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텔리코리아, 전통적인 건축 손도면을 AI 기반의 CAD 도면화 기술 개발 

. 화재로 남대문 소실 이후 캐드 및 인공기능 기술로 문화재 복원 및 도면 디지털화  

. 조선 중후기의 영조법식 손도면을 시작으로 조선초기, 고려, 삼국시대로 확대 필요 

 

숭례문 방화 사건(崇禮門放火事件) 

2008년2월10일부터 11일에 걸쳐 남대문(숭례문)이 방화로 인해 전소되었다. 숭례문의 주요 부분

들이 불에 탔기 때문에 원형 그대로 재현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중요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의 하나로 2006년 숭례문의 실측 도면을 작성해 두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원형 복

원은 가능한 상황이었다. 2013년4월29일 숭례문 복원사업을 마쳤으며, 2013년5월4일에 완공식

과 함께 복원된 숭례문을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 문화재와 유물 

등을 디지털화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겠다. 

문화재청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 고려대학교 등과 함께 인텔리코리아가 개발

한 “전통적인 건축 손도면을 AI 기반의 CAD 도면화 기술 개발” 솔루션은 건축문화유산의 데이터

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통 목조 건축물의 손도면 이미지를 CAD 엔진 개발 기

술과 이미지 객체 검출이 가능한 AI 기술을 접목하여 활용 가능한 CAD 도면으로 변환하는 시스

템이다. 

본 사업의 의의는 이미지 데이터에서 필요한 건축요소를 인지, 분류하여 고도화된 CAD 기술을 

통하여 도면화 하는 최상위 기술의 구현이며, 이 기술을 통하여 이미지화 된 어떤 도면도 그 도

면 내의 각 요소를 인지, 분류, 적산, 재설계할 수 있다. 

 

  



1. 핵심 기술 

 

1-1. CAD 엔진 개발 기술 

본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은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고 목조 건축물의 이미지 도면들을 CAD화 

하여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하는 것으로,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용

CAD 엔진을 개발하였으며, 최종 결과물은 국산CAD 엔진인 CADian을 기반으로 한다. 

1-2. 이미지 디노이징 및 벡터화 기술 

오래되거나 보존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손도면 이미지를 CAD 도면화 하기 위한 첫번째 요소기술

은 이미지 도면 데이터이다. 이미지의 노이즈 데이터를 제거(De-noising)하는 기술과 CAD 프로그

램에서 운용 가능한 벡터화(Vectorizing) 기술이 개발 적용된다. 

1-3. 이미지 내 객체 인지 기술 

도면 내에 있는 고 건축물의 각 요소들(예 : 공포, 지붕, 기둥 등)을 스스로 찾아 기존 자료와 연

결하여 도면화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며, 이 단계에서는 이미지를 인지하는 AI 기술 중에 하

나인 객체 인지(Object detection) 기술과 의미적 분할(Semantic segmentation) 기술이 개발되어 

적용된다. 

1-4. 도면관리 체계 구축 및 뷰잉 

기존 이미지 및 문서 데이터와 새로 구축된 CAD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CAD 프

로그램과 연동되는 도면관리 및 검색 시스템이 필요하며, 또한 작성된 CAD 도면을 수시로 확인

할 수 있는 dwg, dxf 도면 뷰잉 기술도 개발에 적용된다. 



2. 연구 개발 성과 및 활용 

본 개발의 성과는 전통 목조 건축 연구를 위한 데이터 구축 및 AI 기반 인식 모델 개발로써, 전

통 목조 건축 양식 및 세부 구성 체계 분석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첫번째 도면 내 건축 구성 양식 인식 및 요소 인식 기술 개발과 도면관리를 위한 요소 CAD화 표

준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인지 기술은 고건축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대 건축물

의 요소들(벽, 문, 창호, 공간 등)을 인지하고 분류하여 적산이나 자동 설계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두번째로는 손 도면 이미지에서 노이즈 제거 및 벡터화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이 기술은 프린터, 

스캐너 등의 복합기 업체, 모바일 스캔 프로세스에서 노이즈 제거에 활용되며, 고문서 디지털화, 

폰트 제작, 손 도면의 벡터화 도구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세번째 손 도면 CAD 변환 도구 및 도면관리 시스템 기술 개발이다. 전통 건축설계 및 제작을 위

한 다양한 영역에서 CAD 도구로 활용되며, 데이터 관리의 표준 안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구축 

모델 및 도구를 활용한 목조 건축 교육, 3D 프린팅 응용에도 활용될 수 있다. 

 

3. 기대 효과 

- 문화유산 디지털 정보 자원 품질 강화 및 표준 가이드를 통한 지능적 데이터 관리 지원  

기존 단순 분류체계에 따른 정보 및 도면 제공에서 도면 내 건축요소 및 부재 인식 기반 도면관

리 품질개선 및 구성부 부재 인식 및 연동화를 통한 데이터 지능화 

- 도면 인식 및 관리를 통한 구축 DB를 활용한 건축, 3D프린팅, 공정관리 등 유사 프로세스를 기

반으로 하는 산업에 부가가치 창출  

전통 건축설계 관리에 활용, 문화유산 교육, 3D프린팅 분야에 활용 및 도면 기반의 공정관리, 건

축 분야에 확대 적용, 또한 기존의 단순 기록 보존용 이미지 도면을 지능화하여 CAD 도면 기반 

설계, 수리 및 제작 전반에 활용 

- 단순한 문화유산의 구축이 아닌 디지털 활용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에 활용하는 “국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으로 변모 

단순 정보 접근 및 텍스트 위주의 목조 건축물의 이해에서 건물 양식, 내부 구조 등의 수준 높은 

이해를 통해 문화 자긍심 및 문화 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