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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12지진과 포항지진으로 인한 목조건축문화재 피해 분석

김세현*ㆍ조상순**ㆍ이세헌***ㆍ이현성****

Analysis of Damage to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 Caused by

the 9.12 Earthquake and the Pohang Earthquake

Kim, Sehyun*ㆍJo, Sangsun**ㆍLee, Seheon***ㆍLee, Hyunsung****

요 지

9.12지진과 포항지진으로 건축문화재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이 두 지진은 130여건의 건축문화재 피해를 유발하였고, 다양

한 형태의 피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9.12지진과 포항지진으로 인한 목조문화재의 피해현황을 구조부위에 

따라 조사하고, 피해양상을 지진의 특성, 문화재의 위치, 보존현황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지진이 목조문화재에 미치는 원

인에 대해 정리하였다. 지진으로 인한목조문화재의 피해양상과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다시 발생 할 수 있는 지진에 대

하여 대비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목조건축문화재, 9.12지진, 포항지진, 문화재 지진피해

Abstract

9.12 earthquake and Pohang earthquake caused great damage to architectural heritages. These two earthquakes caused 

damage to about 130 architectural heritages, and various types of damage were confirmed. In this paper, the damage status 

of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s due to 9.12 earthquake and Pohang earthquake was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structural 

parts. Also, the causes of earthquakes on wooden cultural properties were summarized by analyzing the damage pattern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earthquakes, the location of heritages, and the state of preservation. It is intended to prepare for 

earthquakes that may occur again in the future by analyzing the damage patterns and causes of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s caused by earthquakes.

Keywords: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 Earthquake, 9.12 earthquake, Pohang earthquake, earthquake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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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등 주변 나라에 비해 지진에 안전한 나라로 알려져 왔다.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 역

사서를 살펴보면 서기 2년부터 1904년까지 한반도에서는 약 1,800회의 유감지진이 있었다. 그러나 인명과 재산 피해의 

기록이 있는 피해 지진은 약 40여 회로 비교적 적은 수준이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판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일본 

등 판 경계부에 위치한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진 발생 빈도가 낮고 그 규모도 작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진은 한반

도 동남권, 남부 내륙과 서해안 지역에 L자형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분포를 보이고 있다.1) 더욱이 일본, 중국 등 지진

이 빈발하는 주변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는다는 전문가들의 견해2)도 있어 지진으로부

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판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판 경계와 달리 지진발생 빈도가 낮고 재발주기가 길다. 다만, 지리적인 

특성으로 중국과 일본에서 발생한 큰 규모의 지진이 국내의 지진 발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

에서 발생한 지진(9.12지진)도 동일본대지진(2011년, 규모 9.0)과 일본 구마모토 지진(2016년, 규모 7.3)의 영향으로 발

생한 것3)이라는 의견이 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발생 횟수가 연평균 50여 회에서 2016년 252회, 2017년 223회로 급격

히 증가했다. 또한, 1978년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이 2016년에 경주에서 발생하고 1년 만에 두 번째 큰 규모의 

지진이 포항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지진에 대한 불안감은 증대되었다.

특히 문화재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9.12지진으로 인하여 경주 첨성대 등 국가지정 문화재 52건, 경주향교 등 시도지정 

문화재 48건 등 총 100건의 피해가 집계되었다. 포항지진으로는 국가지정 문화재 11건, 시도지정 문화재 20건 등 총 31건

의 피해가 집계되어 목조문화재 마감재 및 기와 탈락, 석조문화재의 부재 이동 등의 피해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9.12지진과 포항지진으로 인한 건축문화재 피해를 분석하여 향후 다시 발생 할 수도 있는 지진에 대하여 대비하고자 한다. 

2. 9.12지진과 포항지진으로 인한 목조문화재 피해 현황

2.1 건축문화재 피해 현황

2016년 9월 12일 20시 32분에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진원깊이 15km,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

진으로 인하여 부상 23명, 이재민 111명이 발생하였고 9,368개소의 시설피해 등으로 11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듬해 

2017년 11월 15일 14시 29분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7.5km 지역에서 진원깊이 7km, 규모 5.4의 지진이 다시 발생했다. 포

항지진으로 부상 92명, 이재민 1,797명이 발생하였고, 27,317개소의 시설피해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피해액은 551억원

에 달했다.4)

한편 9.12지진과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문화재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를 입은 문화재는 진앙지를 중심으로 인근 지

역에 위치하고 있다. 9.12지진으로 인하여 경주, 포항, 영천, 대구, 양산 등의 지역에서 국가지정문화재 52건, 시도지정문

화재 48건 등 총 100건의 피해가 보고되었다. 포항지진으로는 포항, 경주, 영덕, 영천, 대구 등의 지역에서 국가지정문화재 

11건, 시도지정문화재 21건 등으로 총 32건의 피해가 집계되었다(Table 1, 2).

1) 행정안전부, 『2017 포항지진 백서』, 2018, p.8.

2) 김수경, 배태석, 「한반도 지각의 2011 도호쿠 대지진 영향분석」,『한국측량학회지30(1)』. 2012, pp.87-96 참고.

3) 김수경, 배태석, 앞의 논문, pp.87-96 참고.

손문, 「한반도 동남부 주요 단층의 활성도 분석」, 『지진포커스』통권7호. 2016, pp.28-33 참고.

4) 대한건축학회, 『경주 ‧ 포항지진 건축물 피해조사』, 2018, p.14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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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atus of cultural property damage by region(9.12 Earthqueake)

구분 합계
경상북도 울산 대구 경상남도

소계 경주 포항 영천 경산 영덕 청도 울주 소계 동구 중구 달성 소계 양산 밀양 김해 창녕

총 100 79 59 4 6 2 1 8 4 4 1 2 1 11 3 3 2 3

국가지정 52 42 33 2 2 1 0 5 2 2 1 0 1 5 2 1 2 0

시도지정

문화재자료
48 37 26 2 4 1 1 3 3 2 0 2 0 6 1 2 0 3

Table 2. Status of cultural property damage by region(Pohang Earthqueake)

구분 합계
경상북도 대구

소계 포항 경주 영덕 영천 소계 동구

총 32 30 16 13 1 1 1 1

국가지정 11 11 2 9 0 0 0 0

시도지정

문화재자료
21 19 14 4 1 1 1 1

지진 직후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집계된 피해 문화재를 대상으로 기존자료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하여 피해 전 ‧ 후를 비

교, 분석하였다. 9.12지진과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전 ‧ 후 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되어,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국가지정 ‧ 시도지정문화재는 총 65건이며, 이중 9.12지진으로 인한 피해 문화재는 44건(목조문화재 26건, 석조문화재 

18건),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 문화재는 21건(목조문화재 19건, 석조문화재 2건)이다. 유형별 대표적인 피해는 목조문화

재는 마감재 및 기와 탈락 등이 많이 나타났고, 석조문화재의 경우 부재 이동이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또한 향교, 고택 및 

당해 문화재 주변의 전통담장이 무너진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석조문화재의 경우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2건으로 제한되어 있어 9.12지진과의 비교가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9.12지진과 포항지진의 비교가 가능한 목조문화재를 중심으로 피해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Table 3. Architectural heritage damaged by the 9.12 earthquake and Pohang earthquake

분류＼지진 9.12지진 포항지진 계

목조문화재 26 19 45

석조문화재 18 2 20

계 44 21 65

2.2 목조문화재 피해 현황

목조문화재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구조적 피해와 비구조적 피해로 나눌 수 있다. 구조적 피해는 구조물의 기울어짐 

또는 붕괴 등의 파손형태로 나타나며, 비구조적 피해는 부재의 이완, 탈락, 회전, 비틀림 등의 손상이 발생한다. 특히 비구

조적 피해는 목재의 특성에 따라 압축, 쪼개짐, 좌굴, 미끄러짐, 비틀림 등의 손상이 나타나며 부재를 이음, 맞춤하는 구조

형태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9.12지진과 포항지진으로 인한 목조문화재 피해는 주로 기와 탈락, 미장 벽체의 부분적인 들뜸이나 균열, 당골막이 탈

락 등으로 대부분 현장에서 즉시 보수가 가능한 정도의 피해였으며, 일부는 지진이 발생한 진앙지와 인접한 지역에서 기

둥 하부의 뒤틀림으로 안한 구조적 변형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아래 Table 4는 9.12지진과 포항지진으로 인한 목조문화재 피해의 부위이며,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중복 체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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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지진과 포항지진 모두 지붕부와 축부에 피해가 집중되었으며, 특히 9.12지진은 지붕서 대다수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포항지진의 경우 축부에서 많은 수의 피해가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 피해 내용은 Table 5와 같다.

Table 4. Damaged parts of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 due to earthquake (duplicate check of damaged parts)

지진분류＼부위 지붕부 축부 기단부 소계

9.12지진 21 12 3 36

포항지진 10 14 1 25

계 31 26 4 61

Table 5. Details of damage by parts identified in the 9.12 and Pohang earthquakes

부위＼피해분류
피해내용

구조적 피해 비구조적 피해

지붕부
기와 지붕 - 탈락, 이완, 미끄러짐

내부 천장 - 회마감 탈락

축부

공포부 -
부재 이완, 탈락, 이동, 처짐, 비틀림

포벽화 탈락

보 및 접합부 - 이완, 탈락, 비틀림

기둥 기울어짐, 휘어짐, 비틀림, 이동 처짐, 터짐

벽체 - 들뜸, 균열, 탈락

기단부 - 부분 침하

2.2.1 지붕부 

지붕부는 주로 흙 반죽을 이용하여 기와를 시공한다. 따라서 시공 후 일정기간 건조가 일어나면 부착력의 저하로 미끄

러짐, 이완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지진이 발생하면 지표의 진동은 건물 상부로 전달되고 건축물의 지붕 중 가장 상부에 

있는 용마루와 내림마루에 전달되며 증폭현상이 일어난다. 즉, 용마루와 내림마루에 가장 큰 지진력이 전달되며, 이는 가

장 취약부위가 될 수 있다.

목조문화재의 지붕은 지붕을 구성하는 뼈대 위에 흙과 기와를 쌓아 올리는 형태로 기둥과 벽체와는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며, 재료 자체적인 접착력과 자체무게에 의한 마찰력만 작용한다. 또한 지진하중이 집중되는 마루의 양 끝에는 

장식기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자체적으로 중량이 늘어남에 따라 작용하는 지진력도 증가된다. 전통 기와의 경우 

재료적 특징으로 인해 부재의 단면이 균일하지 않아 재료별 저항력이 고르지 않은 문제도 나타난다. 또한 암키와 위에 알

매흙을 통한 반 원통형의 수키와를 올려 기와골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은 암수기와 일체형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

지게 된다. 

9.12지진과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주로 마루기와 및 와구토 탈락, 기와골 이완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붕부의 피해는 

9.12지진이나 포항지진 등 지진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바닥기와는 지붕 위 보토에 바로 설치되어 보토와 기와가 밀착되며, 그 위에 알매흙과 수키와가 눌러주는 형태로 마찰

력이 작용된다. 그러나 그 위의 수키와는 암키와 위에 알매흙을 놓고 수키와를 얹어놓는 형식으로 알매흙과 수키와의 접

착력으로만 지진하중을 견뎌야 하는 형태이다. 또한 마루부위의 기와는 폭에 비해 높이가 긴 형태로 수평방향 진동 시 상

부의 진동 폭이 넓어지는데 반해 구조형태는 흙과 기와를 겹쳐 쌓은 형태로 흙과 기와 사이의 접착력 이상의 진동이 발생

할 경우 미끄러지며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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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oof tiles fall off (Damage caused by the 

9.12 earthquake, Subongjeong Yeollakdang)

Fig. 2. Waguto eliminated from roof tiles and the separation 

between the tiles (Damage caused by the Pohang earthquake, Old 

house of Pohang Odeok-ri Saujeong)

2.2.2 축부 

목조문화재의 축부와 지붕부위의 연결은 기둥, 보, 창방이 연결되고 그 위에 평방, 주두, 공포 등의 부재를 통해 구성된

다. 축부와 지붕부는 각각 이음, 맞춤 등으로 구성되어 부재 사이의 연결을 통해 구조물을 지지하지만, 축부와 지붕부는 서

로 접합 되지 않고 지붕부가 축부 상부에 얹혀있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횡력에 매우 취약한 구조적 특징이 나타난다. 일반

적인 하중이 작용할 때에는 지붕부의 무게로 구조상 문제가 없지만 지진하중과 같은 횡력이 작용하면 몸체부와 지붕부 사

이에 미끄러짐과 이탈 등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부위에 무게가 집중되어 비틀림, 처짐 등의 현상으로 균열, 이완, 

파손 등의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 사례는 포항 보경사 대웅전에서 나타났으며 보경사는 9.12지진

과 포항지진 모두에 피해를 입었다. 9.12지진 시 순각판 이동, 활주 휘어짐 등의 피해가 있었으며 포항지진 시에는 포 벽화 

탈락 및 균열발생, 미장탈락, 공포 처짐, 순각판 탈락, 평방부의 처짐과 뒤틀림, 측면 귀포의 뒤틀림 등의 피해가 확인되어 

비교적 진앙지와의 거리가 멀었던 9.12지진에는 지붕부의 피해가, 진앙지와의 거리가 가까웠던 포항지진 시에는 축부의 

피해가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피해 사례 가운데 기둥의 구조적 변위를 가져온 대표적 사례는 포항지진으로 인한 청하향교 내삼문과 포항 달전재

사이다. 청하향교는 진앙지인 포항시 북구 흥해읍과 10.44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기와 탈락과 담

장의 파손을 비롯하여 주요 건축부재간의 미세한 이격이 발생하였다. 특히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내삼문의 경우 중심

축 기둥을 제외한 전후면열의 기둥이 모두 이동하였다. 또한 진앙지로 부터 직선거리로 약 10.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포

항 달전재사에서는 입구에 위치한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관리사가, 포항 지진 당시 남쪽과 북쪽 대각선 방향의 귓기둥 

2개의 회전과 하부 중심축 이동으로 인하여, 하인방이 기둥에서 빠지는 비교적 큰 구조적 변위가 발생하였다. 이는 초석과 

연결되는 하부의 경우 접촉 면적이 작거나 접촉부분이 불균등하여 마찰력이 부족할 경우 횡력에 의해 기둥과 초석 사이에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하여 이탈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기둥하부가 이동할 경우 편심하중의 발생으로 기울어짐이나 

비틀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벽체의 경우 회벽의 미장 표면이 부분적으로 탈락한 피해가 많이 확인되었다. 청하향교의 일부 건물의 경우 포항지진으

로 중깃 등을 포함한 벽체 한 면이 통째로 탈락한 피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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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향교 내삼문 및 어칸 동측 기둥

– 기둥 하부 중심축이 동쪽으로 이동됨(’18.4.27)

포항 달전재사 관리사 남측 모서리 기둥

– 반시계방향으로 뒤틀려 인방이 빠짐(’18.4.27)

Fig. 3. Examples  of structural deformation of columns (Pohang earthquake)

경주향교 명륜당 좌측면 벽체 탈락(9.12지진 피해)

        출처: 경주시청 제공.

청하향교 신삼문(포항지진 피해)

Fig. 4. Wall Breakage Cases

2.2.3 기단부 

기단부는 지진에 의해 지반변형이나 지내력 변동이 발생할 경우 기단부에 균열, 파손, 침하 등의 손상이 발생하고 심할 

경우 구조물이 기울어지는 피해가 발생한다. 이러한 특성에 따른 피해 특징으로는 지진에 의한 지반 변형으로 기단부 균

열, 파손, 처짐 및 편심변형 발생한다. 대표적인 피해로는 경주향교 대성전의 기단침하가 있다. 경주향교 대성전은 9.12지

진 시 진앙지와의 거리는 8.32km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기단침하 뿐만 아니라 벽체훼손, 천장피해 등 

전체적인 부분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 보경사 적광전의 경우 포항지진시 진앙지와의 거리가 16.5km였으

며, 내부 불단 하부 방전 침하와 함께 천정 및 포벽탈락, 미장탈락 등 경주향교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부분에 피해가 확인

되었다.

3. 9.12지진과 포항지진으로 인한 목조문화재 피해 분석

3.1 지진 특성에 따른 피해 영향

목조문화재의 지진피해는 구조적 특성, 보존상태, 노후도, 진앙지로부터의 거리, 지진파의 특성 등 다양한 원인들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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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으로 작용한다. 또한 지진이 발생하면 진앙지, 규모, 발생 깊이, 지진파 특성이 각각 다르며 이러한 지진의 특성에 따

라 피해 규모나 양상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9.12지진과 포항지진은 규모 5.8과 5.4로 차이가 있지만 경북기준으로 최대계기진도가 Ⅵ인 점은 차이가 없다. 그러나 

건축문화재의 피해와 일반건축물의 피해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경제적 피해 규모는 포항지진이 9.12지진에 

비해 약 5배가량 컸으나5), 건축문화재의 피해는 경주지진 100건, 포항지진 32건으로 일반건축물의 피해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이유는 두 지진의 지진파 특성을 통해 비교해 볼 수 있는데, 9.12지진은 단주기, 포항지진은 장주기로 경주

지진에는 저층건물, 포항지진에는 고층건물의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9.12지진의 구조 피해 발생은 대부분 1~2층 저

층구조물에 집중되어 있고, 3층 이상의 건축물에서는 지진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Table 6. Comparison between the 9.12 earthquake and the Pohang earthquake (Referenc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7 Pohang Earthquake White Paper, 2018, p.38)

구분 9.12지진(2016년) 포항지진(2017년)

지진규모
규모 5.1(전진 19시 44분)

규모 5.8(본진 20시 32분)
규모 5.4(본진 14시 29분)

진앙지 경주 남남서쪽 8.7km 포항 북구 북쪽 7.5km

발생깊이* 15km 7km

여진

(규모 2.0 이상)
180회(’18.3.31.기준) 100회(’18.3.31.기준)

지진파특성 단주기: 고주파(5~10Hz)에너지가 강함 장주기: 상대적으로 저주파(0.1~5Hz)에너지가 강함

최대계기진도** Ⅵ(경북) Ⅵ(경북)

단층운동 역단층성 주향이동단층 주향이동단층

* 발생 깊이는 관측소의 분포, 분석방법, 지하의 속도 구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 속도/가속도 관측 값을 지반 기준으로 보정한 후 가중치를 적용하여 결정된 계기진도

9.12지진의 탁월진동수는 6~10Hz로 건축물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은 5Hz 이하의 진동수를 벗어나, 대부분 강성

이 크고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저층건축물에 피해가 발생했다.6) 반면 포항지진에서는 2Hz 전후에서 탁월진동수가 

나타나며, 이는 건축물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은 5Hz이하의 진동 영역수에 위치하고 있다. 건축구조기준에서 5층 정

도의 건축물의 고유진동수는 1.54~2.68Hz으로 산정되는데 이는 포항지진에 의하여 5층 전후의 학교건축물 또는 필로티

건축물의 피해가 크게 발생한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7) 이처럼 일반 건축물은 지진의 특성에 따라 피해 건물 유형과 피해 

양상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지진발생시 목조문화재의 경우 건축물이 기초나 지반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지면과 분리되어 위로 솟구친 후 내려올 때 

지면과 충돌하면서 지붕의 중량이 수 배로 가산되어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P파(수직파)가 도달한 후 S파(수평

파)가 뒤따라오는데, 위에서 떨어진 후 곧바로 옆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8) 이러한 특징의 목조문화재는 같

은 단층건축물이라도 각각의 특성에 따라 다른 여러 개의 절점이 생기기 때문에 일반건축물과는 다른 진동주기 및 특성이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특징은 무질서한 주기특성을 가진 지진파에 의해 다양한 진동의 주기들에 반응하게 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진동주기들은 건축물에서 같은 주기를 가진 진동모드들이 동시에 공진하게 되는데, 건축물의 변형 형상은 많은 

진동모드들이 중첩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5) 포항지진의 피해액은 총 551억원으로 경주지진의 약 5배로 나타났다. 2017.12.12.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6) 대한건축학회, 『경주 ‧ 포항지진 건축물 피해조사』, p.33, p.71, p.136 참고.

7) 대한건축학회, 앞의 책, p.136.

8) 김종성, 『내진설계와 건축물의 형태』, 2018, p.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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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조문화재는 9.12지진과 포항지진으로 주로 기와 및 와구토 탈락, 기와골 이완, 벽체 회벽 탈락, 기단부 침하 등의 주요 

피해가 발생했으나 지진에 따른 양상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청하향교 내삼문과 포항 달전재사 관리사의 기둥 

이동과 비틀림 등의 구조적 변위 2건은 포항지진에서만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구조적 피해가 단순히 9.12지진과의 특성 

차이로 인해 나타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각 문화재가 위치한 지반의 상태, 건축물의 피로도, 구조 및 재료 등에 따라 

지진의 특성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 지역에 동일한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그 지진의 피해는 그 지역 땅의 

지진 공학적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더 나아가 지하 기반암까지의 깊이와 그 공학적 특성에 따라 전달되는 지진파의 

크기와 주파수가 달라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반에서 지진파가 증폭되고, 다양한 고유주기를 갖는 건축물의 피해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포항지진 시에는 지반증폭현상과 액상화 현상이 모두 발생하여9) 이에 대한 영향을 원인으

로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지진에 따른 목조문화재 피해 양상의 차이점으로 볼 수 있는 기둥의 구조적 변위는 피해사례

가 2건밖에 확인되지 않아 추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건축문화재에 전달될 수 있는 지진하중의 크기

를 정량적으로 예측하고, 그 지진위험도를 신뢰성 있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하부 지반의 지반조사 및 동적물성 평가를 기

반으로 한 지반증폭 및 액상화 가능성 평가가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문화재가 위치한 지반주변의 지형적 특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10)

목조문화재는 일반건축물에 비해 복잡한 구조형태를 띄고 있고, 개별 건축물마다 각기 다른 구조적, 재료적 특징을 가

지고 있으며 노후도 및 주변 환경의 차이가 크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지진특성과 이에 따른 피해영향을 일반건축물

에 비해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처럼 목조문화재의 지진피해는 주변 지형과 환경에 따라 지진파의 전파 특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여11), 목조

문화재의 구조적 특징과 지반 및 지형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3.2 진앙지로부터 거리에 따른 피해 영향 

9.12지진으로 인한 목조문화재 피해 분석 대상은 26건,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 분석 대상은 19건으로 총 45건이다. 진

앙지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피해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특정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전체 목조문화재(국가지정, 시도

지정문화재) 수에 대비한 피해 건수를 산정하여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특정 구역에 많은 수의 목조문화재가 위치하

고 있어 그에 비례해 피해 대상이 많아 질수도 있으므로 진앙지와의 거리에 따른 피해비율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진으로 인한 목조문화재의 피해는 구조적피해와 비구조적 피해로 구분된다. 구조적 피해로는 구조물의 기울어짐, 붕

괴 등의 파손형태가 나타났고, 비구조적 피해로는 부재의 이완, 탈락, 회전, 비틀림 등의 손상이 발생하였다. 9.12지진과 

포항지진은 지붕 및 벽체에 비교적 피해가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다.

피해부위별로 살펴보면 지붕부의 대표적인 피해는 바닥기와와 마루기와의 탈락 및 흘러내림 등 이다.지붕부의 기와 탈

락, 이완, 파손 등의 피해는 목조문화재 45건 중 26건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9.12지진과 포항지진의 진앙지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지붕 피해는 10km 이내 6건, 10~20km 11건, 20~30km 4건, 30km이상은 5건으로 거리별로 골고루 피해가 

있었다. 특히 9.12지진의 진앙지로부터 95.51km 떨어진 오촌리 갈암고택에서 안채 기와가 탈락하는 피해도 있었다. 목조

문화재의 지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로 흙 반죽을 이용하여 기와를 시공하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부착력의 저하로 

미끄러짐, 이완 등이 발생한다. 특히 지진이 발생하면 지표의 진동이 건물 상부에 전달되어 증폭현상이 일어나므로 기와

의 탈락, 파손 등으로 피해가 나타나게 된다. 지진으로 인한 지붕부의 피해는 흙과 기와를 시공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부착

력이 저하되며 기와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벼워서 지진 진동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진앙지로부터 거리가 

  9)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 ‧ 포항지진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와 대응』, 2020, p.46.

10)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p.47.

11)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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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멀어도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축부의 대표적인 피해부위는 벽체, 기둥 및 맞춤부위로 구분된다. 기둥부위의 피해는 구조적 변위를 일으키는 주요 원

인이며 대표적으로 청하향교 내삼문과 포항 달전재사 등이 있다. 청하향교 내삼문과 포항 달전재사는 포항지진으로 인하

여 기둥이 수평 이동하거나 비틀어지고 회전하는 등의 구조적 변형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진앙지로부터 약 10km내외의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벽체부는 가는 뼈대와 흙이 부착되어 구성되는데 일반적으로 압축력에는 강하나 인장력에 취약하여 지진 시 회벽의 탈

락으로 인한 훼손이 대표적으로 발생한다. 포항 우각리 여주이씨고택의 경우 포항지진시 사랑채의 인방과 벽체의 연결부

위가 이완되며 벽체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고막이벽도 파손되었다. 제남헌, 흥해향교, 용산서원 , 경주향교 등 9.12지진

과 포항지진의 진앙지로부터 거리 10km이내에 있는 건축물 9개소 중 5개소에 벽체에 균열, 탈락 등의 파손이 확인되었다. 

진앙지로부터 거리가 10km를 초과한 건축물 36개소 중에서는 13개소에서 벽체파손이 확인되어 벽체 파손이 진앙지와의 

거리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목조문화재의 벽체는 주로 중깃, 놀외, 설외 등을 외엮기하고 흙을 맞벽치기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지진하중이 클수록 벽체 균열, 탈락 등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기단부의 피해는 대부분 지진에 의한 지반변형이나 지내력 변동의 발생에 따라 나타나며, 비교적 진앙지와 근거리에 위

치해 있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목조문화재는 9.12지진과 포항지진의 진앙지로부터 40km이내에서 피해가 대다수 확인되었다. 특히 두 지진으로 인하

여 피해를 입은 목조문화재 중 절반 이상이 진앙지로부터 20km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피해는 벽체 회벽 및 당

골막이 탈락, 지붕부의 기와 탈락, 파손 등으로 나타났다.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청하향교 내삼문과 달전재사 관리사에서 

기둥 변위 등의 구조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진앙지로부터 각각 10.44km, 10.5km의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함을 확인하였

다. 또한 진앙지로부터 50~70km 이내에 위치한 목조문화재 일부에서도 포벽 벽화가 일부 탈락하거나 내부 순각판 등이 

이동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9.12지진의 경우 진앙지로부터 10km미만의 지역에서는 7건, 20km미만은 6건의 피해가 발생하여 전체 피해 대상의 절

반이 진앙지로부터 20km내의 지역에 집중되었다. 포항지진 역시 진앙지로부터 20km미만의 지역에서 피해 대상의 대부

분이 집중되어있으며, 10km미만의 지역의 피해 비율이 66.67%에 달한다. 이처럼 9.12지진과 포항지진 모두 대부분의 피

해는 진앙지로부터 40km이내에서 발생했으며 진앙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에서의 피해비율이 높았다. 또한 진앙지

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피해비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진앙지와의 거리와 

상당히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7. Ratio of damage to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 by distance from the epicenter

진앙지로부터의 

거리

(km)

9.12지진 포항지진

구역 내 

목조문화재(건)

피해 대상

(건)

피해 비율

(%)

구역 내 

목조문화재(건)

피해 대상

(건)

피해 비율

(%)

0-9.99 17 7 41.18 3 2 66.67

10-19.99 9 6 66.67 43 12 27.91

20-29.99 59 3 5.08 10 1 10.00

30-39.99 68 6 8.82 51 3 5.88

40-49.99 66 - 0 61 - 0

50-59.99 53 2 3.77 51 - 0

60-69.99 55 1 1.82 101 1 0.99

70-79.99 66 - 0 94 - 0

80-89.99 120 - 0 119 - 0

90-100 120 1 0.01 160 - 0

계 633 26 4.11 693 19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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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atio of damage to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 by distance from the epicenter

Fig. 6. Map of the location of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s by the epicenter of the 9.12 and Pohang earthqu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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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문화재 보존현황에 따른 피해 영향

9.12지진과 포항지진 모두 인명피해가 크지 않았고, 붕괴나 소실과 같은 문화재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목조문화재의 

기둥과 보 등 주위 구조부위에 대한 큰 피해는 없었지만 기와 및 와구토 탈락, 기와골 이완과 벽체 회벽 탈락 등의 비구조적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9.12지진과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부위는 지붕부

이다.

지붕부의 피해는 대다수가 기와지붕의 기와나 와구토가 탈락하거나, 기와골이 이완되었다. 기와지붕은 흙과 기와 등 

서로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부착력이 약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진으로 인한 진동이 기와 탈락 등의 피

해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다.

9.12지진으로 인한 내림마루 기와 탈락 피해를 입은 경주 불국사 대웅전은 지진 이전부터 기와간 이격과 기와열 변형, 

좌 ‧ 우측면 합각면 기와열(내림마루)이 고르지 못하며 일부 기와는 유실된 상태였다.12) 이러한 지붕의 보존현황은 9.12지

진으로 인하여 우측면 내림마루의 바닥기와열이 흘러내리는 피해로 이어지게 되었다.

지진 전

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 촬영시기: 2015년.

지진 후

Fig. 7. Before and after 9.12 earthquake damage (Daeungjeon Hall of Bulguksa Temple, Gyeongju)

축부의 피해는 벽체 회벽 탈락이 주로 많았으며 부분적으로 공포부의 순각판 등의 부재 탈락 등이 발생했다. 포항지진

으로 인하여 일부 문화재의 기둥 비틀림과 회전 등의 구조적 변위도 나타나기도 했다.

목조문화재의 벽체는 가는 목재로 뼈대를 구성한 후 양쪽에 흙을 붙여 만들게 된다. 뼈대를 이루고 있는 목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식되거나 손상되어 강도가 저하되고, 흙은 마르며 수축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벽체는 인방, 기둥

과의 결합력이 떨어지게 되며, 인장력이나 전단력에 취약해 진다. 벽체 파손은 외부 회칠이 갈라지고 벗겨지는 현상이 가

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벽체 구조에 명확한 손상은 없지만, 기존에 표면에 발라진 회벽이 갈라져 벗겨지거나 갈라져 벗겨

질 정도는 아니지만, 회벽 표면이 들떠 벽체와의 사이에 간격이 생기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피해는 지진발생 시 

상당히 보편적으로 일어나며 구조적으로 힘을 분담하는 기둥과 접합되어 있는 벽체에서 이러한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지

진력이 벽의 면내방향으로 작용할 경우, 벽체에 전단력이 작용하여 단부에서 전단균열, 파손 및 마감탈락 등의 피해가 발

생한다. 또한 지진력이 면외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경우, 균열, 파손,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벽체

에 회벽 표면 들뜸이나 균열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는 지진 발생시 취약부위가 되어 표면 탈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로 9.12지진으로 벽체 탈락의 피해를 입은 경주향교 명륜당이 있다. 경주향교 명륜당은 9.12지진 발생 전부

터 벽체 회벽에 들뜸과 중깃 주변으로 균열이 있는 상태였고, 지진으로 인하여 벽체가 부분적으로 탈락하게 되었다. 이러

12) 기와는 대부분이 구와로 지의류, 선태류 등에 의해서 표면이 오염되었으며, 기와간 이격과 기와열의 변형이 확인되고 있음, 좌 ‧ 우측면 합격면 하부의 기와열

이 고르지 못하며, 일부 기와는 유실되었음.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국가지정 건조물문화재(국보 ‧ 보물) 정기조사 4』, 2016,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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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특정 부위에 지진력이 집중되는 것을 피해야 하며, 회벽과 흙벽이 뼈대를 이루

고 있는 구조체와의 접착력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13)

지진 전

출처: 문화재청,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2014.

지진 후

   출처: 경주시청.

Fig. 8. (Left) Before and (Right) after 9.12 earthquake damage 

(Myeongnyundang of Gyeongjuhyanggyo Local Confucian School)

이와 유사한 사례로 포항 하학재에서는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내부 판문이 일부 탈락했는데 지진 발생 전부터 상인방과 

문틀이 이격이 된 상태였다. 역시 포항지진으로 보경사 적광전의 불단 하부 방전이 침하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전부터 방

전이 부분적으로 침하된 상태였으며 지진으로 인하여 일부 방전이 이탈하고, 부분적으로 침하가 더 심해진 피해가 나타났다.

지진 전

출처: 문화재청,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2014.

지진 후

   출처: 신라문화원.

Fig. 9. (Left) Before and (Right) after Pohang earthquake damage (Hahakjae Shrine, Pohang)

13) 文化部文化資產肩, 『0206地震文化資產建築震害-緊急應變及經驗探討』, 2017, pp.279-285 참고.



Kim, Sehyun et al. — Analysis of Damage to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 Caused by the 9.12 Earthquake and the Pohang Earthquake | 117

지진 전

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년 국가지정 건조물문화재 정기조사, 2016.

지진 후

Fig. 10. (Left) Before and (Right) after Pohang earthquake damage 

(Jeokgwangjeon Hall of Bogyeongsa Temple, Pohang)

이처럼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지진하중으로 진동 등의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 목조문화재에 직 ‧ 간접적인 피해를 발생

시키게 된다. 이때 기존의 취약부위는 진동으로 인하여 더 큰 피해를 유발하게 되므로 평상시 보존관리가 중요하다.

4. 결 론

9.12지진과 포항지진을 통해 잠재적 위협으로만 여겨졌던 지진이 건축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실제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두 지진으로 인하여 목조문화재는 총 45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9.12지진으로 인하여 지붕부에

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그 다음 축부, 기단부의 피해가 있었다. 포항지진으로는 축부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다음

으로 지붕부와 기단부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9.12지진과 포항지진으로 지붕부에서는 기와 및 와구토 탈락, 기와골 이완 등의 피해가 대다수였다. 축부는 두 지진 모

두 주로 벽체 회벽 탈락이 많이 발생했고, 일부 문화재의 경우 공포부 순각판 등의 부재 일부가 탈락하는 피해도 있었다. 

특히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2건의 문화재가 기둥이 비틀리거나 회전하는 구조적 변위도 나타났다. 기단부는 지붕부나 축

부에 비해 피해 건수가 많지 않은데, 내부 방전 침하 등의 피해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지진으로 인한 목조문화재 피해는 크게 지진 특성, 진앙지로부터 거리, 문화재의 평상시 보존현황에 따라 영향

이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목조문화재의 경우 규모, 진앙지, 지진파 특성, 단층운동 등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진 특성에 따른 피해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9.12지진과 포항지진에 의한 피해 양상의 차이가 있던 일반 건축물과 다른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목조문화재가 

일반건축물에 비해 복잡한 구조형태를 띄고 있으며 개별 문화재마다 각기 다른 구조적, 재료적 특징과 노후도, 주변환경 

등의 차이가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반증폭현상과 액상화현상이 발생한 포항지진에서 구조적 피해가 확인된 사

례를 통하여 목조문화재의 지진피해는 주변 지형과 환경에 따라 지진파의 전파 특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

기 때문에 목조문화재의 구조적 특징과 지반 및 지형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진 특성에 따른 피해를 분석할 필

요가 있다. 

진앙지로부터 거리에 따른 영향은 9.12지진과 포항지진 모두 진앙지로부터 40km이내에서 대부분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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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두 지진 모두 진앙지로부터 20km이내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붕부의 경우 진앙지로부터 거리에 따라 피해의 규모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지는 않았다. 

특히 기와와 회벽, 포벽 탈락 등의 피해는 진앙지로부터 50~70km이내에 위치한 문화재에서도 확인되었으며 9.12지진 진

앙지로부터 95.51km떨어진 문화재에서 기와가 탈락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 위치한 전체 목조문화

재와 피해 대상을 피해비율로 산정해 본 결과 진앙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피해비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진앙지와의 거리와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지붕, 벽체 등 평상시 문화재의 보존상태에 따른 취약부위가 지진이 발생하면 그대로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

들이 있어 평소 보존현황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초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진으로 인한 목조문화재의 피해는 문화재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목조문화재의 지진 피해는 문화재의 유형 및 구조적 특성, 보존상태, 노후도, 진앙지로부터의 거리 등 다양한 원인들이 복

합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진과 같은 외부 충격이 문화재에 작용할 경우 해당 문화재의 구조적 특성과 보존상태에 따른 취약부위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므로 평상시 보존관리로 지진과 같은 재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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