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 보수 3개년 사업 추진현황(개보)

(文化財 補修 3個年 事業 推進現況(槪報))

(1977년∼1979년)

 

 

 

鄭   基   永

( 文化財2課長 )

 

'70년대(年代)에 와서 우리나라는 경제사회(經濟社會) 각(各) 분야(分野)에 걸쳐 급속

(急速)한 발전(發展)을 이룩하 고 이러한 국력신장(國力伸張)에 힘입어 민족문화유산

(民族文化遺産)의 보수정화(補修淨化)에 있어서도 정부(政府) 및 지방재정(地方財政)의 

지원화(支援化)에 괄목(刮目)할 실적(實的)을 거양(擧揚)하 다. 경주권역(慶州圈域의) 

신라문화유산(新羅文化遺産)에 대한 발굴조사(發掘調査)와 유적정화사업(遺蹟淨化事業)

이 장기(長期) 10개년(個年)계획사업(計劃事業)으로 추진(推進)되었고 우리 민족사(民族

史)에 위대(偉大)한 업적(業績)을 남긴 충효선현(忠孝先賢)과 호국위인(護國偉人)의 유

적(遺蹟)을 비롯하여 우리 역사(歷史)에 중요(重要)한 의의(意義)를 갖는 유적(遺蹟)들

에 대한 활발(活潑)한 정화사업(淨化事業)이 실시(實施)되어 전국(全國) 각처(各處)의 

중요유적(重要遺蹟)들이 국민정신교육도장(國民精神敎育道場)으로 가꾸어졌다. 그리고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가 지정(指定)한 중요지정문화재(重要指定文

化財)와 향토유적(鄕土遺蹟)들도 그 중요도(重要度)와 시급성(時急性)에 따라 적극적(積

極的)인 보수(補修)가 정부시책(政府施策)으로 추진(推進)되었다.

이러한 문화유적(文化遺蹟)의 대대적인 보수정화(補修淨化)는 특히 1977年부터 1979年

까지 추진(推進)되었던 문화재보수(文化財補修) 3개년계획(個年計劃)에 따라 중점적(重

點的)으로 실시(實施)되었기 때문에 이 계획기간(計劃期間) 중에 어떠한 시책(施策)으로 

얼마만한 재원(財源)을 투입(投入)하여 어떠한 문화재(文化財)들이 보수정화(補修淨化)

되었는가를 대략 정리(整理)하고자 한다. 다만 여기서는 어떤 상태(狀態)에 있었던 것을 

어떻게 보수(補修)했는가에 대한 부분(部分)은 앞으로 구체적(具體的)인 개별보고서(個

別報告書)로 발간(發刊)해야 하기 때문에 지면관계상(地面關係上) 이를 생략(省略)한다.

 

1. 시책(施策)의 방향(方向)

가. 목표(目標)

문화재보수(文化財補修) 3개년계획(個年計劃)의 목표(目標)는 다음 네가지에 중점(重點)  

 을 두어 입안(立案) 추진(推進)되었다.

1) 우리 민족문화사(民族文化史)를 실증(實證)하는 중요문화유적중(重要文化遺蹟中)에서 

현상(現狀)대로의 보존(保存)을 기대(期待)하기 어려운 문화재(文化財)는 그 중요도(重

要度)와 시급성(時急性)을 고려(考慮)하고 정부재원(政府財源) 동원가능성(動員可能性)

에 따라 우선순위(優先順位)를 정(定)하여 보수(補修)토록 한다.

2) 우리 민족(民族)의 역사(歷史)를 총람(總覽)하여 위대(偉大)한 업적(業績)을 남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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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區分)
 

시도별
(市道別)

지정별(指定別) 조사실적(調査實的) 기타비지정
문화재

조사실적
(其他非指定文化

財實的

계(計}
 국가지정
(國家指定)

 지방지정
 (地方指定)

지정이외문화재
指定以外文化財

계 964 983 826 5,945 8,718

서울 113 43 5 30 221

부산(釜山) 8 55 2 36 101

경기(京畿) 78 105 49 804 1,036

강원(江原) 67 81 50 375 573

충북(忠北) 42 56 4 429 531

충남(忠南) 76 80 170 432 758

전북(全北) 70 125 101 647 943

전남(全南) 110 92 173 671 1,046

경북(慶北) 251 126 156 1,446 1,979

효선현(忠孝先賢)과 호국위인(護國偉人)의 유적(遺蹟)을 정화(淨化)하여 역사적(歷史的) 

교훈(敎訓)을 통(通)한 국민정신계발(國民精神啓發)의 교육도장(敎育道場)으로 가꾸어 

보존(保存)한다.

3) 우리 민족(民族)의 국난극복사(國難克服史)를 통(通)하여 중요(重要)한 역사적(歷史

的) 의의(意義)를 갖는 호국(護國)의 전적지(戰蹟地)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민족적(民

族的) 결의(決意)가 담겨져 있는 중요국방사적지(重要國防史蹟地)를 역사교육도장(歷史

敎育道場)으로 보수정화(補修淨化)한다.

4) 정부중요시책사업(政府重要施策事業)으로 추진(推進)해 오고 있는 경주(慶州) 및 제

주권(濟州圈) 관광개발지역내(觀光開發地域內) 문화유적정화(文化遺蹟淨化)는 기정계획

(旣定計劃)에 의거(依據) 계속사업(繼續事業)으로 추진(推進)하고 계획기간(計劃期間) 

중에 백제문화권역(百濟文化圈域)의 유적(遺蹟)을 조사(調査)하여 종합정화계획(綜合淨

化計劃)을 수립(樹立) 그 선도사업(先導事業)을 추진(推進)한다.

 

나. 사업추진계획(事業推進計劃)

1) 사전조사실시(事前調査實施)

3개년계획(個年計劃) 입안시(立案時) 설정(設定)된 목표(目標)에 부응(副應)하는 사업대

상(事業對象)을 확정(確定)하기 위한 사전조사(事前調査)가 실시(實施)되었다.

문화재연구소(文化財硏究所)에서는 전국문화유적(全國文化遺蹟)에 대한 종합조사(綜合

調査)를 실시(實施)하 고 국사편찬위원회(國史編纂委員會)에서는 우리 역사(歷史)를 총

람(總攬覽)하여 호국정신(護國精神)과 전통문화(傳統文化) 등(等) 민족사상(民族史上) 

중요사실(重要事實)을 반 (反映)하는 사업대상(事業對象)을 유출(流出)하 다. 한편 각

(各) 시도(市道)에서는 관내(管內) 문화재(文化財)의 실태(實態)를 조사(調査)하여 지방

흥망사업(地方與望事業)을 제출(提出)하 다.

※ 전국문화유적조사(全國文化遺蹟調査)(문화유적총람(文化遺蹟總覽))

- 문화재연구소 조사(文化財硏究所) 조사(調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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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慶南) 132 178 113 1,029 1,452

제주(濟州) 17 42 3 16 78

 

※ 호국위인선현(護國偉人先賢) 및 전통문화중요유적(傳統文化重要遺蹟)

                          -國史編纂委員會抽出(국사편찬위원회추출)-

○ 호국정신(護國精神)전통문화(傳統文化) 등(等) 민족사상(民族史上) 중요(重要) 사실  

       (事實)을 반 (反映)하는 것을 주(主)로 선정(選定)

○ 이미 정화(淨化)복원(復元)된 것은 제외(除外)

○ 사업(事業) 순위(順位)를 ABC군(群)으로 분류(分類)

 

< A군(群) 사업(事業) >

◎ 신라통일전쟁유적지(新羅統一戰爭遺蹟地) ; ○ 안승검모 래부지(安勝劒牟岺來附地) 

○ 석성승첩지(石城勝捷地) ○ 백수승첩지(白水勝捷地) ○ 포로왕봉하승첩지(匏瀘王逢

河勝捷地) ○ 보덕국지(報德國址) ○ 천성승첩지(泉城勝捷地) ○ 매초성승첩지(買肖城勝

捷地) ○ 기벌포전첩지(伎伐浦戰捷地)

◎ 백제문화권유적(百濟文化圈遺蹟) ; ○ 초기백제유적(初期百濟遺蹟) ○ 아차산성(阿且

山城) ○ 공주지방유적(公州地方遺蹟) ○ 익산지방유적(益山地方遺蹟) ○ 부여지방유적

(扶餘地方遺蹟) ○ 황산성(黃山城)

◎ 진주성사적지(晋州城史蹟地) ; ○ 진주성대첩지(晋州城大捷地)

◎ 기타유적지(其他遺蹟地) ; ○ 봉산사(鳳山祠) 및 비(碑) ○ 강민첨탄생지(姜民瞻誕生

地) ○ 충의사(忠毅祠) ○ 화랑정신함양유적지(花郞精神涵養遺蹟地) ○ 청해진유적(靑海

鎭遺蹟) ○ 삼별초의거격전지(三別抄義擧激戰地) ○ 서산대사유적(西山大師遺蹟) ○ 사

명대사유적(四溟大師遺蹟) ○ 화왕산성(火旺山城) ○ 고경명전사지(高敬命戰死地) ○ 경

호당(景虎堂)

 

< B군(群) 사업(事業) >

○ 청동기시대주거지(靑銅器時代住居址) ○ 처인성(處仁城) ○ 인각사 일연비(麟角寺 一

然碑) ○ 홍산대첩지(鴻山大捷地) ○ 최 묘소(崔瑩墓所) ○ 사고지(史庫地) ○ 율곡묘

(栗谷墓) ○ 독산성(禿山城) ○ 만인의총(萬人義塚) ○ 당포만호지(唐浦萬戶址) ○ 규

대사유적(靈圭大師遺蹟) ○ 장경사(長慶寺) ○ 현절사(顯節祠) ○ 해유령전첩비(蟹踰嶺

戰捷碑) ○ 나대용유적(羅大用遺蹟) ○ 이치(梨峙) ○ 태치(態峙) ○ 임란부산해전지(壬

亂釜山海戰地) ○ 무성서원(武城書院) ○ 의사총(義士塚) ○ 이강연묘(李康秊墓) ○ 삼

척남산(三陟南山) ○ 신돌석기념비(申乭石記念碑)

 

< C군(群) 사업(事業) >

○ 서희묘소(徐熙墓所) ○ 정지장군승첩지(鄭地將軍勝捷地) ○ 윤문숙공 당(尹文肅公

影堂) ○ 이재현신도비(李齋賢神道碑) ○ 정몽주신도비(鄭夢周神道碑) ○ 봉의산성(鳳儀

山城) ○ 김종서묘(金宗瑞墓) ○ 방촌 당(방村影堂) ○ 주세붕생가지(周世鵬生家址) ○ 

기강서원(紀江書院) ○ 도암서원(道岩書院) ○ 권응수유적(權應銖遺蹟) ○ 정대임유적

(鄭大任遺蹟) ○ 정경세유적(鄭經世遺蹟) ○ 박진승첩지(朴晋勝捷地) ○ 봉암서원(鳳巖

書院) ○ 익산사(翼山祠) ○ 박걸남묘(朴杰男墓) ○ 소충사(昭忠祠) ○ 정충신묘(鄭忠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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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사 업(對 象 事 業)
재 원 부 담 비 율(財 源 負 擔 比 率)

국   비(國   費) 지 방 비(地 方 費)

국구            
 국가  국가지정문화재

(國家指定文化財)
70% 30%

지방지정문화재
(地方指定文化財)

50% 50%

경주제주권 유적
(慶州濟州圈 遺蹟)

100%  

중앙직영사업
(中央直營事業)

100%  

기타향토문화재
(其他鄕土文化財)

50% 50%

墓) ○ 정철묘(鄭澈墓) ○ 윤선도묘(尹善道墓) ○ 김석문생가지(金錫文生家址) ○ 김응

하신도비(金應河神道碑) ○ 신재효서재(申在孝書齋) ○ 효창공원묘소(孝昌公園墓所)

 

2) 사업선정기준(事業選定基準)

사사업대상(事業對象)은 위 사전조사자료(事前調査資料)를 심사분석(審査分析)하여 중요

도     (重要度)와 시급성(時急性)을 고려(考慮)하고 3개년(個年) 계획기간중(計劃期間

中)에 동원    (動員) 가능(可能)한 정부(政府) 및 지방비(地方費) 재원(財源)에 따라 다

음 기준(基準)에    의거(依據) 우선순위(優先順位)를 정(定)해 선정(選定)하 다.

① 호국(護國) 및 자주정신확립(自主精神確立)에 중요(重要)한 의의(意義)를 갖는 역사  

       (歷史)의 현장(現場)과 그 관련유적(關聯遺蹟)

② 국가지정(國家指定) 문화재(文化財)

③ 지방지정(地方指定) 문화재(文化財)

④ 기타(其他) 중요(重要)한 향토문화유적(鄕土文化遺蹟)

 

3) 사업비(事業費) 재원(財源)

사업추진(事業推進)에 소요(所要)되는 예산(豫算)의 재원(財源)은 문화재보수비(文化財

補修    費) 국고지원(國庫支援)에 대응(對應)하여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가 부담

(負擔)하는     지방비부담비율(地方費負擔比率)(국무총리(國務總理) 기획조정실(企劃調

整室)에서 정(定)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보(確保)하 다.

 

4) 사업시공감독((事業施工監督) 및 지도체제(指導體制)

문화재보수공사(文化財補修工事)는 그 대상(對象)이 역사적(歷史的) 시설물(施設物)이기 

때문에 원상(原狀)대로 시공(施工)되어야 하고 주변(周邊)도 역사적(歷史的) 풍치(風致)

에 조화(調和)되게 정화(淨化)되어야 하는 특수성(特殊性)이 고수(固守)되어야 한다. 그

러기 위해서는 각(各) 공사(工事)의 설계지침(設計指針), 실시설계(實施設計), 공사시공

(工事施工)과 지도감독(指導監督) 등(等)에 있어서 일반공사(一般工事)와는 다른 전문성

(專門性)이 요구(要求)된다.

이러한 점을 충분(充分)히 고려(考慮)하여 3개년(個年) 사업(事業)은 다음과 같은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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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施工監督) 체제(體制)에 따라 각종공사(各種工事)가 시행(施行)되었다.

 

< 설계지침작성 (設計指針作成>

문화재보수정화공사(文化財補修淨化工事)의 실시설계(實施設計)의 기준(基準)이 되는 설

계지침(設計指針)은 문화재전문위원(文化財專門委員), 문화재연구소고건축담당연구관(文

化財硏究所古建築擔當硏究官),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 기술직(技術織) 및 행정관

(行政官)이 현장(現場)을 조사(調査)하여 작성(作成)하고 이를 종합심사(綜合審査) 결정

(決定)하여 각(各) 시도(市道)에 시달(示達)하고 시공청(施工廳)에서는 이 설계지침(設計

指針)에 의거(依據) 설계용역(設計用役)을 발주(發注)토록 하 다.

 

< 시공설계(施工設計) >

문문화재보수공사설계(文化財補修工事設計)는 각시공청(各施工廳)에서 중앙(中央)에서 

시달(示達)하는 설계지침(設計指針)에 의거(依據) 설계용역(設計用役)을 발주(發注)하되 

용역수임자(用役受任者)는 문화재보수실측설계기술자(文化財補修實測設計技術者)를 보

유(保有)하고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에 등록(登錄)된 업체(業體)가 담당(擔當)토록 

하 다.

※ 문화재보수실측설계용역업체현황(文化財補修實測設計用役業體現況)(별첨(別添))

 

< 설계승인(設計承認) >

설계(設計)는 문화재보수공사(文化財補修工事)의 가장 중요(重要)한 부분(部分)이기 때

문에 다음 절차(節次)로 엄격(嚴格)히 심사(審査)하여 승인(承認)하 다.

① 시공청(施工廳) : 설계용역발주(設計用役發注), 용역성과(用役成果) 납품검수(納品檢

受), 각시도(各市道)에 제출(提出)

② 각시도(各市道) : 시행청발주용역성과접수(施行廳發注用役成果接受), 설계지침(設計

指針)과 대비검토(對備檢討), 설계금액(設計金額)과 예산대비검토(豫算對備檢討), 중앙

(中央)에 승인신청(承認申請)

③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

(문화재(文化財) 1과(課))

○ 설계지침(設計指針)과 설계사항(設計事項) 상이여부(相異與否) 검토(檢討)

○ 기정예산(旣定豫算)과 설계금액(設計金額) 대비검토(對備檢討)

○ 보수과(補修課)에 내역(內譯) 및 설계도(設計圖)의 타당성(妥當性) 여부(與否) 검토   

        (檢討) 요구(要求)

(보수과(補修課))

○ 설계도면(設計圖面), 내역(內譯), 시방서 등(施方書 等) 구비요건(具備要件) 1차검토  

        (一次檢討) 후(後) 주심위원(主審委員)에게 심사의뢰(審査依賴)

○ 주심위원(主審委員)의 검토의견(檢討意見)을 받아 설계심사위원회(設計審査委員會)의  

       심의(審議)에 회부(回附)

(주심위원(主審委員)

○ 설계도(設計圖) 및 시방(施方)의 타당성(妥當性) 검토후(檢討後) 보수과(補修課)에    

    심사의견(審査意見) 제출(提出)

※ 주심위원(主審委員) : 김주태(金周泰) 전문위원(專門委員), 신 훈(申榮勳)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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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專門委員), 유문룡(劉門龍) 전문위원(專門委員), 김동현(金東賢) 실장(室長), 장경호(張

慶浩) 실장(室長)

(설계심사위원회(設計審査委員會))

○ 문화재(文化財) 1보(補), 보수과(補修課), 주심위원(主審委員)의 검토결과(檢討結果)

를종합심사(綜合審査)

※ 설계심사위원회(設計審査委員會)

위원장(委員長) : 문화재관리관(文化財管理官)

위  원(委 員) : 보수과장(補修課長), 문화재(文化財)1과장(課長), 김주태(金周泰) 전문위  

               원(專門委員), 신 훈(申榮勳) 전문위원(專門委員),  장경호(張慶浩) 실   

              장(室長), 김동현(金東賢) 실장(室長), 유문룡(劉門龍) 전문위원(專門委員)

(보수과(補修課))

○ 설계심사위원회(設計審査委員會)의 심의결정(審議決定)에 따라 수정사항(修正事項)   

        각(各) 시도(市道)에 보완지시(補完指示)

○ 설계서(設計書)가 완비(完備)된 것은 문화재1과(文化財一課)에 회부(回附)

(문화재1과(文化財1課))

○ 완비(完備)된 설계서(設計書)를 보수과(補修課)로부터 회부(回附)받아 문화재위원회  

   (文化財委員會)의 심의(審議)를 거쳐 각(各) 시도(市道)에 승인시달(承認示達) 설계사  

   항(設計事項) 중(中)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에서 심사결정(審査決定)하기 어려  

   운 사항(事項)은 별도(別途) 자문위원(諮問委員)을 위촉(委囑)하여 중지(衆知)를 모아  

   심사(審査)하 다.

예(例) : 안압지복원정화공사설계(雁鴨池復元淨化工事設計) 등(等) 중요발굴유적정화설

계(重要發掘遺蹟淨化設計), 중요사적지조경설계(重要史蹟地造景設計), 공조기계설비분야

설계(空調機械設備分野設計)

 

< 설계내역검토(設計內譯檢討) >

문문화재보수공사(文化財補修工事)의 설계도면(設計圖面)은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

局)에서 상기(上記) 절차(節次)를 거쳐 심사결정(審査決定)하 으나 설계내역(設計內譯)

은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와 중요정책사업(重要政策事業)은 문화재관리국(文

化財管理局)에서 그리고 지방지정문화재(地方指定文化財) 기타(其他) 향토문화재(鄕土文

化財)는 각시도(各市道)에서 검토(檢討)하여 시행(施行)토록 하 다.

 

< 공사시공(工事施工) >

문문화재보수정화공사(文化財補修淨化工事)는 고건축분야(古建築分野)의 숙련(熟練)된 

기술자(技術者)와 기술공(技術工)이 시공(施工)해야 하는 일반공사(一般工事)와는 다른 

특수공사(特殊工事)이므로 각(各) 공사(工事) 도급자(都給者)는 이러한 문화재수리기술

자(文化財修理技術者)와 기능공(技能工)들을 보유(保有)하고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

局)에 등록(登錄)된 업체(業體)가 담당(擔當)토록 하 다.

※문화재수리등록업체(文化財修理登錄業體) 및 기술자(技術者) 기능자(技能者) 보유현황

(保有現況)(별첨(別添))

 

203



< 공사시공감독체제(工事施工監督體制 >

각(各) 시공청(施工廳)에서 발주(發注)된 각종공사(各種工事)는 다음과 같이 구분(區分)

된 감독관(監督官)을 배치(配置)하여 시공(施工)하 다.

가. 공사감독관(工事監督官)

○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 : 주감독관(主監督官) 문화재관리국기술직공무원(文  

       化財管理局技術職公務員), 보조감독관(補助監督官) 시공청기술직공무원(施工廳技  

       術職公務員)

○ 중요정책사업공사(重要政策事業工事) : 상동(上同)

○ 지방지정문화재(地方指定文化財) : 시공청기술직공무원(施工廳技術職公務員)

○ 기타향토유적(其他鄕土遺蹟) : 상동(上同)

그러나 지방지정문화재(地方指定文化財)와 향토유적(鄕土遺蹟) 중에서 공사규모(工事規

模)가 크고 시공청기술직공무원(施工廳技術職公務員)이 감독(監督)하기 어려운 것은 시

공청(施工廳)의 요청(要請)에 따라 문화재관리국감독관(文化財管理局監督官)을 파견하

다.

 

나. 기술지도(技術指導)

시시공과정(施工過程)에서 현장(現場)과 설계서(設計書)와의 상이점(相異點)이 발생(發

生)하거나 고증상(考證上)의 문제점(問題點)이 있을 때에는 설계검토주심위원(設計檢討

主審委員)을 파견하여 기술지도(技術指導)를 하도록 하 다.

 

다. 시공상황점검반운 (施工狀況點檢班運營)

중중요공사(重要工事)에 대하여는 그 시공상황(施工狀況)을 점검지도(點檢指導)하기 위

하여 문화재전문위원(文化財專門委員)과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 기술직공무원(技

術職公務員)으로 편성(編成)한 점검반(點檢班)을 파견하여 회순점검지도(回巡點檢指導)

토록 하 다.

 

 

2. 추진사업총괄규모(推進事業總括規模)

가. 추진사업량(推進事業量)

문문화재보수(文化財補修) 3개년(個年) 계획기간(計劃期間) 중(中) 다음 항목(項目)의 

문화재(文化財) 總515件의 보수(補修) 정화(淨化)되었다.

(일부사업(一部事業)은 '80年度로 이월시공중(移越施工中)인 것도 있음)

○ 호국위인유적 보수정화(護國偉人遺蹟 補修淨化)               84件

○ 충효선현유적 보수정화(忠孝先賢遺蹟 補修淨化)           32件

○ 중요국방유적 보수정화(重要國防遺蹟 補修淨化)               49件

○ 중요문화권유적 정화(重要文化圈遺蹟 淨化)

1) 경주권신라문화유적 정화(慶州圈新羅文化遺蹟 淨化)         41件

2) 제주권탐라문화유적 정화(濟州圈耽羅文化遺蹟 淨化)         18件

3) 가야문화유적 정화(伽倻文化遺蹟 淨化)                      7件

4) 백제문화유적 정화(百濟文化遺蹟 淨化)                      7件

○ 중요사적 정화(重要史蹟 淨化)                               12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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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투입액(總投入額)

재  원(財  源)

국비(國費) 지방비(地方費) 민간(民間)

27,158,930,000 18,376,330,000 8,671,600,000 110,997,000

연도별(年度別) 투입액(投入額)

재  원(財  源)

국비(國費) 지방비(地方費) 민  간(民  間)

77 7,921,521,000 5,013,964,000 2,892,560,000 14,991,000

78 9,841,662,000 6,575,904,000 3,210,758,000 55,000,000

79 9,395,747,000 6,786,465,000 2,568,282,000 41,000,000

계 27,158,930,000 18,376,333,000 8,671,600,000 110,997,000

○ 중요국가지정문화재 보수(重要國家指定文化財 補修)          114件

○ 천연기념물보호시설(天然記念物保護施設)                     39件

○ 중요민속자료 보수(重要民俗資料 補修)                       25件

○ 조선왕조궁릉원 보수정화(朝鮮王朝宮陵園 補修淨化)            6件

○ 지방문화재 및 향토유적 보수(地方文化財 및 鄕土遺蹟 補修)   81件  

                   計                                      515件

 

나. 투입예산(投入豫算) 및 재원(財源)

상상기사업(上記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總 271億 5,900萬원의 예산(豫算)이 투입(投

入)되었으며 재원(財源)은 정부(政府)에서 정(定)하는 국비지원(國費支援)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지방비(地方費) 부담비율(負擔比率)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보

(確保), 시행(施行)하 다.

 

총투입예산(總投入豫算)과 재원(財源)

연도별(年度別) 투입예산(投入豫算) 및 재원(財源)

 

 

3. 추진사업개요(推進事業槪要)

가. 호국위인유적 보수정화(護國偉人遺蹟 補修淨化)

우리 역사적(歷史的) 국난(國難)을 당하 을 때 민족(民族)과 국토(國土)를 지키기 위하

여 크게 공훈(功勳)하 던, 호국위인유적(護國偉人遺蹟)을 보수정화(補修淨化)하여 그 

정신(精神)을 계발선양(啓發宣揚)하는 사업(事業)이 중요역점사업(重要力點事業)으로 추

진(推進)되었다. 이 부분(部分)의 사업(事業)에 總 6,701,695,000원(국비(國費) 

3,802,034,000원, 지방비 (地方費) 2,889,661,000원 민간(民間) 10,000,000원)의 예산(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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算)이 투입(投入)되어 다음 호국위인(護國偉人)의 유적(遺蹟)이 보수정화(補修淨化)되었

거나 사업(事業)이 착수(着手)되었다.

< 삼국시대의 호국위인(三國時代의 護國偉人) >

○ 고구려(高句麗) 강이식장군 유적(姜以式將軍 遺蹟)(진주(晋州) 봉산사(鳳山祠))

○ 백제(百濟) 계백장군 유적(階伯將軍 遺蹟)(논산(論山) 충곡서원(忠谷書院))

< 고려대외항쟁호국위인(高麗對外抗爭護國偉人 >

○ 최 장군(崔瑩將軍) 유적(遺蹟)(고양묘소(高陽墓所), 남해(南海) 무민사(武愍祠))

○ 서희장군(徐熙將軍) 유적(遺蹟)(여주묘소(驪州墓所))

○ 윤관장군(尹瓘將軍) 유적(遺蹟)(파주묘소(坡州墓所))

○ 신숭겸장군(申崇謙將軍) 유적(遺蹟)(춘성사우(春城祠宇), 달성 표충단(達城 表忠壇)) 

○ 정지장군(鄭地將軍) 유적(遺蹟)(광주묘소사우(光州墓所祠宇))

 

 

부산 충렬사(釜山 忠烈祠)

 

 

< 임란호국위인(壬亂護國偉人 >

○ 임란개전초(壬亂開戰初) 부산전투순절위인유적(釜山戰鬪殉節偉人遺蹟)(부산충렬사

(釜         山忠烈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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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민장군(金時敏將軍) 유적(遺蹟)(괴산 충민사(槐山 忠愍祠))

○ 조중봉의병장(趙重峰義兵將) 유적(遺蹟)(옥천묘소(沃川墓所, 보은후율사(報恩後栗祠))

○ 장지현의병장(張智賢義兵將) 유적(遺蹟)( 동사우(永同祠宇))

○ 이수일장군(李守一將軍) 유적(遺蹟)(중원사우(中原祠宇))

○이순신장군(李舜臣將軍) 유적(遺蹟)(아산묘소(牙山墓所), 묘당도(廟堂島) 충무사(      

       忠武祠), 여수(麗水 忠愍祠), 고하도(古下島) 충무사(忠武祠))

○ 규대사(靈圭大師) 유적(遺蹟)(갑사(甲寺) 표충원(表忠院), 공주묘소(公州墓所), 금

산         유허비(錦山 遺墟碑))

○ 유형장군(柳珩將軍) 유적(遺蹟)(공주(公州) 충열사(忠烈祠))

○ 정충신장군(鄭忠信將軍) 유적(遺蹟)(서산사우(瑞山祠宇))

○ 정유재란(丁酉再亂) 남원성전투순절위인(南原城戰鬪殉節偉人) 유적(遺蹟)(남원 만인  

       의총(南原 萬人義塚)

○ 논개 유적(論介 遺蹟)(장수 논개사(長水 論介祠))

○ 이정란장군(李廷鸞將軍) 유적(遺蹟)(전주사우(全州祠宇))

○ 고경명의병장(高敬命義兵將) 유적(遺蹟)(광산 □충사(光山 □忠祠))

○ 서산대사(西山大師) 유적(遺蹟)(해남(海南) 표충사(表忠祠))

○ 김덕령장군(金德齡將軍) 유적(遺蹟)(광주(光州) 충장사(忠壯祠))

○ 나대용장군(羅大用將軍) 유적(遺蹟)(나주생가(羅州生家), 사우(祠宇))

○ 정기용장군(鄭起龍將軍) 유적(遺蹟)(상주(尙州) 충의사(忠義祠), 하동(河東) 경충당(  

         景忠堂)

○ 김호장군(金虎將軍) 유적(遺蹟)(경주(慶州) 고택(古宅))

○ 정대임의병장(鄭大任義兵將) 유적(遺蹟)( 천(永川)사우(祠宇))

○ 정세아의병장(鄭世雅義兵將) 유적(遺蹟)( 천(永川)고택(古宅))

○ 권응수장군(權應洙將軍) 유적(遺蹟)( 천(永川)사우(祠宇))

○ 장윤(張潤)의병장(義兵將)(순천사우(順天祠宇))

○ 박의장장군(朴毅長將軍) 유적(遺蹟)( 덕고택사우(盈德古宅祠宇))

○ 김면의병장(金沔義兵將) 유적(遺蹟)(고령사우(高靈祠宇))

○ 정담장군(鄭湛將軍) 유적(遺蹟)( 양고택사우(英陽古宅祠宇))

○ 최문병의병장(崔文炳義兵將) 유적(遺蹟)(경산사우(慶山祠宇))

○ 곽재우의병장(郭再祐義兵將) 유적(遺蹟)(의령(宜寧) 충익사(忠翼祠) 정암진(鼎岩津)   

     기강전적지(岐江戰蹟地), 창녕(昌寧) 망우정(忘憂亭))

○ 사명대사(四溟大師) 유적(遺蹟)( 양(密陽) 생가지비(生家址碑), 해인사(海印寺) 홍제  

       암(弘濟庵))

○ 정문부장군(鄭文孚將軍) 유적(遺蹟)(진주충의사(晋州忠毅祠))

○ 임란(壬亂) 김해성순절위인(金海城殉節偉人)) 유적(遺蹟)(김해(金海) 사충단(四忠壇))

○ 김준민의병장(金俊民義兵將)(진양신도비(晋陽神道碑))

○ 윤경남의병장(尹景男義兵將) 유적(遺蹟)(거창비각(居昌碑閣))

○ 천만리장군(千萬里將軍) 유적(遺蹟)(고역(固域) 호암사(虎암祠))

○ 홍천협□의병장(洪天□義兵將) 유적(遺蹟)(군위(軍威) 도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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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충렬사(忠州 忠烈祠)

 

 

< 병자호란호국위인(丙子胡亂護國偉人 >

○ 임경업장군(林慶業將軍) 유적(遺蹟)(충주(忠州) 충렬사(忠烈祠))

○ 남이흥장군(南以興將軍) 유적(遺蹟)(당진(唐津) 충장사(忠壯祠)

 

< 구한말대일항쟁의병 및 독립운동가(舊韓末對日抗爭義兵 및 獨立運動家) >

○ 안중근의사(安重根義士) 유적(遺蹟)(서울 남산기념관(南山記念館))

○ 유인석장군(柳麟錫將軍) 유적(遺蹟)(양구 전적지(楊口 戰蹟地))

○ 민긍호의병장(閔肯鎬義兵將) 유적(遺蹟)(원주묘소(原州墓所)

○ 손병희선생(孫秉熙先生) 유적(遺蹟)(중원생가(中原生家))

○ 이상설선생(李相卨先生) 유적(遺蹟)(진천사우(鎭川祠宇))

○ 윤봉길의사(尹奉吉義士) 유적(遺蹟)(예산(禮山) 충의사(忠義祠), 생가(生家))

○ 이남규의사(李南珪義士) 유적(遺蹟)(예산고택(禮山古宅), 평원정(平遠亭)

○ 백정기의사(白正基義士) 유적(遺蹟)(정읍순국기념비(井邑殉國記念碑)

○ 임실항일의병(任實抗日義兵) 유적(遺蹟)(임실소충사(任實昭忠祠))

 

< 기타(其他) >

○ 신유장군(申瀏將軍) 유적(遺蹟)(칠곡묘소(漆谷墓所), 사우(祠宇))

○ 전봉준(全奉準) 유적(遺蹟)(공주동학군전적지(公州東學軍戰蹟地), 정읍생가(井邑生   

         家))

○ 강응환(姜膺煥) 유적(遺蹟)(고창사우(高敞祠宇))

호국위인현창(護國偉人顯彰)사업(事業)에서 특히 부산충렬사(釜山忠烈祠), 의령충익사

(宜寧忠翼祠), 남원만인의총(南原萬人義塚), 충주충렬사(忠州忠烈祠), 예산충의사(禮山忠

義祠), 해남표충사(海南表忠祠), 광주충장사(光州忠壯祠), 해인사홍제암(海印寺弘濟庵)은 

크게 중건정화(重建淨化)하여 국민정신교육도장(國民精神敎育道場)으로 가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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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충효(忠孝)선현유적보수정화(先賢遺蹟補修淨化)

역사상(歷史上)의 인물(人物) 중에서 충효정신(忠孝精神)의 귀감되는 위인(偉人)과 정치

(政治)사회(社會)학문(學門) 등(等) 각(各) 분야(分野)에 큰 업적(業績)을 남긴 선현(先

賢)들의 유적정화사업(遺蹟淨化事業)도 계획기간중(計劃期間中) 중요시책사업(重要施策

事業)으로 추진(推進)되었다. 계획기간중(計劃期間中) 중요시책사업(重要施策事業)으로 

추진(推進)되었다. 계획기간중(計劃期間中) 이 분야(分野)의 사업(事業)에 總 

1,108,601,000원의 예산(豫算)(국비(國費) 524,662,000, 지방비(地方費) 503,939,000, 민간

(民間) 80,000,000)이 투입(投入)되었으며 다음 사업(事業)이 실시(實施)되었다.

 

< 명신유적(名臣遺蹟) >

○ 이항복(李恒福) 유적(遺蹟)(포천(抱川) 화산서원(花山書院))

○ 황희(黃喜) 유적(遺蹟)(파주(坡州) 당(影堂))

○ 송시열(宋時烈) 유적(遺蹟)(괴산(槐山) 화양동서원지(華陽洞書院址), 신도비(神道     

        碑)

○ 유성룡(柳成龍) 유적(遺蹟)(안동(安東) 병산서원(屛山書院))

○ 정  온(鄭  溫) 유적(遺蹟)(진양(晋陽) 유허(遺墟))

 

< 유학자(儒學者) 유적(遺蹟) >

○ 이율곡(李栗谷) 유적(遺蹟)(파주(坡州) 자운서원(紫雲書院))

○ 김장생(金長生) 유적(遺蹟)(논산(論山) 둔암서원(遯岩書院))

○ 기대승(奇大昇) 유적(遺蹟)(광산(光山) 빙월당(氷月堂))

○ 최치원(崔致遠) 유적(遺蹟)(경주(慶州) 상서장(上書壯))

○ 정경세(鄭經世) 유적(遺蹟)(상주(尙州) 고택(古宅))

○ 주세붕(周世鵬) 유적(遺蹟)(함안(咸安 당(影堂)

○ 조  식(曺  植) 유적(遺蹟)(산청(山淸) 덕천서원(德川書院))

○ 이  황(李  滉) 유적(遺蹟)(안동(安東) 도산서원(陶山書院))

○ 최 경(崔永慶) 유적(遺蹟)(하동(河東) 수정당(修正堂))

 

< 실학자(實學者) 유적(遺蹟) >

○ 정다산(丁茶山) 유적(遺蹟)(양주(楊州) 묘소(墓所))

○ 김정희(金正喜) 유적(遺蹟)(예산(禮山) 화엄사(華嚴寺))

○ 유형원(柳馨遠) 유적(遺蹟)(부안(扶安) 유허(遺墟))

 

< 충효위인(忠孝偉人)유적(遺蹟) >

○ 정몽주(鄭夢周) 유적(遺蹟)( 천(永川) 임고서원(臨皐書院))

○ 길 재(吉 再) 유적(遺蹟)(구미(구尾) 채미정(採薇亭), 선산(善山) 금오서원(金         

          烏書院)

○ 단종충신(端宗忠臣) 유적(遺蹟)( 월(寧越) 창절사(彰節祠)

○ 사육신(死六臣) 유적(遺蹟)(달성(達城) 육신사(六臣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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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학자(國學者)유적(遺蹟) >

○ 신채호(申采浩) 유적(遺蹟)(청원사우(淸原祠宇))

○ 정송강(鄭松江) 유적(遺蹟)(진천사우(鎭川祠宇))

○ 윤선도(尹善道) 유적(遺蹟)(해남기념관(海南記念館)

○ 박인로(朴仁老) 유적(遺蹟)( 천사우(永川祠宇))

 

< 기타(其他) >

○ 김대건(金大建) 유적(遺蹟)(당진생가(唐津生家))

○ 박  연(朴  堧) 유적(遺蹟)( 동사우(永同祠宇))

 

다. 중요국방유적 보수정화(重要國防遺蹟 補修淨化)

전국(全國) 도처(到處)에는 우리 역사(歷史)에서 국난극복사(國難克服史)를 실증(實證)

하는 전적지(戰蹟地)들과 유비무환(有備無患)의 호국정신(護國精神)으로 쌓았던 국토방

위유적(國土防衛遺蹟)들이 곳곳에 산재(散在)해 있다. 계획기간(計劃期間) 중(中)에 이

들 국방유적지(國防遺蹟地)들 중에서 역사적(歷史的) 의의(意義)가 큰 전적지(戰蹟地)들

과 유구(遺構)가 잘 보존(保存)되고 있는 유적(遺蹟)들을 보수(補修)하여 역사교육(歷史

敎育)의 현장(現場)을 가꾸는 사업(事業)이 추진(推進)되었다. 이 사업(事業)에는 總 

6,293,821,000원의 예산(豫算)(국비(國費) 3,850,192,000원, 지방비(地方費) 2,443,629,000

원)이 투입(投入)되어 總 49개소(個所)의 사업(事業)이 이루어졌고 특(特)히 우리나라 

성곽(城廓)의 대표(代表)가 되는 수원성(水原城)은 74年 이래(以來)의 5개년(個年)사업

(事業)으로 전면(全面) 복원정화(復元淨化)되었고 서울성(城)과 진주성(晋州城), 남한산

성(南漢山城)은 대단위단속사업(大單位斷續事業)으로 복원보수공사(復元補修工事)가 실

시(實施)되었다. 그리고 한산도대첩지(閑山島大捷地)와 제주삼별초전적지(濟州三別抄戰

蹟地)는 역사교육도장(歷史敎育道場)으로 정화(淨化)되었다. 기획기간(企劃期間) 중(中)

에 보수정화사업(補修淨化事業)이 실시(實施)된 중요국방유적(重要國防遺蹟)은 다음과 

같다.

 

< 고려(高麗)때의 대몽대외항쟁유적(對蒙對倭抗爭遺蹟) >

○ 강화산성(江華山城) ○ 처인성(處仁城) ○ 홍산대첩지(鴻山大捷地) ○ 황산대첩지(黃  

    山大捷地) ○ 제주삼별초군항쟁지(濟州三別抄軍抗爭地)

 

< 임란전적지(壬亂戰蹟地) >

○ 행주산성(幸州山城) ○ 독산성(禿山城) ○ 충주성(忠州城) ○ 이치대첩지(梨峙大捷   

    地) ○ 태치전적지(態峙戰蹟地) ○ 한산도 대첩지(閑山島 大捷地) ○ 관음보전적지  

           (觀音浦戰蹟地) ○ 진주성대첩지(晉州城大捷地) ○ 사천해전승첩지(泗川海戰  

           勝捷地) ○ 동래읍성(東萊邑城)

 

 

210



제  승  당

 

 

< 구한말(舊韓末) 의병격전지(義兵激戰地) >

○ 홍주성(洪州城) ○ 진병산전적지(陣兵山戰蹟地)

 

< 중요국방유적(重要國防遺蹟 >

○ 서울성곽(城廓) ○ 수원성곽(水原城廓) ○ 남한산성(南漢山城) ○ 금정산성(金       

    井山城) ○ 상당산성(上堂山城) ○ 해미읍성(海美邑城) ○ 고창읍성(高敞邑城) ○   

    적상산성(赤裳山城) ○ 가산산성(架山山城) ○ 문경관문(聞慶關門) ○               

    금돌성(今突城) ○ 화     산성(華山城) ○ 관문성(關門城) ○ 임진성(壬辰城) ○ 사  

    등성(沙等城)

 

서  울  성  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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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성  곽

 

 

라. 중요문화권유적 정화(重要文化圈遺蹟 淨化)

문문화재보수(文化財補修) 3개년(個年)계획사업(計劃事業)에 우리 문화사(文化史)에 크

게 구분(區分)되는 중요문화권역(重要文化圈域)의 유적정화사업(遺蹟淨化事業)이 추진

(推進)되었다. 이 문화권유적정화사업(文化圈遺蹟淨化事業)은 관광종합개발사업(觀光綜

合開發事業)의 일환(一環)으로 지역개발사업(地域開發事業)과 병행추진(竝行推進)된 것

이다. 먼저 1972年度에 확정(確定)되어 장기(長期) 10개년사업(個年事業)으로 실시(實

施)된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慶州觀光綜合開發計劃)에 따라 경주권역내(慶州圈域內)의 

신라문화유적(新羅文化遺蹟)의 발굴조사(發掘調査)와 각(各) 유적(遺蹟)의 보수정화사업

(補修淨化事業)이 기정계획(旣定計劃)에 의거(依據) 계속사업(繼續事業)으로 추진(推進)

되었고 제주관광종합개발계획(濟州觀光綜合開發計劃)에 따른 탐라문화유적(耽羅文化遺

蹟)의 정화사업(淨化事業)도 계획기간(計劃期間) 중(中)에 계속사업(繼續事業)으로 실시

(實施)되었다. 그리고 현재(現在)까지 학술적(學術的) 체계(體系)가 정립(定立)되지 않았

던 가야문화(伽倻文化)에 대(對)한 유적발굴조사(遺蹟發掘調査)와 그 정비사업(整備事

業)이 추진(推進)되었다. 한편 서울, 공주(公州), 부여(扶餘), 익산(益山) 등지(等地)의 

백제문화권유적(百濟文化圈遺蹟)에 대하여는 계획기간중(計劃期間中)에 5개대학(大學)

(서울대, 충남대(忠南大), 공주사대(公州師大), 원광대(圓光大), 전남대(全南大)에 의뢰

(依賴)하여 학술용역사업(學術用役事業)으로 지표조사(地表調査)를 실시(實施)하여 백제

문화권유적종합정비계획(百濟文化圈綜合整備計劃)을 수립(樹立)하고 중요사적지(重要史

蹟地)에 대한 기본설계(基本設計)와 용지매입(用地買入) 등(等) 선도사업(先導事業)을 

추진(推進)하 다.

 

1) 경주권신라문화유적(慶州圈新羅文化遺蹟) 정화(淨化)

경경주지역(慶州地域)의 신라문화유적(新羅文化遺蹟)의 정비사업(整備事業)은 1972年 

이래(以來) 추진(推進)되어온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慶州觀光綜合開發計劃)의 계속사업

(繼續事業)으로 실시(實施)되었다. 계획기간중(計劃期間中)에 실시(實施)된 사업(事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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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槪要)는 먼저 중요사적지정비사업(重要史蹟地整備事業)으로서 ○ 반월성지구(半月

城地區)(안압지발굴조사(雁鴨池發掘調査), 유적복원정화(遺蹟復元淨化)) ○ 황룡사지구

(皇龍寺址區)(황룡사지발굴조사(皇龍寺址發掘調査), 분황사정화(芬皇寺淨化)) ○ 낭산지

구(狼山地區)(선덕여왕릉정화(善德女王陵淨化), 능지탑복원(陵旨塔復元), 사대왕사지사역

매입(四大王寺祉寺域買入)) ○ 괘릉지구(掛陵地區)(원성왕릉역정화(元聖王陵域淨化)) ○ 

문무왕릉지구(文武王陵地區)(이견대복원(利見臺復元), 감은사지발굴조사(感恩寺址發掘調

査)) ○ 금강산지구(金剛山地區)(석탈해왕릉정화(昔脫解王陵淨化) 등(等) 6개(個) 사적

지구(史蹟地區) 사업(事業)이 추진(推進)되었다.

 

 

 

황룡사지발굴(皇龍寺址發掘)

 

 

감은사지발굴(感恩寺址發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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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위문화재보수사업(單位文化財補修事業)으로서는 ○ 효자손시양비(孝子孫時陽

碑)(호보각(護保閣)건립(建立)) ○ 헌덕왕릉(憲德王陵)(호석난간석(護石蘭干石)복원(復

元)) ○ 남산 신인사지(南山神印寺祉) 3층석탑(三層石塔)(도양석탑복원(到壤石塔復元) 

○ 삼랑사지(三郞寺祉) 당간지주(幢竿支柱)(이전복원(移轉復元)) ○ 독낙당(獨樂堂)(건

물보수(建物補修) ○ 성덕왕릉(聖德王陵)(난우석(蘭于石)복원(復元)) ○ 노서동고분군

(路西洞古墳群)(고분주변사유지매입(古墳周邊私有地買入) 가옥철거(家屋撤去)) ○ 구정

동방형분(九政洞方形墳)(봉분(封墳) 및 호석보수(護石補修), 주변가옥철거정비(周邊家屋

撤去整備) ○ 흥륜사지(興輪寺祉)(경역확장(境域擴張), 보호책설치(保護柵設置)) ○ 남산

리(南山里) 3층석탑(三層石塔)(주변정화(周邊淨化), 보호책설치(保護柵設置)) ○ 동방동

(東方洞) 와요지(瓦窯址)(발굴조사(發掘調査), 유적지(遺蹟地) 매입정화(買入淨化)) ○ 

노동동(路東洞) 고분군(古墳群)(인접가옥철거(隣接家屋撤去)) ○ 재매정(財買井)(경역확

장(境域擴張) 정화(淨化)) ○ 월성견곡(月城見谷) 와요지(瓦窯祉址(발굴조사(發掘調査)) 

○ 경주관아(慶州官衙)(건물보수(建物補修)) 등(等) 사업(事業)이 실시(實施)되어 훼손

(毁損)된 유적(遺蹟)이 보수(補修)되고 각(各) 유적(遺蹟)의 주변(周邊)이 정화(淨化)되

었다. 또 경주사적관리사무소(慶州史蹟管理事務所)에서는 경주(慶州)와 월성군(月城郡) 

일원(一圓)의 지표조사(地表調査)를 실시(實施)하여 9개면(個面)의 조사(調査)를 완료

(完了)하고 總 2,349점(點)의 문화재(文化財)를 확인(確認) 기록보존(記錄保存)하 다.

 

 

통일전전경(統一殿全景)

 

 

또 계획기간(計劃期間) 중(中) 특기사업(特記事業)으로 경주(慶州) 남산(南山) 산록(山

麓)에 통일전(統一殿)을 조성(造成)하여 우리 역사상(歷史上) 민족(民族)과 국토(國土)를 

최초(最初)로 통일(統一)한 신라(新羅)의 삼국통일정신(三國統一精神)과 그 역사적(歷史

的) 의의(意義)를 선양(宣揚)하는 교육도장(敎育道場)으로 만들었다. 한편 불국사(佛國

寺)에서는 관람료수입(觀覽料收入) 재원(財源)으로 불국사(佛國寺) 외곽정비사업(外郭整

備事業)을 마무리 짓고 사찰내(寺刹內)의 요사 건물(建物)들을 불국사(佛國寺) 가람(伽

藍)에 맞게 새로 정비(整備)하 으며 입실관람(入室觀覽)으로 보존상(保存上)에 많은 문

제(問題)가 제기(提起)되었던 석굴암(石窟庵)에 대한 공개시설(公開施設)을 개선(改善)

하 다. 또 1965年 이래(以來) 계속(繼續)된 가동(稼動)으로 심히 노후(老朽)되어 있던 

석굴암(石窟庵)의 공조설비(空調設備)를 새로 교체(交替)하여 석굴암(石窟庵)의 보존과

학적(保存科學的) 시설(施設)을 완비(完備)하 다. 그리고 현(現) 석굴암(石窟庵)이 더 

이상(以上) 풍화훼손(風化毁損)되지 않는 상태(狀態)에서 구보존(永久保存)키 위한 방

안(方案)으로 석굴암실측조사설계(石窟庵實測調査設計)와 모형제작방안연구(模型製作方

案硏究)(KIST가 실시(實施))가 실시(實施)되었다. 이러한 경주권문화유적정화사업비(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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州圈文化遺蹟淨化事業費)는 계획기간(計劃期間) 중(中)에 총(總) 2,612,965,000원이 투입

(投入)되었으며 이는 전액국비재원(全額國費財源)으로 실시(實施)되었다.

 

2) 제주권탐라문화유적정화(濟州圈耽羅文化遺蹟淨化)

ㅇ여기서 탐라문화유적(耽羅文化遺蹟)이라 함은 탐라시대(耽羅時代)의 유적(遺蹟)을 포

함(包含)한 제주도(濟州道)에 산재(散在)한 모든 유적(遺蹟)을 편의상(便宜上) 총칭(總

稱)한 것이다. 제주도(濟州道)는 수려(秀麗)한 자연경관(自然景觀)과 특이(特異)한 민속

풍물(民俗風物)로 해서 국제적(國際的) 관광지(觀光地)로 개발(開發)할 여건(與件)이 구

비(具備)된 곳이다. 그래서 정부(政府)에서는 이곳을 국제적(國際的) 관광지(觀光地)로 

개발(開發)하기 위한 종합개발계획(綜合開發計劃)을 수립확정(樹立確定)하여 1973年 이

래(以來) 각(各) 부처별(部處別)로 소관사업(所管事業)을 추진(推進)해왔고 문화재관리

국(文化財管理局)에서는 이 계획(計劃)에 따라 제주도내(濟州道內)의 각(各) 유적(遺蹟)

의 정비사업(整備事業)을 실시(實施)하 다. 계획기간중(計劃期間中)에 실시(實施)된 제

주권탐라유적정화사업(濟州圈耽羅遺蹟淨化事業)에는 總 1,665,125,000원의 국비(國 費)

가 지원(支援)되어 ○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건립 (濟州民俗自然史博物館建立) ○ 삼별

초유적정화(三別抄遺蹟淨化)(향몽순의비건립(抗蒙殉義碑建立), 항파두리토성 보수(缸坡

頭里土城 補修)) ○ 정의향교(旌義鄕校(건물보수(建物補修)) ○ 대정향교(大靜鄕校)(건

물보수(建物補修)) ○ 애월성지(崖月城祉)(성벽보수(城壁補修) ○ 혼인지(유지정화(遺址

淨化) ○ 봉수대(烽燧臺)(대보수(臺補修), 보호책(保護柵)) ○ 삼성혈(三姓穴)(주차시설

(駐車施設)) ○ 김정희(金正喜) 적소(謫所)(유허비건립(遺墟碑建立)) ○ 만세동산(萬歲동

산)(비건립(碑建立), 경역정화(境域淨化)) ○ 천연기념물보호시설등(天然記念物保護施設

等)이 실시(實施)되었고, 제주민속사박물관건립(濟州民俗史博物館建立)에 대비(對備)한 

제주민속촌종합조사(濟州民俗村綜合調査)와 민속자료수집사업(民俗資料蒐集事業)이 실

시(實施)되었다. 특(特)히 삼별초항몽유적지(三別抄抗蒙遺蹟地)는 호국위인유적정화사업

(護國偉人遺蹟淨化事業)의 일환(一環)으로 추진(推進)되어 역사교육도장(歷史敎育道場)

으로 가꾸어졌다. 제주권문화유적정화사업(濟州圈文化遺蹟淨化事業)에서 가장 획기적

(劃期的)이고 의의(意義)가 큰 사업(事業)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濟州民俗自然史博物

館)의 건립(建立)이다. 제주도(濟州道)가 정부지원(政府支援) 및 도비(道費)로 건립(建

立) 중인 이 박물관(博物館)은 앞으로 제주도(濟州道)의 자연사(自然史)와 민속풍물(民

俗風物)을 총람(總覽)할 수 있는 관광(觀光) 및 중요사회교육시설(重要社會敎育施設)이 

될 것이다.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조감도(濟州民俗自然史博物館 鳥瞰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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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야문화권(伽倻文化圈) 유적정화(遺蹟淨化)

가야문화권유적정화사업(伽倻文化圈遺蹟淨化事業)으로 대가야시대(大伽倻時代)의 고령

(高靈) 지산동 고분군(池山洞 古墳群)과 금관가야시대(金官伽倻時代)의 김해(金海) 김수

로왕릉(金首露王陵)과 왕비릉(王妃陵) 및 그 이전(以前) 선사시대(先史時代)의 김해(金

海) 금현리 패총(金現里 貝塚)과 창원(昌原) 성산패총 유적(城山貝塚 遺蹟)에 대한 발굴

(發掘)과 정화사업(淨化事業)이 추진(推進)되었다. 고령(高靈) 지산동 고분군(池山洞 古

墳群)은 가야연맹시대(伽倻聯盟時代) 혹(或)은 신라초기(新羅初期)의 것으로 추정(推定)

되는 고분(古墳)으로 계획기간(計劃期間) 중 이들 고분중(古墳中) 구미산 남록(九眉山 

南麓)에 소재(所在)한 대분(大分)에 대한 발굴조사(發掘調査)가 경북대학(慶北大學)과 

계명대학(啓明大學)에 의해 실시(實施)되었고 발굴고분(發掘古墳)의 복원(復元)과 인접

고분군(隣接古墳群)의 정화사업(淨化事業)이 실시(實施)되었다. 또 김해지역(金海地域)

은 김수로왕릉(金首露王陵)과 왕비릉 경역(王妃陵 境域)의 정화(淨化)와 시설보수(施設

補修)가 실시(實施)되었고 김해(金海) 금현리 패총(金現里 貝塚)은 사유지(私有地)를 매

입(買入)하여 경역(境域)을 정화(淨化)하 다. 창원 성산패총(昌原 城山貝塚)은 유물전

시관건립(遺物展示官建立)과 유적지일대(遺蹟地一帶)의 조경사업(造景事業)이 실시(實

施)되었다.

 

4) 백제문화권유적(百濟文化圈遺蹟) 정화(淨化)

백제문화권유적정화사업(百濟文化圈遺蹟淨化事業)은 경주권유적정화(慶州圈遺蹟淨化)에 

이어 역점시책(力點施策)으로 추진(推進)할 중요문화권개발사업(重要文化圈開發事業)이

다. 그러나 백제권유적(百濟圈遺蹟)은 7세기(世紀) 백제멸망(百濟滅亡) 이후(以後) 백제

문화(百濟文化)의 실체(實體)가 대부분 훼손인멸(毁損湮滅)되었기 때문에 구체적(具體

的) 유적정화계획수립(遺蹟淨化計劃樹立)에 앞서 백제문화권(百濟文化圈)을 어떻게 설

정(設定)하고 어떠한 유적(遺蹟)을 어떻게 정화(淨化)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조사(事前調

査)가 필요(必要)하 다. 이를 위해 문화재연구소(文化財硏究所)에서는 학술조사용역사

업(學術調査用役事業)으로 서울대, 충남대(忠南大), 공주사대(公州師大), 원광대(圓光大), 

전남대(全南大) 등 5개(個) 대학(大學)에 의뢰하여 서울, 부여(扶餘), 공주(公州), 익산

(益山), 산강 지역(地域) 등의 백제문화유적(百濟文化遺蹟)의 지표조사(地表調査)를 

실시(實施) 백제문화권유적(百濟文化遺蹟)의 현황(現況)과 실태(實態) 및 필요(必要)한 

정화사업(淨化事業)에 대한 학계(學界)의 의견(意見)을 종합(綜合)하 다. 이 조사결과

(調査結果)를 토대로 하여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에서는 백제문화권유적(百濟文化

圈遺蹟)에 대한 종합정화계획(綜合淨化計劃)을 수립(樹立)하고 1978年부터 우선 그 선

도사업(先導事業)으로 다음 사업(事業)을 추진(推進)하 다. 먼저 부여지구(扶餘地區)의 

정림사지(定林寺址), 부소산성(扶蘇山城), 능산리고분군(陵山里古墳群), 공주지구(公州地

區)의 송산리 고분군(宋山里 古墳群)(무녕왕릉역(武寧王陵域)), 공산성(公山城) 등 중요

사적지(重要史蹟地)에 대한 기본설계(基本設計)를 실시(實施)하 고 앞으로의 발굴(發

掘) 또는 정화사업시행(淨化事業施行)에 필요(必要)한 용지확보(用地確保)를 위해 익산

지구(益山地區)의 미륵사지(彌勒寺址)와 왕궁평유적지(王宮坪遺蹟地), 부여(扶餘)의 정

림사지(定林寺址), 공주(公州)의 송산리고분(宋山里古墳) 등지(等地)의 정화예정 구역내

(淨化豫定 區域內)의 사유지(私有地)를 매입(買入)하 다. 그리고 익산(益山) 미륵사지

(彌勒寺址)는 80年度부터 실시(實施)하는 국가발굴조사(國家發掘調査)에 대비(對備),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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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조사현장사무소(發掘調査現場事務所)와 유물(遺物) 및 장비고등(裝備庫等) 시설(施設)

의 건립(建立)과 발굴장비(發掘裝備) 및 용품(用品)을 구입(購入)하 다. 또 단위문화재

보수사업(單位文化財補修事業)으로 김제벽골제(金堤碧骨堤), 익산토성(益山土城), 익산

쌍릉(益山雙陵), 익산고도리석불입상(益山古都里石佛立像) 등의 보수(補修) 또는 정화공

사(淨化工事)가 '78∼'79년 예산사업(豫算(1,062,500,000)事業)으로 착수(着手)되었다.

 

마. 중요사적 정화(重要史蹟 淨化)

이상(以上)의 각 사업(各 事業)에 포함(包含)하지 않는 사적지 정화사업(史蹟地 淨化事

業)으로 예산(豫算) 1,282,586,000원(국비(國費) 1,130,300,000원, 지방비(地方費) 

152,286,000원)이 투입(投入)되어, 총(總)12건(件)의 다음 사적(史蹟)이 정화(淨化)되었

다.

○ 세종대왕능역(世宗大王陵域)(능역정화(陵域淨化), 기념관 건립(紀念館 建立)) ○ 수

원화 전(水原華寧殿)(건물보수(建物補修) 경내배수시설(境內排水施設)) ○ 정족산사고

지(鼎足山史庫址)(보호책설치(保護柵設置)) ○ 강화선원사지(江華仙源寺址)(사역매입(寺

域買入) 보호책설치(保護柵設置)) ○ 월장릉(寧越莊陵)(건물보수(建物補修)) ○ 오대

산사고지(五臺山史庫址)(유지정리(遺址整理)) ○ 귀암리지석묘(龜岩里支石墓)(경역사유

지매입(境域私有地買入) 보호책설치(保護柵設置)) ○ 강진도요지(康津陶窯址)(사적지사

유지매입(史蹟址私有地買入)) ○ 대구불로동고분군(大邱不老洞古墳群)(봉분보수(封墳補

修) 사유지매입(私有地買入))

특히 사적지 정화사업(史蹟地 淨化事業)에서 여주세종대왕능역(驪州世宗大王陵域)은 세

종대왕(世宗大王)의 위업(偉業)을 기리는 현창시설(顯彰施設)로 경역(境域)을 크게 확장

정비(擴張整備)하 다.

 

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國家指定文化財 補修)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 중에서 시설(施設)이 노후(老朽)되어 현상보존(現狀保

存)이 어렵거나, 주변(周邊)이 정화(淨化)되어 있지 않는 문화재(文化財)가 계획기간(計

劃期間) 중에 114개소 보수정화(補修淨化)되었다. 이 사업(事業)에는 예산(豫算) 

3,058,425,000원(국비(國費) 1,895,690,000원, 지방비(地方費) 1,162,251,000원)이 투입(投

入)되었다. 추진(推進)된 사업(事業)은 다음과 같다.

 

< 중요건물보수(重要建物補修) >

○ 서울문묘(文廟) ○ 전등사대웅전 범종각(傳燈寺大雄殿 梵鍾閣) ○ 월정사(月精寺) ○ 

강릉객사문(江陵客舍門) ○ 삼척죽서루(三陟竹西樓) ○ 강릉해운정(江陵海雲亭) ○ 청평

사 회전문(淸平寺 廻轉門) ○ 강릉문묘(江陵文廟) ○ 장곡사하 대웅전(長谷寺下 大雄殿) 

○ 논산쌍계사 명부전 나한전(論山雙溪寺 冥府殿 羅漢殿) ○ 유근 정각(柳根影幀閣) 

○ 청풍 한벽루(淸風 寒碧樓) ○ 내소사 대웅전(來蘇寺 大雄殿) ○ 장수향교 대성전(長

水鄕校 大成殿) ○ 개암사(開岩寺) ○ 실상사 약사전 산전(實相寺 藥師殿, 靈山殿) ○ 

남원 광한루(南原 廣寒樓) ○ 전주객사 수직사(全州客舍 守直舍) ○ 완주위봉사 보광명

전(完州威鳳寺 普光明殿) ○ 전주풍남문(全州풍南門) ○ 승주 송광사(昇州 松廣寺) ○ 

나주향교 대성전 동서제 서익사(羅州鄕校 大成殿 東西齊 西翼舍) ○ 장성 필암서원(長

城 筆岩書院) ○ 화순 쌍봉사 극락전(和順 雙峰寺 極樂殿) ○ 천 숭열당(永川 崇烈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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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지사 대웅전(直指寺 大雄殿) 등 각가람(各伽藍) ○ 주 부석사 무량수전(榮州 浮

石寺 無量壽殿) 등 각가람(各伽藍) ○ 천 은해사 운부암(永川 銀海寺 雲浮庵) ○ 금릉 

청암사 대적광전 약사전(金陵 靑岩寺 大寂光殿 藥師殿) ○ 달성 예연서원(達城 禮淵書

院) ○ 안동 양진당(安東 養眞堂) ○ 내성서곡관충제유적(乃城西谷權충齊遺蹟) ○ 군위 

인각사 명부전 극락전(軍威 麟角寺 冥府殿 極樂殿) ○ 월성 독락당 부속건물(月城 獨樂

堂 附屬建物) ○ 예천 용문사 대웅전(醴泉 龍門寺 大雄殿) ○ 양 남루(密陽 嶺南樓) 

○ 해인사 장경판고(海印寺 藏經板庫) ○ 하동 쌍계사(河東 雙溪寺) 하평루 사천왕문(四

天王門) ○ 창녕 관룡사 약사전(昌寧 觀龍寺 藥師殿) ○ 산청 율곡사 대웅전(山淸 栗谷

寺 大雄殿) ○ 여수 진남관(麗水 鎭南館)

 

 릉 전 경(英 陵 全 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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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죽서루(三陟竹西樓)

 

< 보호각건립(保護閣建立) >

○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비(高陽 太古寺 圓證國師塔碑) ○ 용인 서봉사 현오국사비

(龍仁 瑞峰寺 玄悟國師碑) ○ 천원 봉선홍경사(天原 奉先弘慶寺) 비갈(碑碣)

○ 부여 당유인원기공비(扶餘 唐劉仁願紀功碑) ○ 서산 마애삼존불상(瑞山 磨崖三尊佛

像) ○ 단양 적성비(丹陽 赤城碑) ○ 금릉 오봉동석조석가여래좌상(金陵 梧鳳洞石造釋

迦如來坐像) ○ 예천 청룡사 석조물(醴泉 靑龍寺 石造物) ○ 개경 봉암사 지증대사적조

탑(聞慶 鳳岩寺 智證大師寂照塔) 및 비(碑) ○ 안동 안기동석불좌상(安東 安奇洞石佛坐

像) ○ 천청제비(永川靑堤碑) ○ 일 보경사 원진국사비(迎日 寶鏡寺 圓眞國師碑) ○ 

선산 해평동석조여래좌상(善山 海平洞石造如來坐像) ○ 울진 장양수교지(蔚珍 張良守敎

旨) ○ 울주 윤월사지 석조여래좌상(蔚州 潤月寺址 石造如來坐像) ○ 창녕 진흥왕척경

비(昌寧 眞興王拓境碑) ○ 여수 좌수 대첩비(麗水 左水營大捷碑)

 

< 보호책설치(保護柵設置) 주변정화(周邊淨化) >

○ 서울 원각사비(圓覺寺碑) 및 석탑(石塔) ○ 여주 신륵사 석종(驪州 神勒寺 石鍾) 및 

탑(塔) ○ 광주 춘궁리석탑(廣州 春宮里石塔) ○ 여주 고달사지부도(驪州 高達寺址浮屠) 

○ 춘천 근화동 당간지주(春川 槿花洞 幢竿支柱) ○ 월 흥녕사 증효대사탑비(寧越 興

寧寺 證曉大師塔碑) ○ 원성지구 석조물(原城地區 石造物) ○ 괴산 미륵리 석불입상(槐

山 彌勒里 石佛立像) ○ 당진 안국사지 석불입상(唐津 安國寺址 石佛立像) 및 석탑(石

塔) ○ 괴산 원풍리 마애불좌상(槐山 院豊里 磨崖佛坐像) ○ 승주 선암사 3층석탑(昇州 

仙岩寺 三層石塔) ○ 군위 삼존석불(軍威 三尊石佛) ○ 봉화 서동리 석탑(奉化 西洞里 

石塔) ○ 의성 탑리 5층석탑(義城 塔里 五層石塔) ○ 양 봉감 모전 5층석탑(英陽 鳳甘 

模塼 五層石塔) ○ 예천 개심사지 5층석탑(醴泉 開心寺址 五層石塔) ○ 문경 내화리 석

탑(聞慶 內化里 石塔) ○ 울주 청송사지 3층석탑(蔚州 靑松寺址 三層石塔) ○ 거창 상동 

석조관음입상(居昌 上洞 石造觀音立像) ○ 거창 가엽암지 마애삼존불상(居昌 迦葉庵址 

磨崖三尊佛像) ○ 거창 양평동 석조여래입상(居昌 楊平洞 石造如來立像) ○ 산청 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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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3층석탑(山淸 法界寺 三層石塔) ○ 합천 월광사지 3층석탑(陜川 月光寺址 三層石塔) 

○ 산청 단속사지 3층석탑(山淸 斷俗寺址 三層石塔) ○ 합천 암사지 석조물(陜川 靈

岩寺址 石造物) ○ 의령 보천사지 3층석탑(宜寧 寶泉寺址 三層石塔) ○ 진양 용암사지 

부도(晋陽 龍巖寺址 浮屠) ○ 합천 백암리 석등(陜川 白岩里 石燈) ○ 양 소대리 5층

석탑(密陽 小臺里 五層石塔) ○ 양 숭진리 3층석탑(密陽 崇眞里 三層石塔) ○ 울주 망

해사지 부도(蔚州 望海寺址 浮屠) ○ 충무 세병관(忠武 洗兵館) ○ 남원 만복사지(南原 

萬福寺址)(발굴조사(發掘調査))

 

부 석 사 전 경(浮 石 寺 全 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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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병 관 전 면(洗 兵 館 前 面)

 

< 야외석조물(野外石造物) 합성수지금형제작(合成樹脂金型製作) >

○ 창녕 진흥왕척경비(昌寧 眞興王拓境碑) ○ 울주 천전리 각석(蔚州 川前里 刻石) ○ 

고령 양전동 암각화(高靈 良田洞 岩刻畵) ○ 전흥법사 염거사상탑(傳興法寺 廉居私尙

塔) ○ 중원 고구려비(中原 高句麗碑) ○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北漢山 新羅 眞興

王 巡狩碑)

이들 야외(野外)에 소재(所在)한 석조물(石造物)은 오랜 풍화(風化)에 씨와 조각(彫

刻)들이 심히 마멸(磨滅)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現在)의 상태(狀態)를 구보존(永久保

存)하기 위하여 KIST에서 연구개발(硏究開發)한 방법(方法)에 의거 실리콘 합성수지

(合成樹脂)로 금형(金型)을 제작(製作)하여 보존(保存)시켰다.

 

사. 중요민속자료 보존(重要民俗資料 保存)

우리 민족사(民族史)에서 우리 민족 생활(民族 生活)의 추이(推移)를 이해(理解)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重要)한 자료(資料)는 중요민속자료(重要民俗資料)로 지정보존(指定

保存)하는 한편 이들 지정(指定)된 민속자료(民俗資料)에 대한 보호시설(保護施設)과 보

수공사(補修工事)도 계획기간(計劃期間) 중에 추진(推進)되었다. 이 분야(分野)의 사업

(事業)에는 예산(豫算) 215,222,000원(국비(國費) 151,737,000원, 지방비(地方費) 

63,485,000원)이 투입(投入)되어 25件의 중요민속자료(重要民俗資料)에 대한 보호시설

(保護施設) 또는 보수공사(補修工事)가 실시(實施)되었다.

< 보호책설치(保護柵設置) 등 보호시설(保護施設) >

○ 부안 동문(扶安 東門)안 당산(堂山) ○ 남원 서천리 당산(南原 西川里 堂山) ○ 나주 

불회사 석장주(羅州 佛會寺 石長柱) ○ 나주 운흥사 석장주(羅州 雲興寺 石長柱) ○ 순

창 충신리 석장주(淳昌 忠信里 石長柱) ○ 순창 남계리 석장주(淳昌 南溪里 石長柱) ○ 

충무 문화동(忠武 文化洞) 벅수

 

< 보호각건립(保護閣建立) 또는 보관고제작(保管庫製作) >

○ 예산(禮山) 남은들 상여(喪輿) ○ 정선 외제 이단하 내외(旌善 畏齊 李端夏 內外)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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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 남이흥장군 유품(唐津 南以興將軍 遺品) ○ 양 사명대사 금란 가사장삼(密陽 

四溟大師 錦란 袈裟長衫)

 

< 건물보수(建物補修) 또는  주변정화(周邊淨化) >

○ 강릉 선교장(江陵 船橋莊) ○ 정읍 김동수 가옥(井邑 金東洙 家屋) ○ 삼척 신리(三

陟 新里) 너와집 ○ 고창 신재효 고택(高敞 申在孝 古宅) ○ 통  삼덕리 부락제당(統營 

三德里 部落祭堂) ○ 창녕 하병수 가옥(昌寧 河丙洙 家屋) ○ 승주 낙안성(昇州 樂安城) 

마을(고가(古家) 9동(棟)) ○ 월성 양동(月城 良洞) 마을(고가(古家) 10동(棟)) ○ 안동 

하회(安東 河回) 마을(고가(古家) 3동(棟)) ○ 제주 정의(濟州 旌義) 마을(고가(古家) 3

동(棟)) ○ 의성 김동주 가옥(義城 金東周 家屋)

 

아. 천연기념물 보호(天然記念物 保護)

문화재(文化財) 중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로 지정(指定)된 특정자연보존분야(特定自然

保存分野)에는 예산(豫算) 143,641,000원(국비(國費) 101,030,000원, 지방비(地方費) 

42,611,000원)이 투입(投入)되어 총(總)39건(件)의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에 대한 보호

시설(保護施設) 또는 보호조치(保護措置)가 실시(實施)되었다.

 

< 보호책설치(保護策設置) 등 보호시설(保護施設) >

○ 양평 용문사(楊平 龍門寺) 은행(銀杏)나무 ○ 이천(利川)의 백송(白松) ○ 삼척 대이

리 동굴(三陟 大耳里 洞窟) ○ 삼척 초당굴(三陟 草堂窟) ○ 홍도 천연보호구역(紅島 天

然保護區域) ○ 함양 상림(咸陽 上林) ○ 정선 정암사 열목어 서식지(旌善 淨岩寺 熱目

魚 棲息地) ○ 원성 성남리(原城 城南里)의 성황림(城隍林) ○ 설악산천연보호구역(雪嶽

山天然保護區域)(경계표석설치(境界標石設置)) ○ 동 국사(永同 寧國寺) 은행(銀杏)

나무 ○ 울진 성류굴(蔚珍 聖留窟) ○ 남해(南海) 산닥나무 자생지(自生地) ○ 제주(濟

州) 무태장어 서식지(棲息地)(제방시설(堤防施設)) ○ 단양 소백산 주목군락(丹陽 小白

山 朱木群落) ○ 서산 안면도(瑞山 安眠島)의 모감주나무군락(群落) ○ 무주 구상화강편

마암(茂朱 求狀花崗片麻岩) ○ 완도 예송리(莞島 禮松里)의 상록수림(常綠樹林)(축대설

치(築臺設置)) ○ 울릉도(鬱陵島) 흑(黑)비둘기 서식지(棲息地) ○ 남해 물건방조어부림

(南海 勿巾防潮魚付林)(축대설치(築臺設置)) ○ 진천(鎭川)왜가리 번식지(繁殖地)(안내

판설치(案內板設置)) ○ 안동(安東) 측백(側柏)나무(안내판설치(案內板設置)) ○ 칠곡 금

무봉(漆谷 錦舞峰)의 나무고사리 화석(化石)(안내판설치(案內板設置)) ○ 제주(濟州) 비

자림(방화석축(防火石築))

 

< 노거수(老巨樹) 부식부(腐蝕部) 방부처리(防腐處理) >

○ 장성읍(長城邑) 왕버들 ○ 구례 화엄사(求禮 華嚴寺) 올벗나무 ○ 주문진 교항리(注

文津 橋項里) 밤나무 ○ 예산(禮山)의 백송(白松) ○ 울진(蔚珍)의 굴참나무 ○ 월성 왕

산서원(月城 王山書院)의 중국(中國) 주옆나무 ○ 제주 성읍리(濟州 城邑里) 느티나무 

○ 서울 삼청동(三淸洞)의 등나무 ○ 보은 정2품송(報恩 正二品松) ○ 월성 오유리(月城 

五柳里)의 등나무 ○ 울진 죽변리(蔚珍 竹邊里)의 향(香)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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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其他) >

○ 낙동강 하류(洛東江 下流) 철새 도래지(渡來地)

  (감시선건조(監視船建造) 망루대시설(望樓臺施設))

 

자. 조선조(朝鮮朝) 궁(宮)릉(陵)원(園) 보수정화(補修淨化)

구황실(舊皇室) 구보존재산(永久保存財産)으로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의 직접(直

接) 관리하(管理下)에 있는 조선왕조(朝鮮王朝)의 서울 4대궁(四大宮)(경복궁(景福宮), 

창덕궁(昌德宮), 덕수궁(德壽宮), 창경원(昌慶苑))과 종묘(宗廟) 및 서울주변(周邊)에 산

재(散在)한 각릉(各陵)원(園)의 시설보수(施設補修)와 경역정화사업(境域淨化事業)이 적

극 추진(積極 推進)되어 계획기간(計劃期間) 중 국비(國費) 1,073,549,000원으로 ○ 창경

원 보수(昌慶苑 補修)(명정전(明政殿) 등 13件) ○ 창덕궁 보수정화(昌德宮 補修淨化)

(비원정화(秘苑淨化), 궁궐건물보수(宮闕建物補修)) ○ 덕수궁 보수(德壽宮 補修)(장명당

(張明堂), 덕흥전(德興殿)등 3件) ○ 경복궁 보수(景福宮 補修)(외곽원장보수(外廓垣墻補

修) 등 6件) ○ 종묘 보수(宗廟 補修)(각건물(各建物) 양생공사(工事) 등 3件) ○ 능원보

수(陵園補修)(동구능(東九陵) 등 11個 능원건물보수(陵園建物補修) 및 경역정화공사(境

域淨化工事)가 실시(實施)되었다.

궁궐정화(宮闕淨化)에 있어서 특히 획기적(劃期的)인 사업(事業)은 2년여(年餘)동안 공

개(公開)가 중지(中止)된 가운데서 각계(各界)의 중지(衆智)를 모아 창덕궁(昌德宮)과 

비원(秘苑)을 정화(淨化)하여 옛 모습의 경관(景觀)으로 복원(復元)한 것이다. 창덕궁(昌

德宮)과 비원(秘苑)은 오랫동안 공개(公開)되어 오는 과정(過程)에서 궁궐(宮闕)의 옛 

모습이 많이 변형(變形)되고 그 경관(景觀)이 크게 훼손(毁損)되었었다. 보수정화후(補

修淨化後) 일반공개(一般公開)로 야기(惹起)되는 인위적 훼손(人爲的 毁損)을 막고 궁궐

(宮闕)의 원상(原狀)을 유지보존(維持保存)하기 위하여 제한입장(制限入場)을 실시(實

施)하 다.

 

차. 지방지정문화재(地方指定文化財) 및 향토유적보수(鄕土遺蹟補修)

각지방자치단체(各地方自治團體)(各市道)가 지방문화재위원회(地方文化財委員會)의 심

의(審議)를 거쳐 지정(指定)한 지방문화재(地方文化財)와 기타(其他) 비지정 향토건물

(非指定 鄕土遺蹟)은 총(總) 81件의 보수공사(補修工事)가 실시(實施)되었고 여기에는 

예산(豫算) 1,433,200,000원(국비(國費) 787,300,000원, 지방비(地方費) 640,900,000원)이 

투입(投入)되었다.

 

< 사찰보수(寺刹補修) >

○ 원성 구룡사(原城 九龍寺)(심검당(尋儉堂), 국사당(國師堂), 적묵당(寂墨堂), 일주문

(一柱門)) ○ 원성 황산사(原城 黃山寺)(사역건조물 정화(寺域石造物 淨化)) ○ 청원 안

심사(淸原 安心寺)(대웅전 보수(大雄殿 補修)) ○ 동 국사(永同 寧國寺)(대웅전 보

수(大雄殿 補修)) ○ 서산 개심사(瑞山 開心寺)(건물보수(建物補修)) ○ 금산 신안사(錦

山 新安寺)(대광전(大光殿), 극락전 보수(極樂殿 補修)) ○ 공주 은사(公州 迎隱寺)(관

일루 보수(觀日樓 補修)) ○ 금산 태고사(錦山 太古寺)(무량수전, 관음전 신축(無量壽殿, 

觀音殿 新築)) ○ 공주 마곡사(公州 麻谷寺)(대웅전 보수(大雄殿 補修)) ○ 진안 금당사

(鎭安 金唐寺)(나한전 이건(羅漢殿 移建)) ○ 장수 신광사(長水 新光寺)(보광전(寶光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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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전(冥府殿) 번와(飜瓦)) ○ 무주 백련사(茂州 白蓮寺)(보제루 복원(普齊樓 復元)) ○ 

고창 선운사(高敞 禪雲祠)(만세루 보수(萬歲樓 補修)) ○ 파주 안국사(茂州 安國寺)(천

불전(千佛殿), 사고지 정화(史庫址 淨化)) ○ 완주 송광사(完州 松廣寺)(대웅전 보수(大

雄殿 補修)) ○ 양산 안적암(梁山 安寂庵)(대웅전 보수(大雄殿 補修)) ○ 나주 불회사

(羅州 佛會寺)(대웅전, 칠성각 보수(大雄殿, 七星閣 補修)) ○ 암 도갑사(靈岩 道岬

寺)(대웅전 복원(大雄殿 復元)) ○ 의성 대곡사(義城 大谷寺)(대웅전, 명부전 보수(大雄

殿, 冥府殿 補修)) ○ 문경 봉암사(聞慶 鳳岩寺)(계단석축 정비(階段石築 整備)) ○ 경산 

환성사(慶山 環城寺)(명부전 산신각 보수(冥府殿 山神閣 補修)) ○ 의성 고운사(義城 孤

雲寺)(건물보수(建物補修)) ○ 월성 지림사(月城 祗林寺)(대적광전 보수(大寂光殿 補修)) 

○ 창원 불곡사(昌原 佛谷寺)(일주문보수(一柱門補修)) ○ 김해 은하사(金海 銀河寺)(설

선당 보수(說禪堂 補修)) ○ 양산 장안사(梁山 長安寺)(대웅전 보수(大雄殿 補修)) ○ 

남해 화방사(南海 花芳寺)(보광명전(普光明殿), 채진루 보수(補修)) ○ 고성 옥천사(固城 

玉泉寺)(칠성각 보수(七星閣 補修)) ○ 예천 한천사(醴泉 寒天寺)(대웅전 보수(大雄殿 

補修)) ○ 월 금몽암(寧越 禁夢庵)(사역정화(寺域淨化)) ○ 봉화 청량사(奉化 淸凉寺)

(응진전 보수(應眞殿 補修))

 

 

 

창  덕  궁

 

 

< 지방루정(地方樓亭)고건물보수(古建物補修) >

○ 강원감 (江原監營) 및 선화당(宣化堂)(번와단청(飜瓦丹靑)) ○ 강릉 칠사당(江陵 七

事堂)(건물보수(建物補修)) ○ 월 자규루(寧越 子規樓) 및 관풍헌(觀風軒)(건물보수(建

物補修)) ○ 월 청령포(寧越 淸령浦)(비각보수(碑閣補修)) ○ 강릉 방해정(江陵 放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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亭)(사주문 원장보수(四柱門 垣墻補修)) ○ 괴산 애한정(槐山 愛閑亭)(건물보수(建物補

修)) ○ 대덕 동춘선생 고택(大德 同春先生 古宅)(동춘당(同春堂) 부속건물보수(附屬建

物補修)) ○ 정읍태인동헌(井邑泰仁東軒)(건물보수(建物補修)) ○ 광산 지산제(光山 芝

山齊)(건물보수(建物補修)) ○ 장흥 사인정(長興 舍人亭)(건물보수(建物補修)) ○ 안동 

청원루(安東 淸遠樓)(건물보수(建物補修) 정문신축(正門新築)) ○ 달성 삼가헌, 하엽정

(達城 三可軒, 荷葉亭)(건물보수(建物補修)) ○ 울진 마양정(蔚珍 望洋亭)(건물단청(建物

丹靑) 주변정화(周邊淨化)) ○ 합천 기양루(陜川 岐陽樓)(건물보수(建物補修)) ○ 진주 

김해김씨비각(晋州 金海金氏碑閣)(건물보수(建物補修)) ○ 남원 노유제(南原 露濡齊)(건

물보수(建物補修)) ○ 달성 하□정(達城 霞□亭)(건물보수(建物補修)) 

 

< 서원(書院)향교(鄕校)사우보수(祠宇補修) >

○ 월 모전(寧越 永慕殿)(건물원장보수(建物垣墻補修)) ○ 진안 용담향교(鎭安 龍潭

鄕校)(대성전 번와(大成殿 飜瓦)) ○ 정읍 모충사(井邑 慕忠祠)(사당원장 보수(祠堂垣墻 

補修)) ○ 전주 경기전, 조경모(全州 慶基殿, 肇慶墓)(건물보수(建物補修)) ○ 의성향교

(義城鄕校)(명륜당 보수(明倫堂 補修)) ○ 평해향교(平海鄕校)(대성전 보수(大成殿 補

修)) ○ 군위 의흥향교(軍威 義興鄕校)(광 루 보수(光影樓 補修)) ○ 예천 자양 당(醴

泉 紫陽影堂)(판고 신축(板庫 新築)) ○ 예천 약포 당(醴泉 藥圃影堂)(사우조성(祠宇造

成) 유물각 신축(遺物閣 新築)) ○ 경주 서악서원(慶州 書岳書院)(건물원장 보수(建物垣

墻 補修)) ○ 예천 용궁향교(醴泉 龍宮鄕校)(건물보수(建物補修)) ○ 안동 서간사(安東 

西間祠)(건물보수(建物補修)) ○ 주 풍기향교(榮州 豊基鄕校)(건물보수(建物補修)) ○ 

진주향교(晋州鄕校)(건물보수(建物補修)) ○ 양 천진궁(密陽 天眞宮)(건물보수(建物補

修)) ○ 괴산 단군전(槐山 檀君殿)(본전 삼문(本殿 三門) 홍전문 보수(紅箭門 補修)) ○ 

안동 임천서원(安東 臨川書院)(건물원장 보수(建物垣墻 補修)) ○ 달성 예연서원(達城 

禮淵書院)(건물보수(建物補修)) 

 

< 기타(其他) 유적보수(遺蹟補修) >

○ 안성 대동법시행기념비(安城 大同法施行記念碑)(비이설(碑移設) 보호각 건립(保護閣 

建立)) ○ 옥천 척화비(沃川 斥和碑)(주변정화(周邊淨化)) ○ 중원 창동리마애불(中原 

倉洞里磨崖佛)(실측(實測) 안내판 설치(案內板 設置)) ○ 성주 세종왕자태실(星州 世宗

王子胎室)(석조물 정리(石造物 整理)) ○ 양 현이동 모전석탑(英陽 縣二洞 模塼石塔)

(실측(實測), 보수(補修)) ○ 대구 남제일관(大邱 嶺南第一關)(성문중건(城門重建) 기

초공사(基礎工事)) ○ 광주 서강사(光州 瑞岡祠)(건물보수(建物補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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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새한건축문화연구소 이응묵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201

한양건축합동연구소 이종명 서울 도봉구 수유동 191-64

예그린건축연구소 민경민 서울 중구 회현동1가 194

유성건축연구소 정양섭 서울 마포구 공덕동 339-1

수도종합설계공사 허  진 서울 성북구 삼선동5가 336

삼성건축설계사무소 장기인 서울 중구 수표동 56-9

태광건축연구소 금동욱 서울 중구 남대문로3가 30-1

태창건축설계연구소 박태수 서울 종로구 흥인동 147-4

대아고건축설계연구소 서정남 대구시 중구 공평동 11-3

대왕설계 김연배 전주시 다가동3가 107-1

금성종합설계 김홍식 서울

서인건축조경설계 이관영 서울 종로구 창성동 128

국보건설단 강봉진 서울 종로구 종로1가 24

회  사  명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전일기업(주) 전갑식 서울 종로구 체부동 52

한일개발(주) 조중건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118

동아건설(주) 신원식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12

부원건설(주) 김부원 서울 종로구 세종로 111

유원건설(주) 최효석 서울 중구 충무로4가 12-1

보성산업(주) 최영택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84-18

대림산업(주) 이준용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2

서원건설(주) 이태현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140

현대건설(주) 이명박 서울 종로구 세종로 178

미륭건설(주) 최두형 서울 중구 삼각동 115

(합)신일건업 주의수 서울 종로구 관훈동 151-1

삼부토건(주) 조창구 서울 중구 회현동1가 181-1

한국원예건설(주) 이준원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17

경남기업(주) 최준희 서울 중구 인현동2가 151-1

공영토건(주) 변강우 서울 강서구 목동 78-3

삼환기업(주) 최종환 서울 종로구 운이동 98-30

신성공업(주) 신유효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산 75-3

신풍건설(주) 김동환 서울 중구 복청동 104

대한종합건설(주) 민배근 서울 중구 회현동1가 194-15

제일종합건설(주) 이래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99

서한건설(주) 김은섭 서울 성동구 구의동 252-16

(주)신양사 이두학 서울 중구 충무로5가 52-25

한국종합조경공사 박시학 서울 마포구 염리동 159-10

남광토건(주) 김웅세 서울 중구 양동 286

서진기업(주) 이광훈 서울 중구 인사동 235

※ 문화재보수실측설계용역업체(文化財補修實測設計用役業體)

 

※ 문화재보수공사 시공업체

                                (文化財補修工事 施工業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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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적발굴조사연표(文化遺蹟發掘調査年表)(속편(續編)) 

 1977年∼1979年

 

1977年度 발간(發刊) 본지(本誌) 11號에 게재하 던 한국유적발굴조사연표(韓國遺蹟發

掘調査年表)의 속편(續編)으로 1977年 후반기이후(後半期以後) 1979年 연말(年末)까지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허가(許可)에 의해 각(各) 대학교(大學校) 및 연구기관(硏究機

關)에서 실시(實施)하 던 문화유적(文化遺蹟) 발굴조사연표(發掘調査年表)를 정리(整

理)한 것이다.

 

<page 122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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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23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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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수 3개년 사업 실적

                (文化財 補修 3個年 事業 實績)

 

 

 

○ 사업총괄(事業總括)

○ 분야별(分野別) 실시사업(實施事業)

○ 연도별(年度別) 재원별(財源別) 실시사업(實施事業)

 

 

 

 

총  괄  표(總 括 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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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실시사업(分野別實施事業)

 

1. 호국위인유적(護國偉人遺蹟)(單位: 千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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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효선현유적(忠孝先賢遺蹟)(單位: 千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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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요국방유적(重要國防遺蹟)(單位: 千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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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요문화권(重要文化圈)

   가. 경주문화권개발(慶州文化圈開發)(單位: 千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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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주문화권 개발(濟州文化圈 開發)(單位: 千원)

 다. 백제문화권 개발(百濟文化圈 開發)(單位: 千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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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야문화권 개발(伽倻文化圈 開發)(單位: 千원)

 

      

 

 5. 중요사적지(重要史蹟地)(單位: 千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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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요 지정문화재(重要 指定文化財)(單位: 千원) 

 

237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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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요민속자료(重要民俗資料)(單位: 千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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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單位: 千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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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궁(古宮)능원(陵園)(單位: 千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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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지정문화재(地方指定文化財) 및 기타(其他) 향토유적(鄕土遺蹟)(單位: 千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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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원별 실시사업(年度別 財源別 實施事業)

 

 

 

1. 호국위인유적(護國偉人遺蹟)

 

1)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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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78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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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79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2. 충효선현유적(忠孝先賢遺蹟)

 

1) 1977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page 143>

247



1) 1977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page 144>

 

2) 1978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3) 1979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page 144>

248



3) 1979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page 145>

 

 

 

3. 중요 국방유적(重要 國防遺蹟)

 

1) 1977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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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78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3) 1979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page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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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79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page 147>

 

 

 

4. 중요문화권(重要文化圈)

 

가. 경주문화권 개발(慶州文化圈 開發)

 

1) 1977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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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78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page 147>

2) 1978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page 148>

 

 

3) 1979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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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주문화권 개발(濟州文化圈 開發)

 

1) 1977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page 148>

1) 1977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page 149>

 

2) 1978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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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79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다. 백제문화권 개발(百濟文化圈 開發)

 

1) 1978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2) 1979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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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야문화권 개발(伽倻文化圈 開發)

 

1) 1977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2) 1978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3) 1979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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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요사적지(重要史蹟地)

 

1) 1977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2) 1978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3) 1979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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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요지정문화재(重要指定文化財)

 

1) 1977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2) 1978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page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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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78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page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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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78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page 154>

 

3) 1979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page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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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79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page 155>

 

 

7. 중요민속자료(重要民俗資料) 

 

1) 1977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page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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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77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page 156>

 

2) 1978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3) 1979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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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1) 1977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2) 1978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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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79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9. 고궁(古宮)능원(陵園)

 

1) 1977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2) 1978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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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79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10. 지방지정문화재(地方指定文化財) 및 기타(其他) 향토유적(鄕土遺蹟)

 

1) 1977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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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78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page 161>

2) 1978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page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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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79年 사업내역(事業內譯)(單位: 千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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