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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문화재 관리를 위한 지능형 플랫폼 방안 연구

최종운*ㆍ김미숙**ㆍ윤영철***

A Study on the Intelligent Platform for Cultural Property Management

Choi, Jong-un*ㆍKim, Misuk**ㆍYoon, Young-chul***

요 지

최근 IoT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문화재 관리를 위한 지능형 플랫폼에 대한 이슈가 높아지고 있다. 문화재 관리를 위

한 지능형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센서를 장착하여 문화재의 내부적, 외부적 상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위해 IoT 기술을 기

반으로 한 외부적, 내부적 지능형 통합 플랫폼 연구 방안에 대하여 제안한다. 제안하는 지능형 플랫폼에서는 문화재의 외

부적 데이터로 기울기 센서 데이터와 외부환경 변화를 고려한 기상청 데이터를 분석, 예측하기 위해 심층신경망(DNN) 학

습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또한 문화재의 내부적 데이터로는 해충을 감지하기 위한 영상 데이터를 분석, 예측하기 위해 

합성곱신경망(CNN) 학습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핵심용어: 문화재, IoT, 빅데이터, 심층신경망(DNN), 합성곱신경망(CNN)

Abstract

Recently,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oT technology, the issue of Intelligent Platforms for managing Cultural Properties 

is increasing. In order to develop an Intelligent Platform for Cultural Property management, Sensors can be installed to 

collect and analyze internal and external state data of Cultural Properties, and predict with Big Data analysi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This Study proposes an external and internal intelligent integrated platform research method based 

on IoT technology for maintenance and safety management of Cultural Properties. In the proposed Intelligent Platform, a 

Deep Neural Network (DNN) learning algorithm was proposed to analyze and predict the tilt Sensor data and the 

Meteorological Agency data considering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as external data of Cultural Properties. In 

addition, we propose a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learning algorithm to analyze and predict image data for 

detecting pests as internal data of Cultural Properties.

Keywords: Cultural Property, IoT, Big Data, Deep Neural Network, Convolution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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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oT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문화재 관리를 위한 지능형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화재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로 IoT(Internet of Thinking)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응용한 IT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 IT

기술을 접목한 안전관리시스템, 물류관리시스템 등 단순한 관리 위주의 IT기술이 많았으나 빅데이터(Big Data)의 활용가

치에 부흥하여 첨단 장비시스템 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에 대하여 예보, 경보 등의 상황을 자동 관리하는 시스템이 요구되

고 있다.

본 연구의 문화재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지능형 플랫폼에서는 IoT를 기반으로 한 내부적, 외부적 데이터의 수집방법을 

위한 기술 개발 구조도를 제안한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알고리즘을 논하고자 한다. 문화

재 관리를 위한 지능형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센서를 장착하여 문화재의 내부적, 외부적 상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문화재 안전관리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수집한 내부적, 외부적 센서 데이터는 대부분이 비정형 데이터이며 예

측관리를 위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 문화재의 외부적 데이터로 팽창, 수축, 기울림 등

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기울기 센서 데이터와 기상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외부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기상청 데이

터를 고려하였다. 또한 문화재의 내부적 데이터로는 해충에 의한 손상을 감지하기 위한 해충 감지 영상 데이터가 필요하

다. 외부적 데이터를 분석한 안전관리 예측을 위해서는 신경망 지도학습 방법인 심층신경망을 활용하여 예측할 수 있으

며, 해충 등에 의한 내부적 데이터로는 영상을 감지할 수 있는 합성곱신경망(CNN) 학습을 활용하여 감지할 수 있다. 또한, 

IoT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모든 서비스는 Web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서비스 될 수 있다.

2. 문화재 관리 지능형 플랫폼 

2.1 IoT기반 지능형 플랫폼

2017년 9월 경주지진, 11월 포항지진 이후 문화재 현장의 재난 예방에 대한 사회 문화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재난

의 일상화 대형화에 따라 문화재 현장에도 첨단 IoT 기술적용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각종 물리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안전정책 마련에 따른 지방자치단

체 주요시책으로 안전 도시를 추진하는 등 안전 관련 정책을 꾸준히 도입하고 있다.

Fig. 1. IoT-based Intelligent Platform

통합 문화재 모니터링 시스템 체계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

다. 기울기, 균열, 진동에 대한 변화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센서(Sensor)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재의 변위량을 모

니터링 하는 문화재 안전관리를 체계화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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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IoT기반 지능형 플랫폼의 개념은 Fig. 1과 같다.

지능형 문화재 모니터링 시스템은 문화재 현장에서 IoT 센서를 사용하여 기울기, 균열 등의 변위 데이터와 가해해충인

식을 위한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LoRaWAN을 통해 클라우드에 저장되며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통

하여 분석한다. 분석된 데이터는 신경망 학습에 의해 학습된 변위 데이터와 이미지 데이터로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모니

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한다.

2.2 기술 개발 구조도

제안한 IoT기반 지능형 플랫폼의 기술개발 구조는 Fig. 2와 같다.

기술개발을 위한 구조는 총 5개의 층(Layer)으로 이루어진다. 

센서 층에서는 기존의 센서데이터, 기상데이터, 이미지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 층으로 보내진다. 데이터 층에서는 

변위 데이터와 이미지 데이터를 정형화하고 빅데이터 알고리즘에 의해 분석한다. 클라우드 층에서는 심층신경망 학습과 

합성곱신경망 학습에 의해 목표 데이터를 찾는다. 분석 층에서는 학습된 목표데이터를 회귀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웹

(Web)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서비스한다.

Fig. 2. The Structure of technology Development Platform

IoT기반 지능형 플랫폼의 기술개발 구조를 좀 더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2.1 센서(Sensor Layer)

센서 층은 심층신경망과 합성곱신경망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의 전처리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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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층은 LoRa(Long Range)WAN 기술을 바탕으로 IoT 센서 전용 통신망 구축 및 데이터 수집 플랫폼이다. 기존 센

서데이터, 기상데이터 및 신규 데이터와 이미지 데이터를 LoRaWAN 네트워크 서버 스택인 Chripstack 모듈을 활용하여 

데이터 수집플랫폼에 저장한다. 데이터수집과 관련하여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관리 콘솔과 빅데이터 분석활용

을 위한 응용 관리자(App Manager)가 요구된다.

2.2.2 데이터(Data Layer)

데이터 층은 센서 층을 통해 실시간으로 입력된 빅데이터를 필터링, 정형화하는 단계이다.

데이터 층에서는 센서 데이터 분석 및 예측을 위한 전처리 기술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패턴분석, 심층신경망, 합성곱

신경망의 활용을 위한 데이터 엔진이 유용하게 사용된다. 시각화 및 분석 등을 고려하여 변위 및 분석 데이터 설계를 디자

인하며 변위 데이터의 이상값 및 통계가 이루어진다.

문화재 1동에 대하여 기울기 변위를 알기 위해서는 각 센서들간의 거리값을 계산한 다각형 방정식의 형태로 분석데이

터를 회귀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Fig. 3의 경우, 문화재 1동에 4개의 센서가 장착된 경우의 변위값을 계산한 예로 표

현된다.

Fig. 3. Displacement of Sensor Data

2.2.3 클라우드 AI(Cloud AI Layer)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형화된 데이터는 예측을 위해 신경망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하여 수집, 가공할 수 있다.

모니터링 된 데이터는 신경망(Neural Network)에 의해 학습된 예측 시스템에 의해 안전관리 형태를 모니터링을 통해 

전송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변위 센서의 종류에 따라 데이터를 가공하게 된다. 

2.3 분석(Analysis) 및 예측(Predict)

분석 층에서 신경망을 통하여 학습된 데이터, 센서 변위데이터, 이미지데이터 등에 대한 회귀분류를 구현한다. 회귀분

류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이미지 데이터와 센서 변위 데이터의 모델링을 활용하여 통계적 예측을 판단하는데 이용된다. 

분석 층에서는 분석방법의 적정성과 데이터 분석의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다.

문화재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위해 Io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외부적, 내부적 지능형 통합 플랫폼 나누어 볼 수 있다. 제

안하는 지능형 플랫폼에서는 문화재의 외부적 데이터로 기울기 센서 데이터와 외부환경 변화를 고려한 기상청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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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예측하기 위해 심층신경망(DNN) 학습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또한 문화재의 내부적 데이터로는 해충을 감지하기 

위한 영상 데이터를 분석, 예측하기 위해 합성곱신경망(CNN) 학습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각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2.3.1 심층신경망(DNN)

DNN(Deep Neural Network)은 뇌의 수많은 신경세포들의 시냅스에 의한 발산과 수렴의 원리에 착안하여 만들어졌다. 

심층신경망은 많은 은닉층(Hidden Layer)을 연결하여 훈련시킨 학습데이터가 높은 목표 값을 나타낸다. 심층신경망은 

입력층(Input Layer), 출력층(Output Layer)을 제외한 은닉층의 수()와 시냅스 연결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 DNN의 

개념도는 Fig. 3과 같다.

Fig. 4. DNN (Deep Neural Network)

센서 변위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의 시계열변화분석을 위한 시간별, 조건별(위치별, 일별, 주별, 월별), 이상치 유무의 예

측과 판단을 위해서는 심층신경망(DNN)이 가장 적합한 학습기법이다.

2.3.2 합성곱신경망(CNN)

CNN(Convolution Neural Network)은 Yann André LeCun이 제안한 알고리즘 “LeNet”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되어 왔

다. 소위 MNIST(Modified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database)라 불리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

여 0 ~ 9까지의 필기체 숫자를 인식하도록 설계되었다[Fig.4]. LeNet은 하나의 함수와 또 다른 함수를 반전 이동한 값을 

곱한 다음, 구간에 대해 적분하여 새로운 함수를 구하는 Convolution 연산(C1, C3, C5)과 뉴런들을 집단화하는 Poling 연

산(S2, S4)된 구조를 연결하는 완전 연결(Fully Connected) 연산(F6)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활성화함수의 일종인 

Drop Out 계층, ReLU(Rectified Linier Unit) 계층 등이 사용되고 있다. 출력층은 0 ~ 9까지 총 10개의 숫자를 인식할 수 

있게 사용된다. “LeNet”알고리즘을 통한 필기체 숫자(0~9)를 학습한 경우 99% 이상의 높은 테스트 정확도를 보였다. 이

후, CNN은 다양한 형태로 영상 및 비디오 인식, 추천 시스템, 자연어처리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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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eNet

목조문화재의 경우 IoT를 사용하여 안전관리를 예측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데이터가 필요하다. 또한, 흰개미뿐만 아니

라 많은 종류의 가해 곤충이 존재한다(Table 1).

Table 1. Infestation Insect of Cultural Property

권연벌레
(딱정벌레목 빗살수염벌레과)

넓적나무좀 Varied carpet beetle
(딱정벌레목)

바퀴벌레
(바퀴목)

먼지다듬이벌레
(다듬이벌레목)

일본흰개미
(흰개미목)

casemaking clothes moth
(나비목)

좀벌레
(좀목)

알락곱등이
(메뚜기목)

파리
(파리목)

가해해충의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가해해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이미지 인식을 위한 

지능형 알고리즘으로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 있다. 

Fig. 6. Web-based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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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이미지의 데이터 세트는 수만 개 이미지 정도만 활용되어 왔으나 GPU(Graphics Processing Unit)의 발달로 

수 만, 수 억 개의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이미지 데이터의 경우 가해 해충의 판단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합성곱

신경망(CNN)이 가장 적합한 학습기법이다.

문화재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위해 IoT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내부적, 외부적 분석 및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 Web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Fig. 5)을 통해 서비스 할 수 있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능형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수집된 문화재의 변위 상태 

정보를 분석, 예측방안을 제안한다. 문화재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위해 Io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외부적, 내부적 지능형 

통합 플랫폼 연구 방안에 대하여 제안한다. 제안하는 지능형 플랫폼에서는 문화재의 외부적 데이터로 기울기 센서 데이터

와 외부환경 변화를 고려한 기상청 데이터를 분석, 예측하기 위해 심층신경망(DNN) 학습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또한 

문화재의 내부적 데이터로는 해충을 감지하기 위한 영상 데이터를 분석, 예측하기 위해 합성곱신경망(CNN) 학습 알고리

즘을 활용하여 센서층, 데이터층, 클라우드층, 분석층, 서비스층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향후 안전산업 분야의 첨단기술 도입은 문화재 방재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사물인터

넷(IoT) 등 첨단 방재기술을 문화재 현장에 적용될 것이다. 상시 관리가 어려운 문화재에는 인터넷 체계를 구축해 긴급 대

응 체계를 확보하고, 외부 요인(기상정보, 산불정보, 재난이력 등)과 내부 요인(문화재 특성, 현장별 방재시설 정보, 안전

점검 이력 등)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대책 수립의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문화재 방재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IoT 기술을 접목한 비정형데이터는 빅데이터와 딥러닝 기술의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재난안전 분석 

및 예측기술은 문화재 첨단 안전관리와 높은 연계성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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