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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건축 문화재 원형유지의 기본이 되는 손상 방지 조치로서 선행 연구인 정기조사 ‧ 안전점검 ‧ 진동계측 ‧ 재해

영향 조사에 이어서 후속으로 현장점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법적 ‧ 기술적 검토 조치, ICT 기반 건축 문화재 재해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대하여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포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무 내용을 중심으로 상세히 

고찰하였다. 이는 문화재청에서 건축 문화재 원형유지를 위해 법령에 의거하여 과학적, 체계적, 합리적이면서 실질적 ‧ 다층적

으로 건축 문화재 손상방지 실무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고찰할 수 있는 사료인 동시에 국내외의 급변하는 문화재 환경 속

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 ‧ 관리 정책을 이해하는 사료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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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축 문화재는 그것을 만든 민족의 역사, 문화, 사상, 재료, 기술 등을 그대로 담고 있어, 지난날의 역사를 온전히 생생하

게 전하는 학술 자료로서의 기본적 역할은 물론이고 민족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높여 주거나, 역사적 교훈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중요한 가치에 따라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3조에서 건축 문화재를 포함한 모든 문화재의 보존 ‧ 관리 및 활

용의 기본원칙을 원형유지로 규정하여, 문화재의 원형유지를 통해 그 가치가 후대에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

그런데 흙, 목재, 석재, 철물, 기와, 전돌, 벽돌 등 다양한 재료로 이루어진 건축 문화재는 세월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그 

구성 재료의 열화로 인해 내구성 약화 등이 발생하며, 더욱이 태풍 ‧ 폭우 ‧ 산사태 ‧ 화재 ‧ 지진 ‧ 기후변화 등에 의한 자연적 

재해와 방화 ‧ 주변개발 등에 의한 인위적 재해 외에도 흰개미 ‧ 부후균 등에 의한 해충 피해 등으로 인해 손상 및 훼손을 입

게 된다.

건축 문화재가 갖는 이러한 한계성을 인식하여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원형유지 원칙 구현을 위한 과학적 ‧ 합리적 방

안으로서 문화재 손상 및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실시해 오고 왔다. 이러한 조치의 일부로서 정기조

사, 안전점검, 미동계측 분석, 재해영향 조사 등 네 가지 손상 방지 조치를 대상으로 선행 연구를 통해 고찰한 바 있다.2) 이 

조치들은 평상 시 상태로 보존 ‧ 관리되는 문화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문화재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상 여부를 미리 파악하여 피해 예방 조치를 실시하고, 피해 발생 직후에도 손상 또는 훼손된 부재를 신속히 수습하여 부

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가설지지대 및 우장막 설치 등 선제적인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하여 추가 훼손을 예방함으

로써 문화재 원형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으로서 문화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또 다른 문화재 손상 방지 조치3)에 

1) 김성도, ｢건축 문화재의 개념 및 특성에 따른 방재 정책 고찰｣, 문화재방재학회 논문집, Vol.4, No.2, 2019.12, pp.112, 124 ; 김성도, ｢건축 문화재 수리와 

진정성｣, 한국건축연구, Vol.24 No.2(통권 99호), 2015.4, p.57 ; KIM, Seong-do, ｢Architectural heritage restoration and authenticity in Korea: a 

comparative analysis｣, ICCROM-CHA Conservation Forum Series 2 Revisiting authenticity in the Asian context, 2018, p.68 참조.

2) 김성도,｢국가지정 및 국가등록 건축 문화재 손상방지 조치와 관련한 문화재청의 문화재 업무 실무 및 사례 연구 - 정기조사, 안전점검, 진동계측, 재해영향 조

사를 중심으로｣, 5권 제2호, 2020.8, pp.73-88.

3) 이 논문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수’, ‘복원’, ‘정비’,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로 정의된 문화재 수리의 범위 중 네 번째의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중심으로 관련된 사항들을 분석 고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 문화재의 경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부재 자체의 내구성 등 내력 감소로 인해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손상과 자연재난 ‧ 방화 ‧ 주변 개발 등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되는 훼손 등이 때로는 개별적으로 때로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문화재 파손이 발생

한다. 손상은 법적 처벌이 없지만, 훼손은 발생 원인에 따라 법적 처벌이 뒤따르게 되므로, 문화재 분야에서는 훼손이란 용어 사용에 신중한 것을 볼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in detail three basic matters concerning damage prevention measures that are fundamental to the 

preservation of the authenticity of architectural cultural heritage,  focused on the practical content being carried out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ncluding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on-site inspections, legal 

reviews and measures i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s, and ICT-based architectural cultural 

heritage disaster risk management system. This means not only that the CHA of Korea is carrying out practical and 

multi-layered activities to prevent damage to cultural heritage based on legal regulations, with rationality, systematicity, and 

scientific characteristic. but the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policy of the CHA ha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mid the 

rapidly changing cultural heritage environment.

Keywords: Architectural cultural heritage, Authenticity, Damage prevention measures, On-site inspections; Legal reviews 

and technical measures i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s, ICT-based architectural 

cultural heritage disaster risk management system, 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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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보수 중인 상태의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시행하는 ‘현장점검’, 문화재 주

변 개발 시 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시행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법적 ‧ 기술적 검토 및 

조치’, 그리고 재해 발생 시 그 피해 지역 내외의 모든 문화재에 대하여 시행하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ICT 기반 건축 문

화재 재해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 ‧ 운영’ 등을 대상으로 필요성, 법적 근거, 구체적 내용, 그리고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

히 고찰하도록 한다. 이는 우리나라 건축 문화재의 손상 방지 정책 실무 및 현황을 파악하는 기초 자료인 동시에 향후 문화

재 보존 ‧ 관리 정책 방향을 수립 ‧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본 핵심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2. 국가지정 및 국가등록 건축 문화재의 손상방지 조치 고찰

2.1 현장점검

2.1.1 현장점검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

보수 중인 건축 문화재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되면, 첫째로 해체 중이거나 해체된 건축 문화재 부재들 및 기초

부와 더불어 가설덧집 ‧ 소화기 ‧ 방화수 ‧ 분진망 등 현장관리 여건이 원형보존 ‧ 계승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적합하게 수

리 및 관리되고 있는지, 또 문화재 수리 설계도서가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 작성되어 있는지 등

을 파악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조치함으로써 해당 건축 문화재 구성 부재들의 훼손을 방

지하고 진정성을 유지하며, 공사 관련자 또는 방문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둘째로 풍우 ‧ 폭설 ‧ 지진 등 재해가 발

생한 경우 긴급 현장점검으로 수리 중인 문화재의 손상 또는 훼손 여부를 즉시 파악할 수 있으며, 손상 또는 훼손 발생 시 

그 피해 상황에 따라 눈 ‧ 비 ‧ 바람 등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한 우장막 설치 등의 응급조치는 물론이고 2차로 발생할 수 있

는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 조치(가설 지지대 설치 ‧ 임시 부재 보관소 마련 등) 및 소요 예산 반영과 수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리 중인 건축 문화재를 보존하고 추가 손상을 방지하여 문화재의 진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셋째로 건축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보존 ‧ 관리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수 중인 건축 문화재의 진정성 유지 

및 인명 피해 방지4)를 위한 예방 차원의 조치 방안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하게 된다. 

국가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는 국가지정문화재(국보 ‧ 보물 ‧ 국가민속문화재 ‧ 사적 ‧ 명승)로서 수리 중인 건축 문

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45조(직권에 의한 조사)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

에 의거하여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향상을 기하고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문화재청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고금이 지원되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경우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따라 보수정비 현장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는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에서 문화재 종별 소관과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고 있다.5)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는 시 ‧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서 수리 중인 건축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74조(준용규정)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에 의거하여 지방

자치단체에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시 ‧ 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 등 시 ‧ 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의 경우 

2005년부터 보수정비 예산이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어 지방에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권한을 갖고 관리하고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제2항제2호에 현장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거나 자문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에서는 강풍 시 강관비계나 철골덧집 등의 안전성 확보 여부 및 풍압에 대한 분진망 영향 최소화 

조치, 설계도서에 따른 난간 설치 여부 및 난간 높이 준수 여부, 발빠짐이나 발걸림 위험 여부, 적치 부재의 안전 확보 여부, 작업 및 관람동선의 안전성 확보 여

부 등 안전관리 사항을 점검하여 작업자 및 방문객의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5) 현장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 형식으로 시행되며, 점검결과 지적 사항은 해당 문화재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또한 조치결과

를 사진 첨부 형식으로 문화재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수리정책 기초자료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공무원에 대

한 포상 및 교육 등에 활용하게 된다.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문화재수리현장 품질향상 워크숍(1차) 개최 계획(2013.4.9) 및 문화재수리현장 품질향상 워크숍

(2차) 개최 계획(2013.11.19) 참조.



86 | Journal of the Society of Cultural Heritage Disaster Prevention Vol. 6, No. 2, August 2021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원형보존의 기반이 되는 수리의 중요성에 따라 그 점검 필요성이 있는 건축 문화재에 대해서

는 문화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6)

2.1.2 현장점검 실무 개요 및 사례 고찰

현장점검은 수리 중인 건축 문화재가 있는 현장에서 문화재청 공무원에 의한 설계도서 검토 및 육안 점검 방법으로 시

행되며, 사진 촬영이 병행된다.

수리 중인 건축 문화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장점검은 그 점검 주체와 점검 내용에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문화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시행하는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및 긴급보

수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이 있다. 이는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에서 주관하며,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점검을 실

시한다.7) 점검 대상은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국가등록문화재8)로서 일반적으로 사업공정율 30% 이상 진행된 수리 공사 

중인 건축 문화재이다.9) 

점검 사항은 현장관리 ‧ 품질관리 ‧ 안전관리 ‧ 환경관리 등에 대한 사항인데, 현장점검표에서 시공관리, 자재관리, 인력

관리, 현장 안전관리, 화재예방, 문화재 주변점검, 문화재 감리 등 7개 항목 속에 세부적으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점검

한다. 점검 시 행정처분대상 지적사항은 위반 사항별로 설계내용과 시공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위반사항별 현황사

진 촬영 및 위반사항에 대한 현장대리인 확인서를 받게 된다.10) 

점검 결과 나타난 건축 문화재 수리에 대한 지적사항은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에서 해당 문화재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

체에 정해진 기간 내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공문으로 통보하여, 후속 조치의 적정성 여부 검토 과정을 거쳐 문제점을 시

정하도록 한다. 때로는 지적사항과 조치계획을 함께 담아 수리기술과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지방자치

단체에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한다.

그 사례로서 수리기술과는 문화재청 내 타 부서 협조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014.3.17∼4.18까지 국가지정

문화재 28개소, 시 ‧ 도지정문화재 11개소, 모두 39개소의 수리 중인 문화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11) 수리기술

과는 39개소 전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보고서를 제출받아 취합한 후, 지적사항이 있는 문화재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 지

6)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에서 2013년 6월(6.10~6.28)에 실시한 문화재 수리 현장점검은 국가지정문화재(여주 신륵사 조사당 등) 28개소, 시 ‧ 도지정문화재(고

성향교 등) 및 문화재자료(합천 현산정 등) 22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시 ‧ 도)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2013년

도 제2차 문화재수리 현장점검 계획수립, 2013.6.5. 참조.

7) 2009년 4월 문화재청 조직개편으로 수리기술과가 신설되기 전에는 문화재정책과에서 현장점검을 총괄하였다. 2006.5.24부터 6.3까지 실시한 현장점검의 

경우 문화재정책과에서 건조물과 ‧ 동산문화재과 ‧ 사적과 ‧ 근대문화재과 ‧ 전시관건립지원팀의 협조를 받아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문화재청 내 소관 

부서에 2006.6.11. 통보한 것을 볼 수 있다.(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 문화재 보수정비공사 현장점검 결과 통보 참조). 한편 등록문화재의 경우 수리기술과 신

설 후에도 근대문화재과에서 문화재 수리 현장점검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왔으나, 수리기술과에서 ‘설계검토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한 청장 결재

를 2014.11.19. 받은 후 2015.1.6 직제조정에 따라 근대문화재과 정원 2명을 감축하여 수리기술과로 배정하면서, 등록문화재에 대한 현장점검 및 기술지도 

업무를 수리기술과에서 담당하게 되었다.(수리기술과, ｢설계검토 전담팀 사업추진 계획보고｣, 2014.12.18 및 창조행정담당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

제 및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정원배정 알림, 2015.1.6 참조)

8) 2001년 도입되었던 등록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문화재청장에 의해서만 등록되어 왔던 제도였으나, 시 ‧ 도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

의 등록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와 시 ‧ 도등록문화재로 구분되었다. 이는 필자가 근대문화재과에서 추진한 제도개선(시 ‧ 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및 운용 기

준, 등록문화재의 정기조사 근거 규정 신설 등)의 하나로 도입된 것으로, 그 과정을 정리하면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2001.3.28) 후 1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변화된 주변 환경 및 제도적 특성에 맞는 합리적 개선 방안 필요성에 따라 제도개선 기본안을 마련하여, 문화재수리 제도개선위원회 구성(2015.1.29) 및 운영

(2015.3.12 / 8.28 / 11.16),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자 설문조사 실시(2015년 7월-8월), 문화재위원회 검토(2015.11.24)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국장 내부 결

재(2015.12.31)를 받아, 법령 문안을 다듬고 나서 등록문화재 분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에 제출(2016.3.8)하였다. 이후 정

해진 법령 개정 절차를 밟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제2조제4항, 제8조, 제53조-제59조, 제70조, 제71조-제74조, 2018.12.24)으로, 문화재청장이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등록문화재’와 시 ‧ 도지사가 같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시 ‧ 도등록문화재’로 구분되었고, 2019.12.26 국가등록문화

재의 명칭 부여 지침 시행으로 문화재청에서 등록한 기존의 등록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근대문화재과, 등록문화재 제도 개선안 마

련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2015.12.31 및 근대문화재과, 등록문화재 관련 행정규칙(2건) 개정 알림, 2019.12.26 참조.

9) 기본적으로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중 사업내용의 중요도와 공정 등을 고려하여 점검대상을 선정하되, 담장공사 ‧ 배수로 정비 등의 경미한 사업, 현 공정이 

30% 미만인 저조한 사업, 문화재청 직영사업, 발굴조사 및 토지매입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2012년도 제1차 문화재수리 현장점검 추진계획, 2012.5.4. 참조.

11) 당시 수리기술과에 근무하던 필자는 서울 및 경기지역을 맡아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현장점검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2014년도 

제1차 문화재수리 현장점검관련 협조요청, 2014.3.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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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사항과 함께 조치계획까지 담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후속 조치가 시행되도록 하였다.

한편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와 함께 시 ‧ 도지정문화재 수리 현장을 함께 점검한 경우, 시 ‧ 도지정문화재 수

리에 대한 지적사항은 조치결과를 자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통지한다.

두 번째로 문화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직영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이 있다. 이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소관 부서에서 

수리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직영사업에 대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착공부터 준공 때까지 상시적으로 또는 주요 공정 등 필

요성이 있을 때 담당 공무원이 점검을 실시한다.

그 사례로서 궁능문화재과12)에서 실시한 경복궁 흥복전 복원공사 등과 같은 직영사업의 경우13) 접근성이 용이하여 상

시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진14) 반면, 건조물과15)에서 실시한 하동 쌍계사 대웅전 보수공사(보물 제500호)16) 및 제주 관덕

정 보수공사(보물 제322호)17)와 같은 직영사업18)의 경우 먼 곳에 위치한 현장 여건 등으로 인하여 주요 공정 등 필요성이 

있을 때 점검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점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그 감독을 맡고 있는 문화재청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수리업체에 곧바로 시정 조치를 요

구하고 필요한 경우 공문으로 통지하여, 해당 시공업체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현장점검은 수리 중인 건축 문화재에 대한 손상 예방을 위한 조치 방안으로서, 문화재의 원형유지의 바탕이 되

기에 매우 중요하다.

2.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법적 ‧ 기술적 검토 및 조치

2.2.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재 안전성 검토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위치한 건축 문화재는 그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아 훼손될 수 있으므로, 그 원형유지를 하기 위한 제도로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에 대하여는 사

전에 해당 행정기관 검토를 거쳐야 하는 허가 사항으로 되어 있다.

오늘날 도시화 ‧ 현대화 과정에서 대형 건축물 신축 ‧ 지하철 건설 ‧ 지역 재개발 사업 등 대규모 건설공사가 빈번하게 시

행되면서, 이러한 건설공사가 문화재 및 그 주변 경관과 역사적 환경 등을 보호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도 시행됨

에 따라, 공사 과정이나 공사 완료 후에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축 문화재를 대상으로 사전에 문화재 구역 및 그 주변부

의 지반 구성 취약성 여부, 공사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범위), 공사로 인한 문화재의 구조적 안전성 여부 등에 대

한 적확하고 충분한 분석 자료와 함께 그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을 피하기 위한 기술 및 공법 등을 검토하도록 제도화

12) 문화재청 조직개편으로 궁능문화재과는 2019년 1월 조선왕릉관리소와 합쳐져 궁능유적본부로 승격되었다.

13) 흥복전 복원공사 등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궁궐 ‧ 종묘 ‧ 사직단 ‧ 왕릉 ‧ 현충사 ‧ 칠백의총 ‧ 만인의총 등)에 대한 직영공사의 경우 설계변경 ‧ 공

정조정 ‧ 공사일정 변경에 따른 물품 계약내용 변경, 보조감리원 배치 조정 시 상주감리용역 계약 변경,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소방 ‧ 전기 ‧ 통신 등 

설치시기 변경 시 공사금액 변경, 발굴 부재 재사용 및 불용재 처리방안 등 자문회의 참석, 상량식 참석 등 수리 사업 전반에 대한 상시적 점검 ‧ 감독을 하게 된다.

14) 접근 용이성 외에도 경복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직단 보수복원 사업 등의 직영사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 동시에 복수의 직영공사 현장을 상시 점검할 수 있

는 여건이 되고 있다.

15) 2007년 2월 문화재청 직제개편으로 ‘건조물과’는 ‘건축문화재과’로 명칭이 바뀌었고, 또 2009년 4월 조직개편으로 건축문화재과와 동산문화재과가 합쳐져 

‘유형문화재과’로 그 명칭이 바뀜에 따라 유형문화재과에서 건조물과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16) 공사기간은 2004.12.3.∼2007.6월(준공식 2007.1.27.), 금액은 3,036,699,170원, 시공자는 동일건설(주)이며, 공사내용은 대웅전 해체보수, 단청보

수, 해체실측수리보고서 작성 ‧ 발간 등이다. 문화재청 건축문화재과, 하동 쌍계사 대웅전 보수 공사설명서, 2007.2.6.

17) 공사기간은 2003.12.17.∼2007.5월(준공식 2006.8.18.), 금액은 2,744,923,000원, 시공자는 (주)진강건설 외 1개사이며, 공사내용은 관덕정 해체보

수, 벽화복원 및 단청보수, 해체실측수리보고서 작성 ‧ 발간 등이다. 문화재청 건조물과, 관덕정 준공행사 자료용 추진실적 및 계획, 2006.8.17.

18) 문화재청에서 2004년∼2006년 시행한 직영사업을 보면, 2004년도에는 법주사 대웅전, 전주 객사, 불갑사 대웅전, 귀신사 대적광전, 제주 관덕정, 서산보

원사, 법인국사 보승탑, 쌍계사 대웅전이, 2005년도에는 제주 관덕정, 개심사 대웅전, 운문사 대웅전, 법주사 대웅전, 귀신사 대적광전, 부석사 조사당, 여수 

진남관, 북관대첩비 복원이, 2006년도에는 귀신사 대적광전, 제주 관덕정, 쌍계사 대웅전, 개심사 대웅전, 운문사 대웅보전, 북관대첩비 복제비제작, 북악산

탐방로 정비 등이 있다.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이외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추진해 왔던 직영사업은 2008년부터 국고보조금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계획에 따라, 숭례문 복구공사(2008∼2013.5월 준공)를 제외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직영사업은 매우 중요한 건축 문화재의 보수‧정비‧복원 등 수리가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에서 기획재정부에 직접 국가예산을 신청하여 기획재정

부 및 국회로부터 예산승인을 받아 문화재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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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문화재 및 주변 경관 등의 훼손을 방지하고 인명 피해를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19)

이 제도에 의거하여 건축 문화재의 원형유지 및 이곳에 거주하거나 머무르는 사람들의 안전 확보를 하기 위한 예방 차

원의 조치로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에 대하여는 해당 문화재의 구조적 안정성에 관련된 기술 ‧ 

공법 등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실시한다.

법적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는 국가지정문화재(국보 ‧ 보물 ‧ 국가민속문화재 ‧ 사

적 ‧ 명승)로서 건축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의거하여 문화재 주변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

에 대하여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행정기관이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그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

보호법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에 의거하여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 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

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문화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조사 ‧ 심의하고 있다.20)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는 시 ‧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서 건축 문화재의 경우에도 역

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그 인허가 행정기관이 검토하도록 각 광역자치단체 조례로서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19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규정은 이를 잘 보여준다.

2.2.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실무 개요 및 안전성의 기술적 검토 사례 고찰

근래 도시화 ‧ 현대화가 급격히 진행하면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대규모 건설공사 시행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 공사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히 지하주차장 확보 등을 위해 지하를 깊이 굴착하여 시공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처럼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그 시행 허가에 앞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에 의거

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아래와 같은 현상

변경 처리 절차를 거쳐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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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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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cess of cultural heritage alteration

이 절차는 해당 지역에 있는 건축 문화재가 공사로 인한 훼손 발생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히 원형을 유지할 수 있도

19)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에 대한 검토는 당해 문화재의 구조적 안정성 및 주변 경관에 대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 두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주제에 집중하여 전자의 건축 문화재 자체에 대한 훼손 방지 내용을 중심으로 한정하였다. 덧붙여 필자의 선행연구(국가지정 및 국

가등록 건축 문화재 손상방지 조치와 관련한 문화재청의 문화재 업무 실무 및 사례 연구 - 정기조사, 안전점검, 진동계측, 재해영향 조사를 중심으로) 서론에

서 밝힌 것처럼 건축 문화재는 그 핵심 특성으로서 사람들이 머무르는 공간이므로, 이 현상변경 검토는 인명 피해 방지와도 직결된다.

20) 참고로 등록문화재에 대하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조적조 벽돌 건축 문화재 등과 같은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는 

주변 개발로 인한 훼손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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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관계전문가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을 진행하며, 제출된 자료와 현지

조사 등을 바탕으로 건축 문화재의 구조적 안전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를 거치게 된다. 구조적 안전성 여부 판단을 위한 제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추가 자료들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

완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건축 문화재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및 공사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 공법 등은 해당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반 구성 및 지하수위 

현황, 해당 문화재 및 기초부의 구조 방식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서울 명동성당(사적 제258호) 주변 교구청 신관 신축공사 및 서울 한국은행 본관(사적 제280호) 주변 통합별관 증

축공사 신청계획안 사례 등을 통해 잘 볼 수 있다.

암반 위에 건립된 서울 명동성당의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21)에서 지하 4층 지상 13층 규모의 교구청 신관 신축공

사 계획안을 제출하여 인허가 추진 과정 속에 지하4층 지상10층 규모로 건립(2014)되었다.22) 한편 나무말뚝 지정으로 연

약한 지반을 보강한 후 그 위에 건립한 서울 한국은행 본관의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바로 옆에 지하 4층 지상 

16층의 통합별관 증축공사가 현재 추진 중이다.

문화재 구조 및 주변 지반 여건 등이 전혀 다른 이들 문화재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조

치 내용 등을 아래에서 각각 살펴보도록 한다.

① 벽돌조적조 건축 문화재 주변 개발 관련 구조적 안전성 검토 사례 : 명동성당

서울 명동성당 본당은 벽돌을 쌓아 올려 진동 및 횡력 등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 1898년 건립된 후 세월이 지

나면서 벽돌 풍화 등 손상 및 노후화가 진행되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보수(예산 약 83억5천만 원23))하였으며, 문화

재보호법상 원형보존 원칙에 따라 추가적인 구조 보강 없이 심하게 풍화된 벽돌을 대상으로 70, 80년대의 보수 부위를 중

심으로 적벽돌 및 전벽돌을 샘플 제작하여 일일이 갈아 끼웠다.24)

이러한 명동성당에 대하여 건립 후 11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문화재청은 현상변경 신청 접수(2010.2.2)를 받았는데, 

이 당시는 기초부 ‧ 트러스 지점부 ‧ 피너클 상부 등 기존 취약부와 보수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된 2010년의 건축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8.5m 이격된 곳에서 지하 암반을 15m 이상 발파 ‧ 굴착하여 

지하 4층 지상 13층의 교구청 신관을 새로 짓는 계획안이 제출되었다. 이는 지하 발파 굴착에 따른 진동에 더하여 지하수

위 변동 등에 따른 지반 침하 등 지반 변위가 발생할 경우 본당의 균열 ‧ 붕괴 등 훼손이 크게 우려되는 내용이었다.

21) 서울특별시의 경우 문화재 외곽선(또는 보호구역 외곽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이 그 대상이며, 2010.2.4 전부개정된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0000

호, 시행 2011.2.5]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명칭으로 지칭되었다.

22) 교구청 신관 규모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은 최초에 지하 4층 지상 13층으로 신청 접수(2010.2.2)되어 지하 4층 지상 12층으로 허가 통지(2010.12.6)하였는

데, 재차 신청자로부터 지하4층 지상 10층으로 변경허가 신청 접수(2011.4.6)되어 지하 4층 지상 10층으로 변경허가 통지(2011.4.12)하였다. 한편, 명동

성당 주변개발 현상변경의 경우 교구청 신관 신축 외에도 사회복지관 대수선(지하1층 지상3층), 사도회관 대수선(지하1층 지상2층), 명동본당별관 철거

(1997년 건립), 광장개발․조경 등 기타 시설 보수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 사업은 2014년에 완료되었다.

23) 2002년 1,214,286,000원(국비 714,286,000원, 지방비 5억 원), 2003년 1,714,285,000원(국비 12억 원, 지방비 514,285,000원), 2005년 714,286,000

원(국비 5억 원, 지방비 214,286,000원), 2006년 2,142,857,000원(국비 15억 원, 지방비 642,857,000원), 2007년 12억 원(국비 8억4천만 원, 지방비 

3억6천만 원), 2008년 342,857,000원(국비 2억4천만 원, 지방비 102,857,000원), 2009년 1,020,406,000원(국비 5억 원, 지방비 520,406,000원), 

전체 8,348,977,000원의 예산이 명동성당 수리를 위해 지원되었다. 이에 관련된 수리 내용은 천주교서울대교구주교좌명동대성당, 명동성당 보수공사 수

리보고서, 2010.7 참조할 것

24)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근대건축물 수리사례집,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2010.12, pp.41-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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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3rd basement floor plan of the Myeongdong 

Cathedral Archdiocese New Building

(Myeong-dong Development Phase 1 Master Plan)

Fig. 3. Cross-sectional view plan of the Myeongdong 

Cathedral Archdiocese New Building

(Myeong-dong Development Phase 1 Master Plan)

더욱이 현상변경 심의용 제출 자료에는 본당 정밀구조진단 자료와 관련하여 2010년 시점에서의 현황 분석이 이루어져

야 하지만, 벽돌 ‧ 목재 등 시료 채취를 통한 기초 분석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2002년도 보고서를 인용하는 등 노후된 벽돌

조 성당의 특수성을 고려한 현황 정밀 구조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지하 4층 굴착 시 예상되는 지하수위 및 물길 변

동은 지반 침하 등 지반 변위와 직결되어 성당의 안전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입체

적으로 지하수 등에 대한 분석과 함께 본당 하부 암반의 입체적 모식도 작성을 통한 지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루

어지지 않는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미흡한 상태였다.

이 현상변경 신청 안건에 대하여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는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에 상정(2010.4.1)하였고, 

문화재위원회는 심의 결과 보류 결정과 함께 명동성당의 안전성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근대문화재과는 성당의 구조적 안전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곧 개최된 회의

(2010.4.8)에서 자문위원회는 성당 현 상태에 대한 정밀구조진단 자료, 하부 암반의 입체적 모식도, 지하굴착에 따른 진동 ‧ 

지하수위 변동 ‧ 지반 변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 확인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되, 명동성당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하여 공인된 기관에서 작성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자(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는 공인 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대한토목학회에 맡겨 작성

된 자료를 제출(2010.7.26)하였고, 이를 접수한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2010.7.28)하여 제출 자

료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자문위원회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 재차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 재

검토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성당 현 상태에 대한 정밀구조진단 자료와 관련하여 ① 2002년도 자료가 아닌 2010년 현황 분석 

자료를 제출[필요 부분 벽돌 ‧ 목재 등 시료 채취하여 조사한 자료 포함]25), ② 성당 기초부 시굴 조사26) ③ 벽돌과의 접합부 

등을 포함한 목조트러스의 안전 상태 확인 자료 제출, 하부 암반의 입체적 모식도 관련 3D 분석자료 작성 제출, 지하수위 변

동 관련 성당 후면부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자료 작성 제출, 각 조사에 관련한 책임연구자 등을 명기 ‧ 서명 제출 등이다.27)

자료 보완 요청에 따라 연구 수행 기관28)에서는 자료를 보완하였다. 

우선, 벽돌 ‧ 목재 등 시료 채취 분석29)의 경우, 채취된 벽돌로 28일간 적정 조건에서 보양하여 제작한 프리즘 시험체와 

25) ｢명동성당 본당 외벽 보수공사 제1차 보고서(2003년｣)에는 명동성당 기존 적벽돌의 압축강도가 현재 생산되는 최근 벽돌 강도의 47%∼53%에 그치며, 

흡수율 또한 기준치의 1.6∼1.7배 정도 초과하여 외벽체 구조 강도가 매우 약화된 것으로 기록(p.139)되어 있어, 2010년의 현황 분석은 매우 중요하였다.

26) 시료 채취 및 시굴 조사 사항에 대하여 실무회의(2010.8.31)에서는 정밀구조진단을 위한 벽돌 ‧ 목재 등 시료 채취와 관련하여 현 성당 시료를 직접 채취함이 

바람직하지만 2002년 이후 수리 시 채취되어 현재 보관 중인 시료 등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 가능하도록 하였고, 성당 기초부 시굴 조사와 관련하여 전체 발굴 

조사가 아니라 1m x 1m 정도의 소규모 구덩이를 적정 개소로 파서 기초 구조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27) 명동성당 주변 현상변경 관련 자문회의(제3차),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2010.10.13 및 2010년도 문화재위원회(끈대문화재분과) 제6차 회의자료, 

2010.11.4 참조.

28) 명동성당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하여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대한토목학회에서 담당하였고, 발굴은 (재)한울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하였다.

29) 벽돌 및 목재 시료는 구조상 문제가 없는 부위 위주로 명동성당 지붕층과 지하층에서 채취하였고, 구조적 피해 방지를 위하여 성당에서의 시료 채취 수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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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채취된 벽돌 개체 등을 대상으로 각각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였고, 채취된 목재 시편으로는 각 개체를 대상으로 섬

유방향 압축강도 및 인장강도 시험 등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기초부 시굴 조사의 경우 발굴전문기관(한울문화재연구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조사 허가를 받아 조사

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명동성당의 경우 종현(鐘峴) 정상부에서 자연 풍화암반층까지 정지한 후, 여기에 다른 시설에 

사용되었던 석재를 이용하여 2~3단, 약 40~60cm 정도 높이로 쌓고, 그 위에 정교하게 다듬은 장대석으로 두벌대 줄기초

를 쌓고 나서, 그 상부에 벽돌로 벽체를 쌓은 것을 확인하였다. 지정 시 사용된 석재 간에는 회를 이용하여 메꾸었고 장대

석 줄기초를 같은 높이로 맞추어 쌓기 위해서 그 하부에 평평한 석재를 깔고 회를 다져 평형을 이룬 뒤에 장대석을 놓았음

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시굴 피트에 대하여 지도위원의 확인과 문화재청 보고 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나서, 조사 

당일 바로 원상 복구하였다.30)

Fig. 4. A compressive strength test on materials collected 

from the cathedral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second advisory meeting 

following deliberation by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Fig. 5. View of the foundation of the cathedral wall

(Historic site outside the foundation of Myeongdong 

Cathedral in Jung-gu, Seoul)

셋째로, 목조트러스 안전 상태 확인과 관련하여 총 65개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트러스의 풍하중에 대

한 안전성 검토로서 축응력 및 휨응력 등의 응력비를 산정하였으며, 또 발파하중에 의한 축응력 및 휨응력 등의 응력비를 

산정하였고, 발파하중으로 인한 연직하중 증가율을 산정하여 그 안전성을 검토하였다.

넷째로, 지반의 입체적 모식도 관련 3D 분석 자료를 작성하였다.

Fig. 6. Analysis of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3D- 

Converted Rocks (Weathered rocks)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second advisory meeting 

following deliberation by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Fig. 7. Analysis of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3D- 

Converted Rocks (Base rocks)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second advisory meeting 

following deliberation by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최소화하였다.

30) (재) 한울문화재연구원, 서울 중구 명동성당 기초부 외측 유적 - 서울 중구 명동성당 기초부 외측 발굴(시굴)조사, p.5∼49, 2010.9.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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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로, 지하수위 변동 관련 성당 후면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명동성당 구간의 지반조건에서 지하수위는 풍

화암에 위치하고 있다. 이 풍화암은 매우 조밀한 상대밀도로 이루어졌고, 풍화암층의 투수계수는 7.179×10-5cm/sec~ 

9.313×10-5cm/sec의 범위로, 평균 8.410×10-5cm/sec이며, 투수계수가 상당히 작은 값으로 나타나고 있고, 조사된 지하수

위가 암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불투수층에 가까운 암반에서의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추가적인 침하나 지반변위

의 영향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리고 보고서31) 마지막에 각 조사에 참여한 책임연구자 등을 포함한 참여 연구원들이 명기 ‧ 서명을 하여, 명동성당의 

구조적 안전성 조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였다.

상기 내용을 담은 보고서에 대하여 문화재청은 자문위원회를 개최(2010.10.13.)하여 검토하였고, 회의에서 검토한 결

과 안전성에 대하여 확인하고, 추가로 종탑의 안전, 발굴부 단면도, 구조안전진단서 등도 포함하여 보완된 사항을 첨부하

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 신청자(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는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반영한 보완 서류를 문화재

청에 접수(2010.11.23.)하였고,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에 상정(2010.12.2.)하여 심의한 결과 조건부 

가결됨에 따라 조건을 붙인 허가서를 통지(2010.12.6)하였다. 이 허가 조건은 공사 전 충분한 안전조치 마련, 공사 중 철저

한 정밀계측 등을 통한 문화재 보존 및 훼손 방지에 만전을 기함, 공사 과정에 성당 안전성 확보되도록 문화재위원의 자문 

받아 시행, 이상 발생 시 즉시 공사 중지 후 원상 복구 등 사업 시행 전 및 진행 과정에서 명동성당의 안전성을 철저히 담보

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한편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후에는 해당 건설사에 문화재 손상 방지 조치의 절대적 필요성 및 이

를 반영한 시공 관리의 중요성 등을 전달하여 시공 과정에서도 문화재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32)

② 나무말뚝 지정 건축 문화재 지하수위 변동 대응 기술 : 한국은행 본관

서울 한국은행 본관(사적 제280호)은 석재와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1912년 건립된 은행 

건축물로, 불안정한 지반 보강을 위해 나무말뚝 지정 위에 자리하고 있다.33) 이에 따라 나무말뚝이 지하수위 아래쪽에 상

시 있어야만 썩지 않고 상부 구조를 제대로 받칠 수 있어, 지하수위 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문화재로부터 3.94m 이격한 곳에 지하 16.35m를 굴착하여 지하 4층 지상 14층, 연면적 4,2345.3m2 

규모의 통합별관 증축 계획안이 관리단체인 한국은행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땅 속에는 수맥이 지나가며 지하수가 있어 땅을 굴착하게 되면, 파낸 땅 안으로 굴착 대상지

와 그 주변 땅 속의 지하수가 흘러 나와 가득 차이게 되므로, 건설사업 시 그 진행을 위해서는 이 지하수를 계속 펌프로 뽑

아내게 된다. 지하층이 깊은 건축물의 경우, 공사 완료 후 이 지하수에 의한 부력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많은 예산을 들

여 지하수 배출 없이도 건축물이 떠오르지 않도록 암반에 고정시키는 락앵커 공법 등으로 하지 않는 한, 부력 문제 해결을 

위해 준공 후에도 지하수를 계속해서 집수정에 모아 배출34)할 수밖에 없다. 이는 주변 지역 지하수위를 낮추게 하고, 그 결

과 주변 지역 땅이 점차 가라앉으면서 부동침하가 발생하여 이곳에 위치한 건축물에 큰 손상을 주게 된다.

한국은행 본관의 경우 연약 지반을 나무말뚝 지정으로 보강하여 받치고 있으므로, 여기에 인접하여 굴착 시 지하수 배

출이 발생하게 되면 지하수위가 내려가 건축물을 받치고 있는 나무말뚝이 썩게 되어, 건축물 지지력 상실 및 부동침하가 

발생하여 문화재의 균열 등 훼손이 크게 우려되는 내용이었다.

31) (재)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명동성당 종합계획 (1단계) -문화재심의 2차 자문회의 결과 조치 보고서, 2010. 10. 1.

32) 해당공사의 어려움을 전달받은 시공자(대우건설)측에서는 이 사업의 어려움을 정확히 인지하고 상무가 직접 상주하여 전사적 역량을 동원하여 문화재 훼손 

예방에 철저히 힘썼고, 그 결과 사업이 무사히 완료될 수 있었다.

33) 소나무 말뚝 전체 2,788본을 약 600mm 간격으로 박아 연약 지층을 받치도록 지정하고 있다. 杭打止記入及礎石配置平面圖 및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한국은행, 2016.10, p.21 참조.

34) 기본적으로는 건축물 지하에 집수정을 두어 나오는 지하수를 양수한다. 하지만 집수정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 바깥에 깊은 우물(Deep Well)을 설

치하여 펌프로 지하수를 양수하게 되는데, 이는 지하수를 크게 저하시켜 압밀침하 발생 우려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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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당해 문화재에 대하여 현상변경 신청자(한국은행)에게 다음 사항을 요청하였다. 첫째는 문화재 사면 전체를 

대상으로 지반 현황 및 지하수위 현황 조사, 둘째는 당해 문화재에 인접하여 굴착 시 지하수 배출 방지를 위한 공법 등 문화

재 안전 확보를 위한 공법 제시였다.

현상변경 신청자(한국은행) 측에서는 첫째 요청 사항 중 지하수위 현황조사에 대하여 기존 지하수위 계측공으로 조사하

여 전 ‧ 후면의 지하수위는 지면 아래 12.2m 및 14.9m로 확인하였다. 이 조사 결과는 계측 당시 문화재의 구조적 건전성 상태

를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하수위가 조사 결과처럼 크게 낮아져 있다면 나무말뚝에 부식이 발생하여 한국은행 본

관에 균열 등이 이미 발생하였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에서는 한국은행 본관 일부 

시굴을 통해 지하수위 및 기초부 현황을 확인하도록 하였고, 이에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2016.7.26) 심의를 받아 실

시된 시굴 결과, 땅 속에서 곧바로 지하수가 올라오는 것과 그 속에서 나무말뚝이 생생한 상태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지하수위 계측공에서 확인한 지하수위(12.2m~14.9m)와 본관 시굴을 통해 확인한 지하수위(5.5m)의 차이

는 지반 내부의 복잡성과 난해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일 뿐만 아니라 시굴조사를 통한 확인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Fig. 8. Underground water and wooden piles identified by drilling the main building of the Bank of Korea

(Reviewing Report on the Changes in current Conditions for the Bank of Korea)

한편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는 신청자 측에 둘째 요청 사항인 문화재 안전 확보 공법에 대하여 통합별관에 대하여는 준

공 후 지하수의 근본적 배출을 막기 위한 락앵커 공법, 한국은행 본관에 대하여는 굴착부 차수벽 설치와 함께 일정 수위 유

지 공법을 사용하여 나무말뚝이 상시 지하수위 아래에 놓이게 하여 공사 중은 물론이고 준공 후에도 영구적으로 그 구조

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에 신청자 측에서는 신축되는 통합별관에 대하여는 굴착 시 차수를 위한 지하연속벽 공법으로 지하수 유출을 최소화

하고, 통합별관 준공 후에도 지하수 배출 없이 부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락앵커 공법으로서 부력앵커 공법을 적용하며, 지

Fig. 9. Application of Underground Continuous 

Wall and Lock Anchor Method to Integrated 

Annexes (Reviewing Report on the Changes in 

current Conditions for the Bank of Korea)

Fig. 10. Application of Water Pumping Method to the main building 

of the Bank of Korea

(Reviewing Report on the Changes in current Conditions for the 

Bank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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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위를 지속 계측하여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또 한국은행 본관에 대하여는 보스턴 매립지 지하수위 

유지 사례를 참고하여 일정 수위 유지를 위해 본관 주변에 주수공을 설치하고 감지계 등 계측기를 통한 자동용수공급시스

템(Water-pumping) 공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통합별관 신축과 관련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인 한국은행 본관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

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현상변경 심의 시 제출한 자료는 상기 내용처럼 나무말뚝 지정 건축 문화재의 

취약점인 지하수위 변동에 대응하는 공법 적용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석 조사 내용35) 을 담았다.36)

당해 문화재의 안전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분석 자료와 이 공사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과 공법 등

을 담아 문화재청에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2016.10.4) 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37)됨에 따

라 해당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다. 

이상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이 진행될 경우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건축 문화

재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하여 기술적 검토를 철저히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해당 문화재 훼손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2.3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건축 문화재 재해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 ‧ 운용

2.3.1 건축 문화재 재해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필요성 및 추진 근거

건축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진 ‧ 홍수 등 재해 발생 시 해당 지역 문화재의 안전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재해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 ‧ 운용하게 되면, 첫째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시간을 들여 일일이 찾아가 피해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즉각적으로 피해 반경 및 피해 예상 건축 문화재들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로 자동 작성된 이

들 피해 예상 건축 문화재 목록 자료를 활용하여 긴급을 요하는 문화재들을 대상으로 신속히 구조적 안전성 여부 등 점검 

및 긴급 대응 조치를 실시할 수 있게 한다. 셋째로 재해 발생 시 사람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곳에 있는 문화재의 즉각적인 

점검 ‧ 파악을 위해 고도화된 드론 등 첨단 기기 운용 및 축적된 빅데이터 등과 통합 운영함으로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으로, 문화재 보존 ‧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재해 발생 시 그 피해가 예상되는 긴급한 건

축 문화재를 곧바로 파악하여 신속한 안전성 여부 점검과 즉각적 조치를 통해 문화재의 훼손 예방, 추가 훼손 예방, 손상 

및 훼손 최소화 등을 할 수 있게 하므로, 건축 문화재에 대한 적극적 예방 조치 시스템으로 ICT 기반 건축 문화재 재해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 ‧ 운용하게 된다.

이 재해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은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훈령 제101호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제12조

(하부조직) 제10항에 규정된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 업무 분장38) 사항 중 재해로 인한 문화재의 피해예방 ‧ 피

해경감 ‧ 복원에 관한 기술 연구, 문화재의 안전 및 방재 관련 자료의 수집 ‧ 분석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그 

시작은 안전방재연구실이 신설(2017)되기 전인 2013년부터이며, 이 당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24450호, 2013. 3. 23., 일부개정] 제17조의2(직무) 및 제17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등에 따라 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 ‧ 

연구 및 과학적 보존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국립문화재 업무의 일환으로 건축문화재연구실에서 진행하였다.

35) 그 주요 내용에는 옛 도면으로 분석한 한국은행 본관의 기초 및 나무말뚝 구성 및 유사사례 조사(광통관, 서울역, 경성부청, 경성제대 본관 등), 한국은행 본관 

지하배수로에 쌓인 퇴적물 내용 및 입도 등 분석 조사, 한국은행 본관 정기점검 내용 및 시설물 정밀점검 보고서 등 점검 내용 분석, 한국은행 본관 각 부위별 

구조, 외관, 내구력, 변위 조사, 3D 해석 모델에 의한 구조안전성 검토(본관 상태 ‧ 지내력 ‧ 처짐 ‧ 진동 포함) 등 정밀안전진단 내용 분석, 한국은행 본관 지반상

태 및 지하수위 확인을 위한 지반조사 실시, 시굴조사를 통한 한국은행 본관 기초 구성 현황 파악 및 나무말뚝의 양호 상태 확인과 함께 시굴부분 3D 스캔을 

통한 점토벽돌 등 각 부재 치수조사, 시굴조사 시 콘크리트 줄기초에 대한 육안관찰 및 비파괴 강도조사, 말뚝지정에 대한 육안관찰, 나무말뚝 치수조사 및 수

종검사 등 기초부 및 나무말뚝 구조 안전성 조사, 공사 중 및 준공 후 안전성 확보 위한 공법 검토 및 사례조사, 굴착에 따른 지하연속벽 안전성, 지하수위 변동

에 따른 영향성 등 구조안전성 검토, 가진동 실시를 통해 진동영향성 예측, 안전성 확보 위한 한국은행 본관 및 주변에 대한 계측 관리 계획 수립, 한국은행 본

관 시설유지 ‧ 관리용의 별도 가설 기계전기실을 포함한 가설공사 계획 수립 등이 있다.

36)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한국은행, 2016.10, 참조.

37) 허가 조건은 “본관 충분한 안전조치(지하수 높이 유지, 정밀계측, 문화재위원 자문 등), 증축부 및 주변 경관 디자인 등 문화재위원 자문, 공사 중 이상 발생 시 

즉시 조치” 등이다.

38) 이에 대하여는 필자의 선행 논문인 ｢국가지정 및 국가등록 건축 문화재 손상방지 조치와 관련한 문화재청의 문화재 업무 실무 및 사례 연구 - 정기조사, 안전

점검, 진동계측, 재해영향 조사를 중심으로｣, p.80, 각주 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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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재해위험 관리 시스템 개요 및 활용 사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경주 ‧ 부여(세계유산 지정 구역 중심), 서울 창덕궁 ‧ 종묘 등을 대상

으로 수행한 KBC2009(건축구조기준) 내진설계기준 및 시뮬레이션에 의한 건축 문화재 지진 ‧ 홍수 재해위험도 평가 등

을 기반으로 하여 “역사도시 건축문화재 통합 재해예방 관리 시스템 구축”39) 사업을 시범 실시하였다.

이후 경주지진(2016.9.11) 및 포항지진(2017.11.15) 등 반복되는 지진으로 인해 문화재 피해 발생이 현실화함에 따라 

2018년에는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경주 ‧ 포항 지역을 대상으로 다수의 문화재에 대한 지진 안전성 평가를 위한 지반정보 

조사를 실시하고40), 또 KBC2016(건축구조기준) 내진설계기준 및 문화재의 특성41) 등을 반영한 “경주 ‧ 포항지역 건축문

화재 지진위험지도 제작을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하여42) 지진위험지도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2019년에는 이 지진위험

지도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홍수 위험구역 및 위험등급 등을 기존 “역사도시 건축문화재 통합 재해

예방 관리 시스템”에 반영하여 수정 ‧ 보완하여, 현재 “건축문화재 재해위험 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이 운용되면서, 2019.7.21 상주지역 지진(규모 3.9, 위치 상주시 북북서쪽 11km 지역, 위도 36.50N, 경도 

128.10E)이 발생한 후 곧바로 피해 조사가 즉시 필요한 문화재 8건 및 진앙지 반경 30km 이내 문화재 등을 파악하여, 즉각

적으로 문화재 목록 제공과 문화재 조사 등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2019.10.27 창녕지역 지진(규모 3.4, 위치 

창녕군 남쪽 15km 지역, 위도 35.41N, 경도 128.49E, ±1.0km) 발생 후 반경 30km 이내 문화재(국보, 보물) 22건을 파악

하여 그 목록 보고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스템은 향후 경주 ‧ 포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하여도 실제 지반정보 조사 등 추가 연구가 실시되고, 나아가 현

재 추진 중인 건축 문화재 주변 환경에 대한 재해영향 조사 분석 ‧ 평가 데이터까지 통합 구축하여 고도화하게 되면, 우리나

라 문화재 보존 ‧ 관리 분야의 실효성 제고는 물론이고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형유지 기본원칙 기반 확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3. 결 론

민족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건축 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형유지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해 

문화재청에서는 다양한 보존 ‧ 관리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건축 문화재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이 

논문에서는 보수 중인 각 문화재에 대한 손상 방지 조치인 ‘현장점검’, 문화재 주변 개발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법적 ‧ 기술적 검토 및 조치’, 그리고 재해 발생 시 그 지역 및 주변 지역에 위치한 

모든 문화재에 대한 손상 및 훼손 방지 조치인 ‘ICT 기반 건축 문화재 재해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 ‧ 운용’ 등 3가지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고찰하였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고찰한 정기조사, 안전점검, 진동계측, 재해영향 조사 등과 함께 건축 문화

재의 손상 및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문화재 원형유지 원칙을 구현하는 체계적 ‧ 과학적 방안으로서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사

항이기에,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포함)에서 이루어지는 실무 업무를 중심으로 상세히 고찰하였다.

39) 2억2천만 원 예산으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13.4.16-11.29까지 수행하였다.

40) 여기에는 2009년 현장 시험을 실시된 문화재는 제외되었다.

41) 2013년도에는 지진위험도 알고리즘을 기존에 상용화된 “지진위험도 = 지진재해도 x 지진취약도”로 산정하였다. 이에 대해 2018년도에는 현대 건축물과 다

른 특성을 지닌 건축 문화재의 구조에 대한 이해 및 오랜 기간에 걸쳐 노후화된 건축 문화재의 피로도 등을 고려한 알고리즘으로서 “지진위험도 = 최대지반가

속도 x 문화재피로도”로 대체하였다. 이와 함께 KBC2016 기준, 설계응답 스펙트럼 및 구조물 고유진동수 반영, 유효최대가속도 등을 반영하여 지진위험지

도를 구축하였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경주 ‧ 포항지역 건축문화재 지진위험지도 제작을 위한 기초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8.12.,  p.12-13, 185 

참조.

42) 2억9백만 원 예산으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여 2018.7.9-12.14까지 수행하였다. 여기에는 경주 ‧ 포항지역의 21개 건축문화재가 위치한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시험을 수행하여 깊이 별 지반구성, 전단파속도와 같은 지반 정보를 획득하였고, 건축문화재 지반 정보와 더불어 건축문화재의 위치, 재

료, 구조, 재해이력, 보수 이력 등을 종합하여 지진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향후 개발될 건축문화재 지진위험지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기존 개발된 건

축문화재 재해위험도 평가 및 관리 시스템의 개선방안 제시와 더불어, 건축문화재 지진 재해 위험도 평가 연구 성과의 효율적 DB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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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국가등록문화재 제180호) 사례와 같이 원래 위치에 자리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을 

맞는 경우 원형보존을 위한 차선의 방안으로서 이전 보존 조치도 있겠으나, 건축 문화재가 단순히 외형만으로 건립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의 맥락 속에 건립되어 왔고 전통적으로 풍수와의 관계 속에서 건축물이 건립되었던 한국의 역사 ‧ 

문화의 특질 등을 고려할 때, 그 손상 및 훼손 방지 조치로서의 한계성이 있기에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문화재 

원형유지를 위한 또 다른 방안의 하나로 볼 수 있겠다.

이상에서 살펴 본 문화재청의 건축 문화재 손상방지 조치의 업무 실무 및 사례 연구는 문화재 원형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서, 충분한 자료 축적과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각각의 손상 방지 조치와 관련한 기술력 제고와 정책 개발은 물론

이고, 횡력에 취약한 벽돌조적조 등록문화재의 보호구역 필요성 등 건축 문화재 보존에 실제 필요한 법령 정비, 체계적이

고 다양한 손상방지 관련 정책 개발, 효율적 ‧ 합리적 예산 계획 수립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향후 지속적으로 심층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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