 아직 현장에서의 디지털 정보의 보편화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 이는 3D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고고자료의 활용 또한 더디게 진행되는 것을 말해준다.
필자는 이전에 고고학 야외조사에서 사진을 통한 유구실측의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유구 실측과 디지털자료로서 보관 및 활용의 용이성 때문이었다. 그 이후 몇몇 현장에서
사진실측 방법이 적용되어 왔으며 현재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더 쉽고 편한 방향의 실
측이 진행되어 가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유구의 3D 모델링에 의한 실측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데, 이는 야외 조사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긍정적 측면으로 작용한다. 하
지만 아직 모델링된 유구를 바탕으로 많은 정보를 담은 2D 및 3D 도면화하기 까지는 풀
어야 할 여러 문제가 많다. 무엇보다 조사현장의 많은 부분(조사부터 보고서간행까지)을
디지털화해야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디지털기기의 막대한 비용과 기술적 접근
의 난이도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연구자 또는 현장
조사자들의 수작업에 의한 도면의 선호도 인식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본고는 현재 야외 조사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진실측의 새로운 방법을 따로 언급하
지는 않는다. 여기서는 그간 진행해 온, 또는 만들어져 온 사진실측 유구를 2D 및 3D로

1) 절대좌표값(xyz)이 아닌 레벨값만 남겨진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구의 선 하나 하나에 정보를 모두 담지 못하는 실정이다. 물론 이
를 인식한 도면의 작성도 진행되기는 하나 보고서에 이를 기록한 사례는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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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화하는 과정과 방법을 다르게 제시하고자 한다. 이 과정과 방법은 뒤에서 다시 언급
하겠지만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직 이러한 전제조건을 만족하기에는 부족한 부
분이 많지만 현재의 디지털 시대의 진입과 변화되는 사회의 모습을 본다면 이러한 문제
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Ⅱ. 유구실측과 도면화의 현황
전통적인 고고자료의 실측은 실과 못, 자, 레벨 등을 이용한 방안식 실측이다. 고고학
의 시작과 함께 한 이러한 실측 방식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방법의 하나로 이용되
고 있다. 지금은 과거 방식을 유지하면서 더 편하고 빠른, 정확한 실측방법의 개발 및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수작업에 의한 실측도면, 제도화는 현장조사 및 실내
보고서 작업의 전체에서 상당히 많은 공정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2000년대 이후 사회 전반에서 IT기술의 발전과 함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고고
학 조사현장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새로운 조사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수작
업에 의한 실측방법의 개선이 주목되는데, 3D 스캐너의 조사현장에 도입으로 인한 복잡
한 유구 등의 실측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나아가 유구의 보존과 활용에 이를 적극 이
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기의 막대한 비용 문제, 비전공자에 의한 유구실
측 도면의 작성으로 인해 현장에서 활용은 그리 보편화되지 못하고 일부 보존 가치가 있
는 유구에 한정해 실측 및 활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근래에 이러한 기기들의 비
용이 상당부분 하락하고 복잡하며 난이도 높은 기술의 문제들도 점차 해결되어 되면서
조사기관 및 개인의 운용 사례가 점차 늘어나는 실정이다.
발굴조사 현장에서 스캐너와 사진을 이용한 실측 방법의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는 일찍
이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변지환 2008, 허의행·안형기 2008). 이들의 논
고는 유구의 실측에 사진을 이용하고자 한 점인데, 기록을 위해 촬영된 유구사진을 이용
하면서 그대로 실측을 진행하고 이를 보고서용 도면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방
법은 당시 건설 및 토목학계에서 주로 이용되었던 측량기술의 하나로써 매장문화재 조사
에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사진실측 기술은 두 장의 사진만을 바
탕으로 한 것이어서 정사방향의 평면도와 입면도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유
구의 입면도 작성을 위한 사진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는데 촬영을 위한 시야각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다. 이는 작고 깊은 유구의 적용에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물
론 평면과 입면을 각각 사진촬영한 후 개개로 모델링하여 이들을 다시 정합하는 방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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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되었으나, 영상접합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모델링의 추가 정합으로 인해 컴퓨터
저장 용량의 초과가 발생하는 등, 현장조사와 병행한 빠른 실측에 아쉬움이 있었다(허의
행·안형기 2008).
2010년을 기점으로 3D 스캐너의 비용 하락과 측량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다시금 유구
실측에 모델링 기법을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특히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실측방법
2)

을 도입하여 보고서의 도면작성에 활용하기도 하며 , 최근에는 사진스캐닝 기술을 이용
한 유구의 실측방법에 대한 자세한 연구(구자봉 2015)와 활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안재홍·김충식 2016). 여기서 구자봉의 연구는 고고학 조사현장에 적용되는 사례로서
주목된다. 그는 사진을 통해 유구의 3D모델링을 진행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미지화
한 후 실측 및 제도화하였다. 하지만 모델링된 3차원 물체를 바로 도면화하지 못하고 다
시 몇 단계의 수정과 작업과정을 거치는 한계를 보이고 있어 빠른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
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특히 모델링 데이터에 좌표값을 직접 입력하지 못해 수작업을 진
행해야 하는 부분이나, 그에 따른 도면의 회전값을 다시 계산하는 등 2D도면화의 과정에
몇 단계를 거치고 있다. 설혹 이러한 과정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였다 하더라도 유구
의 입면과 단면, 특히 단면선의 추출과 입면도의 제도화는 실제 유구실측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 보였는데, 모델링된 유구의 뒷부분이 보여야 견통도를 그릴 수 있는 현상을 어
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한 기술적 설명의 아쉬운 점
에도 불구하고 조사현장에서 사진 촬영 후 바로 실측과 제도화를 진행하여 이를 도면으
로 완성하였다는 점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더구나 이를 통
한 조사의 시간과 비용의 단축을 제시하였다는 점은 앞으로 이 방법의 적용과 활용이 점
차 늘어날 것을 기대하게 한다.
이러한 논의 외에는 고고학 야외조사에서 유구실측과 관련한 연구와 논의는 거의 전무
하다. 대부분 3D 스캔 업체들에 의한 유구의 스캐닝과 도면화 과정을 실측보고서의 납품
용으로만 확인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로 인해 각 조사기관 및 연구원 개인에 의한 실측의
새로운 기법 적용은 아직 미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점에서 최근 한문협에서 진행
된 바 있는 매장문화재 조사기법의 유구실측에 대한 최신 기술과 내용의 소개는 현장조
사의 신기법 적용과 개발, 조사방법론의 활발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
으로 생각된다(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5, 우리문화재연구원 2016).

2) 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소는 보고서의 일러두기에 사진실측의 방법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으며, 한국고고환경연구소는 2015년 한
국매장문화재협회에서 진행하는 유적탐색법 과정에서 실측방식의 새로운 내용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기도 하였다. 다만 실측방법의
사용에 대한 간략한 언급일 뿐 이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는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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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구 실측과 도면화의 적용
금번 장에서 언급할 유구 도면화의 방법은 그간 필자가 진행해 온 사진실측의 연장선
상이다(허의행·안형기 2008). 다만 사진실측의 적용방식과 방법에 대해서는 기존의 논
고(구자봉 2015)가 있으므로 생략하고 여기서는 사진실측된 자료를 바탕으로 2D 및 3D도
면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다르게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사진실측(Photogrammetry) 뿐 아
니라 3D스캐너를 통해 모델링된 유구 또한 아래에서 언급할 도면화 방법과 방식을 동일
하게 적용할 수 있다.

1. 유구 도면화의 전제
실측과 도면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료가 필요하다. 즉 3D스캐너와 사진
측량에 의해 만들어진 유구의 3D 모델 자료이다. 3D 모델링의 구축과 방법에 대해서는
그간의 연구사례가 종종 있어 왔고, 복잡한 기술적 부분에 대한 언급이 따로 필요하므로
본고의 논의를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또 하나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서 모델링 자료에 정확한 좌표값이 입력되어 있어야 한
다. 좌표값은 실측을 위해 남북의 주축방향을 잡아 방위를 삽입하는데 필요하고, 유구의
높낮이와 출토된 유물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때의 좌표
값은 상대값이 아닌 절대값을 입력해 주어야 유구의 정확한 위치와 방향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좌표값이 입력된 3D 모델자료는 제도 프로그램에서 불러올 수 있게 OBJ 및 FBX
등의 3D파일로 변환해 주어야 한다(그림 1∼2).

<그림 1> 유구의 obj파일과 정사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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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3D화된 obj파일의 모습

2. 유구의 실측과 도면화
1) 3D 모델을 불러온 후 정사로 배치
제도를 위한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좌표값을 바탕으로 모델링 자료를
3)

정확하게 불러올 수 있는 캐드프로그램 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프로그
램은 기본적으로 2D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3D 자료를 불러오면 데이터의 원상
이 훼손되기도 한다. 따라서 3D 디자인 프로그램을 통해 몇 번의 수정과정을 거칠 수도
4)

있으나, 모델링 자료를 원상태의 훼손 없이 그대로 불러올 수 있는 파일로 FBX파일 을
이용하면 수정에 대한 중간과정 없이 그대로 실측을 진행할 수 있다. 이 파일을 불러올
(import) 때에는 스케일을 1:1로 맞추고 블록을 씌우지 않은 상태로 가져오는 환경설정을
해야 한다(그림 3∼4).
5)

이렇게 불러온 파일의 본격 실측과 트레이싱 을 위해서는 크게 두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하나는 선(line) 명령어만을 이용한 트레이싱 방법이며, 또 하나는 트레이싱된 평면
도를 다시 모델링하여 도면으로 작성하는 방법이다.

<그림 3> FBX파일 Import

<그림 4> 1:1스케일로 맞추어진 파일(거리 확인)

2)-1. line 명령어만을 이용한 트레이싱
① 먼저 유구의 외곽선, 내선, 유물 및 시설 등의 선 두께를 레이어(layer)화 하는 등 트

3) 필자는 버전 2016을 사용하였다. 2D 및 3D의 제도화에 유용한 편이다.
4) FBX 파일은 ArcView Spatial Index File For Read-Only Datasets (ESRI) 와 주로 관련된 3D 파일이나 캐드 프로그램에
서 유용하게 호환된다. 단 텍스처의 import가 불안정한 점은 있다. 그러나 기본적 실측을 위한 텍스처의 화질에 큰 문제는 없을 것
이다. 이 파일 외에 3ds, obj, max, dae등 다양한 파일로 전환해 불러올 수 있으나, 호환성 면에서 아직은 fbx파일이 가장 안
정된 편이다.
5) 본고에서 언급하는 실측과 트레이싱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한번에 진행되는 단계이므로 이하부터는 트레이싱으로 통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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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싱(tracing)의 환경설정을 진행한다(그림 5).
② 기본 트레이싱을 진행한다(그림 7). 단, 트레이싱을 위해서 선을 선택할 때에는 일반적
인 폴리라인(polyline)선을 사용하지 말고, 스플라인(spline) 버텍스(vertex)와 스냅(snap)을 이
용하여 모델링 된 유구의 면에 맞닿게 해야 한다. 모델링된 유구는 기본적으로 높낮이 등의
값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트레이싱을 진행한 선이 높낮이에 맞게 그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스냅은 가까운 점과 면을 잡을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다. 앞서의 line 명령어는 다
음과 같은 제약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스플라인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림 6).

<그림 5> 트레이싱 전 환경설정

<그림 6> line의 비교(좌: spline 우: polyline)

* polyline: 스냅이 적용되어 모델링된 유구의 평면에 접하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평면
수평으로만 연결된다. 따라서 폴리라인 선을 통해 도면화할 경우 유구의 높낮이가 제대
로 표현되지 않는다.
* spline point: 이 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trim 명령이 간혹 불통되기도 하고, 단면선 생
성을 위한 slice 명령어도 잘 작동하지 않는다.
* spline vertex: 선이 유구의 면과 점에 맞닿아 높낮이에 맞추어 선이 표현된다. 편집과
정에서 폴리에디트 명령어를 이용하여 polyline으로 전환하면 세밀한 수정에 용이하다.

<그림 7> 기준선과 평면도 트레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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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객체를 hide한다.

<그림 9> 객체의 복사 및 편집도면 배치

<그림 10> trim과 rotate를 이용한 입단면도 배치

<그림 11> 도면의 완성 및 세부수정 작업(노란색 원을 수정)

③ 유구의 기준선 즉, 단면을 자를 기준선을 선택하고 면에 맞추어 트레이싱을 진행한
다. 트레이싱이 완성된 후에는 모델링 자료를 숨기기(hide)하여 중복선택을 방지한다(그
림 8).
④ 1차로 완성된 평면 트레이싱 도면은 모두 복사하여 상하좌우로 이동 배치하고, 입단
면도를 그릴 상태로 놓는다(그림 9).
⑤ 자르기(trim)을 이용하여 입단면을 나타낼 곳을 남기고 모두 삭제한 후, 전체를 선택
하고 회전(rotate)하여 입단면도를 상하 좌우로 배치한다(그림 10).
⑥ 완성된 입단면도에서 유물, 둑 등의 필요치 않은 부분을 제거하거나 유물 두께에 대
한 조정, 기타 선의 꼬임 현상 등을 잘 살펴 세부수정을 진행한다(그림 11).
⑦ 최종적으로 선의 평면과 입단면도의 선의 맞춤을 확인하고, 모델링 객체를 다시 불
러와 레벨과 방위 등의 세부 편집과정을 점검한 후 완료한다(그림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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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유구 모델링 자료를 바탕으로 트레이싱을 위한 수정 등의 중간 과정 없이 바로 제
도프로그램에서 작업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매우 간단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알 수 있
는데, 무엇보다 큰 장점은 기존 방식대로 평면 실측하듯이 유구에 대한 트레이싱을 진행
하면 된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과정이 그러하듯 단점도 존재하는데, 단면선 추출과 유물
등의 세부 수정작업에 있어 약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소소한 문제를 제
외하더라도 상기한 유구(주거지 한정)에 대한 트레이싱 작업이 약 1시간∼1시간 30분 가
량 소모된다는 점은 시간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매우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림 12> 회전된 입단면도의 모습

<그림 13> 선의 정확도 검증

<그림 14> 정리 후 도면 완성

<그림 15> 모델링 불러와 맞춰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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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D 객체(object)를 재 모델링하여 트레이싱하는 방법
앞에서 line만 이용한 트레이싱 방법은 단면선을 직접 그리는 방식에 해당한다. 반면에
여기서 언급할 방법은 평면 내외곽선을 트레이싱한 후 로프트(loft)명령을 이용하여 내외
곽선을 연결하는 모델링을 진행하고 단면자르기 명령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단면을 추
출하는 방법이다.
① 유구의 내외곽선, 내부시설 등을 트레이싱 한 후, 로프트를 이용하여 내외곽선을 연
결하는 object, 3D 모델을 만든다(그림 16).
② 폴리라인(polyline)을 이용하여 유구의 자를 선을 십자상으로 그린다. 완성된 단면선
을 돌출(extrude)시켜 유구의 하부부터 상부까지를 관통시킨다(그림 17).

<그림 16> 유구의 내외곽선 모델링(loft 명령)

<그림 17> 모델링된 유구(상)와 단면선(하)

③ 자르기(slice) 명령어를 이용하여 유구의 면을 잘라낸다. 이때 3D 모델링은 숨겨야
(hide) 하는데, 모델링 유구(object) 자체는 제도프로그램의 특성상 자르기가 작동하지 않
기 때문이다.
④ 잘린 한쪽 면을 배치한 후(그림 18) 회전(rotate)하여 조정한다(그림 19). 회전된 입단
면도 오브젝트는 점선면이 함께 그룹화되어 있으므로 extract edge하여 해제한다. 이때 면
(face)만 제거하고 단면도와 입면도를 남긴다(그림 20∼21). 단, 회전시 유물 및 내부시설
은 모델링 하지 말고 트레이싱 후 같이 이동, 복사하여 회전시키면 이들의 배치도 같이
이루어진다.
⑤ 이하의 도면 편집순서는 2)-1과 같이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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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slice명령을 이용한 입단면 추출과
배치단면선(하)

<그림 20> 모델링 face 제거 후 모습1

<그림 19> 입단면도의 rotate

<그림 21> 모델링 face 제거 후 모습2

Ⅳ. 도면자료의 활용
이상 모델링된 유구 자료의 실측과 트레이싱을 진행하여 보았다. 이렇게 완성된 자료
는 크게 두 형태의 디지털 기록으로 남겨진다. 하나는 3D 모델링된 유구의 시각화 자료이
며, 또 하나는 2D 및 3D 도면이다. 현재 대부분의 유구실측과 도면은 디지털자료로써 크
게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수치화된 공간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델링화 한
유구를 2D도면으로 작성하게 되면 도면 자체에 디지털 정보를 담고 있어 면적 및 부피 등
의 다양한 분석과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무엇보다 도면의 바탕을 이루는 3D자료(mesh화된 자료)와 도면 등은 어쩌면 충실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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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것이다.
예를 들어 발굴조사를 통해 건물지의 초석을 확인하였다고 하자. 그러나 대부분의 건
물지들은 초석의 간격이 약간 틀어져 정확한 비율 및 간격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때 모델링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3D화된 유구를 대상으로 디지털 복원작업을 진행하
고자 무리하게 초석을 이동 및 수정하게 되면 유구에 입혀진 텍스쳐가 깨지는 현상이 발
생하여 원데이터의 훼손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트레이싱된 2D 및 3D도면을 만들게
되면 초석의 비틀어진 부분에 대한 조정과 수정 과정이 수월하여 복원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다. 물론 과도한 변형을 통해 복원을 진행하여서는 안 되겠지만 보존과 복원, 활
용의 측면에서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그림 22). 오히려 유구 자체가 3D로 복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연구 및 활용가치가 낮은 고고자료로 남겨지게 될 것이다. 여하
튼 이러한 도면의 제작은 원상을 크게 변형하지 않고 충실한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크다고 생각된다.

<그림 23> 2D 도면을 이용한 유적의
복원사례(마전리유적 논유구: 도면을
수치자료화 한 후 복원
(허의행 2010b: 그림 15에서)

<그림 22> 3D제도화 도면을 이용한 활용 방안
(주거지 복원을 위한 3D모델링 작업 일례)

<그림 24> 2D 도면을 이용한 유적의
복원사례(나성리유적 KG-006)

이러한 방면으로 이용될 수 있는 디지털화된 실측과 도면자료는 다방면의 활용이 예상
된다. 크게 고고학을 전공하는 전문가 집단과 고고자료의 활용을 전담하는 비전문가 집
단, 그리고 이의 혜택을 받는 대중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고고학 전공자들에게는 상기 도면들을 통해 학문적 성과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더
욱이 발굴조사의 기본적 자료를 이러한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유구 및 유물 나아가 유
적의 분석과 연구를 더 치밀하게 진행하여, 과거 문화의 이해의 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연구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더구나 발굴조사전문법인에 종사하는 연구원들에게는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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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기술을 갖춘 회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도면을 완성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연구원 개인
이 직접 도면을 작성함으로써 기술적 완성도가 높은 도면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
보다 이러한 도면화 방식의 큰 장점은 실측과 도면작성의 중간과정을 생략하여 시간과
비용의 절약은 당연하고 현장에서 유구조사에 더 매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현장 조
사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비전문가들은 고고학 자료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 활용하는 집단일 것이다. 이들
은 디지털화된 도면을 바탕으로 교육 및 전시, 기획, 게임, 영상, 애니메이션 등의 다양한
자료를 만들게 된다. 기존의 수치정보 없이 완성된 2D도면은 평면도와 입단면도가 존재
한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 정보에 제약이 있어 다시 수작업에 의한 수치를 입력하여 디지
털화를 진행해야 했다. 그러한 점에서 앞서 언급한 수치정보가 입력된 도면을 이들에게
제공한다면 콘텐츠 제작에 시간과 비용의 절감 뿐 아니라, 디지털복원 등을 통하여 다양
한 응용 분야로 이어질 수 있다(그림 23∼24). 그렇게 될 경우 전문가들과 빠른 피드백 과
정을 통해 양질의 고고학 자료가 생산될 것이다.
결국 전공자들에 의한 도면의 생성, 이를 활용하여 재가공된 콘텐츠 자료들은 대중들
에게 혜택이 그대로 돌아갈 수 있다. 박물관에서의 전시자료로, 학교에서 교육 자료로 이
들을 이용한다면 대중들이 고고학이라는 학문에 대해 그리고 과거 선조들의 문화를 제대
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Ⅴ. 맺음말
본고는 고고학 야외 조사현장에서 유구에 대한 실측의 방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실내에
서 실측과 트레이싱을 동시에 실시하여 이를 도면화시킬 수 있는 빠른 방법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에서 작성된 것이다. 필자가 제시한 도면 작성 방법은 유적조사를 통해 유구를
무조건 3D 모델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실측도면, 특히 평면도만
을 바탕으로도 충분히 수치정보가 입력된 2D 및 3D 도면을 만들 수 있다. 물론 이의 방법
도 좌표와 레벨값은 현장에서 실측도에 꼼꼼히 기록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그
래야만 수치자료화 된 도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회가 되면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수치화된 도면자료는 분명 다양하게 사용되어질 것이다. 고고학을 전공한 자들만의 전
유물이 아니라 이를 가공하는 콘텐츠 제작자들에 의해 새로운 형태로 창조되어 일반 대
중들에게 제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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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엇보다 필자가 여기서 제시한 방법은 그간 시간에 쫓겨 유구 조사에 어려움
을 겪은 조사자들에게 토층과 유구 내부의 흙에 더 천착할 수 있게 하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더불어 시간이 많이 할애되는 유구의 도면화 작업에도 도움
을 주어 양질의 고고학 자료를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지금도 현장에서 폭염
과 폭설, 시간에 쫓기면서도 최고의 고고자료를 만드는 현장조사 연구원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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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pplication and use of
the 3D drawing in the Feature Drawing
Ui-haeng Heo
(Korean Institute for Archaeology and Environment)

Traditionally, the process for drawing of archaeological features is composed
of measuring and hand drawing in outdoor and tracing them indoor later. However,
simultaneous measuring, drawing and tracing through 3D modeling can save a great deal of
time and cost for report publication.
Such simple procedure of drawing features are as follows. Firstly modeled data is
traced in the programe. After tracing, figures are located in reports using commanders for
move and rotation. Considering the fact that such drawings are digitalized, it will serve as
raw dataset for producing various contents.
Key words : Feature Drawing, tracing, 3D Feature modeling, 2D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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