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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경천사 10층석탑 3D데이터 처리 및 축조 시뮬레이션 제작
디지털 문화재 콘텐츠 생성사업 (석굴암, 해인사 팔만대장경판, 승무)

재단법인 문화유산기록보존연구소 설립
문화유산 디지털세트 3차원 DB 시범구축 사업(2012-2018)

문화유산 디지털세트 3차원 DB구축 사업
종묘 영녕전 및 창경궁 내 주요 석조문화재 정밀실측용역
라오스 홍낭시다 유적 3D 스캔 정밀실측용역

문화유산 사회공헌프로젝트“군산 이영춘가옥”, “용인 심곡서원”
문화유산 디지털세트 3차원 DB구축사업
왕궁리 출토 석재 3차원 정밀스캔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안전진단 - 3차원 스캔

문화유산 사회공헌프로젝트 “삼일중학교 아담스기념관”
재능기부 프로젝트 “국립현대미술관 박현기展”
문화유산 디지털세트 3D·기록자원 DB구축사업
용인 서봉사지 2,3차 발굴현장 3차원 스캔 및 도면 제작
남북 공동발굴 개성 만월대 특별전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기록화 용역(2016-2018)
비전자 대통령 기록물 전자화 사업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용역
한-ASEAN 협력사업(ASEAN 10개국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Digital Heritage 개발) 프로젝트(2017-2019)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3D스캔

문화유산 3D DB구축사업(2012-2018)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용역(2016-2018)
오산 독산성 2018년도 잘굴조사지역 유구 3D스캔·2D전산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물 3차원 정밀스캔
숭례문 부재 3D스캔 및 사진촬영 용역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1980 /             우창물산 건립

1991 /             한국최초로 미국 Cyberware社 3D 스캐너 도입

1996 /             위프코(주) 전환

1997 /             벤처기업 인증

1998 /             과학기술부 G7 감성공학 기술개발 사업 

                      (연세대 인지과학연구소)

1999 /             3차원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Prototype 

                      공동구축 개발(게임종합지원센터)

                      (재)게임종합지원센터 전신스캐너 위탁운영 

2002 /            기업부속연구소 설립 

                      숭례문 3D 스캐닝

                      한국최로로 Cyrax2500 스캐너 도입

2007 /             INNOBIZ 인증획득(중소기업 기술혁신 협회)

2008 /            중요석조문화재 1,2차 3차원 정밀실측

2009 /            미국 CyArk 기술제휴체결

                      중요동산문화재 범종 3차원 정밀 실측

2010 /            강원도중남부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3차원 정밀실측

                     경주 임해전지 복원 시뮬레이션 제작 

1.문화유산 소실에 대비한 복원용 3차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2.동아시아 주변국의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조사 및 연구지원

3.문화유산 3차원 기록화 및 콘텐츠 관련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4.美 CyArk와 MOU를 통한 기술 교류와 우리문화유산의 국외 홍보

5.문화유산 3차원 스캔에 관련 전문인력 양성 위한 교육 및 지원

6.문화유산 재해 및 사고 현장에 기술 및 인력지원

7.문화유산의 3차원 스캔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미래를 위해 오늘을 기록합니다"

 

재단법인 HDAC(Heritage Digital Archive 

Center,문화유산기록보존연구소)

는 위프코 주식회사의 부속연구소에서 독립하여 국내외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기록하며 효율적인 보존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2011년에 비영리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HDAC(Heritage Digital Archive Center)

문화유산기록보존연구소



문화재

스캔 사진촬영 3D 스캔데이터 동영상

광대역 스캔

정밀 스캔

항공촬영

지상촬영

광대역 스캐너와 대상의 특성에 
따라 정밀스캐너를 활용하여, 
높은 점밀도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취득 및 제고 3차원 
데이타가 갖는 수리복원부터 
콘텐츠 활용분야에 이르는 넓은 
활용범위

초정밀 스캐너를 활용한 높은 
점밀도 (1mm미만)의 데이터 
취득 및 제고

3차원 데이터가 갖는 
수리복원부터 
콘텐츠활용분야에 이르는 넓은 
활용범위

사진자료는 현장조사 시 문화재 
전경 및 주변 환경을 촬영한 
사진을 비롯한 작업사진 등을 
말합니다. 문화재는 가능한 
수평 수직 촬영을 준수하며 
정면, 배면, 좌우측면 촬영을 
기본으로 합니다.

전체 전경사진은 항공촬영 자료를 
활용하며 항공사진은 전경이 잘 
드러나는 각도와 직상방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다.
전체 현황사진은 물론 근경, 
근접사진 등 각 부위별로 사진을 
작성한다. (필요시 연결사진을 
촬영, 작성)

고품질의 3차원 
스캔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 편집 작업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영상 데이터 제공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
Five-story Stone 
Pagoda at Jeongnimsa 
Temple Site, Buyeo

이중섭展(제주 이중섭 거주지)

Lee Joong-Sub Exhibition 
Residence in Jeju



매장문화재

발굴을 통해 출토되는 유물에 대해 각 
상황에 맞게 정밀스캐너를 이용하여 정확한 
3차원 스캔데이터 취득 및 제공

학술발굴부터 구제발굴 및 기급발굴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의 발굴지를 광대역 
스캐너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3차원 
스캔데이터 취득 및 제공

현재까지 고분과 같은 고고학적 유적의 
기록화는 주로 발굴 완료 이후의 2차원 사
진과 실측도면에 의존하여 다양한 형상분석과 
학술연구에 어려움이 있다. 이 연구에 서는 
임당1A호를 대상으로 발굴단계별 
디지털기록화를 수행하여 다양한 고고학적 
정보를 밝힐 수 있었으며, 수치데이터 
병합기술을 통해 고분 내·외부 형상을 
가시화 할수 있었다. 향후 중요 발굴유적에 
대해서는 이러한 디지털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형상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발굴지 스캔

출토유물 스캔
인터넷 브라우저만 있으면 문화재 주변 
환경을 둘러볼 수 있고 대상의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3차원 스캔데이터 기반 
실측용 파노라믹뷰 제공

실측용 파노라믹뷰



디지털전시

전시 기록화 홀로그램

기록된 3차원 스캔데이터를 홀로그래피의 원리를 
이용하여 입체상을 재현

3차원 기술로 고정된 실제 유물이나 2차원 사진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객의 풍부한 관람 
및 체험이 가능하도록 플랫폼 제공

연구소는 해마다 국내외 소외된 문화유산을 
비롯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하는 특별전시를 
선정하여 3차원 스캔으로 기록하고 영상을 제작해 
관리(소장)기관에 기부하고 있다.

3차원 광대역 스캐너를활용하여 한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시의 전시시설 및 작품들을 
입체적으로 기록하고있다.

디지털 돋보기

기록된 3차원 스캔데이터를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하여 입체상을 
재현

이용자의 직접적인 조작(확대 및 
축소)을 통해 능동적인 관람가능

3차원 기술로 고정된 실제 유물이나 2
차원 사진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객의 풍부한 관람 및 체험이 
가능하도록 플랫폼 제공



1.사업개요

 - ASEAN 사업참여 10개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디지털 콘텐츠 제작 

 - 상호문화교류의 일환으로 문화유산을 디지털 기술로 복원하여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

 - 3D스캔, 매핑 소스 촬영, 360도 VR, 4K UHD

 2.사업목적

 - 문화유산을 소재로 디지털 기반의 기록보존 방법과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의 유형을 소개하고  

    구축 및 제작 교육을 통한 기술 이전

 - 기술이전 교육을 통한 사업의 결과물인 원천 DB와 VR콘텐츠의 활용 확대

  - ASEAN 10개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공유

 - 대한민국 부산소재 아세안문화원 내 세계 최초 ASEAN Digital Heritage 체험콘텐츠상설 전시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브루나이

한-Asean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출토되는 유물에 대해 각 
상황에 맞게 정밀스캐너를 이용하여 정확한 
3차원 스캔데이터 취득 및 제공

브루나이_술탄모스크

필리핀_비간 미얀마_로카테익판 인도네시아_보로부두르

말레이시아_세인트폴대성당 태국_수코타이역사공원 캄보디아_앙코르왓

라오스_왓푸사원베트남_후에



사회공헌

이영춘 가옥용인 심곡서원 삼일중학교 아담스기념관칠곡 심원정
Edward Adams Memorial HallLee Young-Choon houseChilgok Shim Won Jung Imgokseowon Confucian Academy, Yongin

DONATION

“어제 없는 오늘은 없기에 미래를 위해 오늘을 기록하다”

한번 파괴된 유산은 다시 복구하기 어렵다. 우리의 많은 유산이 지진, 폭풍우, 화재, 
기상이변 등의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파괴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의 부주의, 전쟁, 
무분별한 개발정책으로 날로 황폐화되고 있다. 그렇기에 현상기록화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후세에 널리 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하루빨리 시행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연구소는 해마다 국내외 소외된 문화유산을 비롯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하는 
특별전시를 선정하여 3차원 스캔으로 기록하고 영상을 제작해 관리(소장)기관에 

기부하고 있다. 미래를 위해.



박현기展

Park Hyun Ki Exhibition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Gwacheon

국립 현대미술관 재능기부

국내 최초의 전시공간 3차원 기록화로 입체적으로 
기록된 데이터를 통해 서비스용 
동영상(일반관람객용) 및 실측용 
파노라믹뷰(전문가용) 제공

3차원 스캔데이터 및 영상 기증
(국립현대미술관 원형전시실 스캔)

기증받은 자료는 사적 제530호 심곡서원 전체의 3
차원 광대역 스캔데이터 및 영상으로 약 4천만원의 
제작비용이 소요되었으며 지난 4월 6일부터 12
일까지 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 ‘심곡서원 
사진페스티벌’을 통해 시민들에게도 공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증으로 심곡서원의 기록 
보존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 전시나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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