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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정의하고,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지정주체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와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

화재가 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정책 중 하나인 정기조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

전 상황 등에 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로 조사하는 제도로 2006년 문화재보호법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해당문화재의 훼손·손

상 등을 사전에 발견하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는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런데 2016년 제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의 일부내용은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에 혼란을 종

종 발생시켜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의 체계적 관리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제도의 체계와 구조,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실태 등을 분석한 후 국가지

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의 체계적 관리 및 품질 제고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상의 정기조사 총괄·주관·

실시부서 특정, 정기조사 위탁, 정기조사 서식 및 매뉴얼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 개선방안이 향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의 품질 제고와 맞춤형 조사·기록체계 구축에 일조되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은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이 국립문화재연구소로부터 수탁받아 진행한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맞춤형  

조사·기록 방안 연구(2018)」 의 일부 내용을 발췌 및 보완하여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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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국가는 국가의 기본책무이며 헌법의 기본과제 중 

하나로서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9조는 헌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문화국가를 선언하고,1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제1조는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한 국민의 문화적 향상의 도모와 세계인류문화

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인간의 정신활동, 자연적인 환경 및 자

연적인 물질요소에 인간의 문화행위가 첨가된 문화재의 가치

를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선양・활용함으로써 고도 문화생활

의 영위와 문화국가 건설의 지향을 선언하고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

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

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정의하고,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

속문화재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지정주체에 따라 문화재

청장이 지정하는 국보・보물, 국가무형문화재, 사적・명승・천

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의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사

가 지정하는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가 있다(동법 

제2조). 이 가운데 국가지정 동산문화재는 국보・보물 및 국

가민속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가 해당한다.2   

문화재청은 그 동안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다양한 제

도를 운영하였으나, 문화재의 훼손・손상 등의 문제가 발생

한 후에 사후대책에 머무는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문화재

의 훼손・손상 등을 조기에 사전 발견하고 적절한 예방조치

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3 이

러한 필요성에 따라 문화재청은 2006년 문화재보호법에 국

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제도를 도입하고, 2016년에는 국가

지정문화재 정기조사의 체계적 수행에 필요한 절차적 세부

규정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을 제정하였

으며, 2018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이하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이라 한다)으

로 확대하였다. 이 가운데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중 국보・보

물의 정기조사는 그 동안 문화재청의 유형문화재과가 관장

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협력하는 운영체계였으나, 2017

년 6월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에 따라 국립

문화재연구소가 관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가지정 동산문

화재 중 국가민속문화재의 정기조사는 문화재청의 무형문

화재과가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은 정기조사 

주관 및 실시주체, 정기조사 주관 및 실시부서의 업무분장

과 수행절차, 과학적 조사의 대상 및 범위 등이 불명확하고, 

정기조사 결과의 등급이 주로 건조물 분야에 적합한 내용으

로 구성되어 있어 동산문화재의 정기조사 결과에 적용하기 

곤란하다. 또한 정기조사 서식의 세부항목은 동산문화재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서식의 기재방식도 조사자 

개인의 주관성이 강한 서술형으로 이루어져 그 조사결과의 

객관성 확보와 장기적인 데이터 축적에 한계가 있다.4 

따라서 국가지정 동산문화재의 정기조사가 체계적으

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그 수행에 필요한 절차적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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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5 이 경우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의 특성

이 반영되고, 국가지정 동산문화재에 발생한 손상원인・위

해요소 등을 사전에 발견하여 조기에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해당 동산문화재의 가치 훼손을 예방하고, 해당 동산문화

재 보존・관리 상황의 변화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축적되어 지속적인 보존・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

가 구비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는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제도의 체계와 구조를 검토하여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

조사 운영에 저해가 되는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의 

한계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

조사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의 체계적 운영 및 품질 제고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정기

조사지침의 개선방안을 탐구・제시하기로 한다. 

Ⅱ.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제도의 
체계와 구조

1.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의 의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 등에 관하여 3년 또는 5년

의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

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는 이미 지정된 국가

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는 3년 또는 5년 마

다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모니터링과 구별된

다. 정기조사는 문화재의 현상 등에 대한 주기적인 변화관

찰(주기성)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모니터링은 문화재의 손

상 등 발생한 문제의 지속적인 추적(지속성)을 전제로 그 

과정의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6 

셋째,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는 사전 예방적 보

존・관리조치이다. 정기조사는 문화재의 현상 등에 대한 주

기적 변화관찰을 통해 조기에 손상・훼손 등의 문제를 발견

하고 사전에 예방적 보존 및 관리조치를 취하거나 정기조

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지정 

해제할 것인지, 어떻게 수리하고 적절히 보존 및 활용할 것

인지 등을 결정・운영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기조사는 사후 수리 및 보전조치 보다 적

은 예산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2.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제도의 신설 및 변천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제도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1조의 직권에 의한 조사에 근거하여 국가

지정문화재의 현상・관리・수리・기타 환경보전 상황 등에 대

한 점검이 실시되고 있었다.7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어 문화재보존정책에 있어

서 문화재의 예방적 보존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시

대적 배경 하에서 문화재청은 2005년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

도지정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예방적 보존

조치의 하나로서 정기조사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였

5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제도의 입법적 개선방법은 현행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에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방식

과 별도의 독립된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지침을 제정하는 방식이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별도의 독립된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지침을 

제정하는 것은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의 특수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의 종합계획수립이나 기본

정책방향과의 통일성 확보가 어렵고 현행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과의 중복규정을 신설해야하는 등의 비효율성이 높아 현행 국가지정문화재 정기

조사지침에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6 ㈜무한자산, 2015,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 문화재청, p.15

7 제41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관리·수리 기타 환경보전 상황

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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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결과, 국가지정문화재의 주기적인 조사를 통한 문화재

의 예방적 보존조치를 강구하고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

리를 도모할 수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 및 재조사

제도가 2006년 6월 24일 문화재보호법에 신설되었다.8 

2006년 6월 문화재보호법에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제도가 법정화된 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8조와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대상별 

조사기록 서식이 마련되었다. 2008년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을 통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 항목에 새롭게 전승(傳

承) 실태가 추가되고 그 조사결과를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계획 수립에

서 사후 조치까지 그 범위가 더욱 확장되었고, 문화재보호

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무형문화재가 새롭게 조사대상

에 포함되고 관련 조사기록의 서식이 마련되었다.

이후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에 관한 법령체계는 문

화재보호법의 일부 개정 등에 따라 세부규정으로서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내에서 조사대상의 변화에 따른 범주와 

시행방식 등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면 큰 형태의 변화는 없

었다. 예컨대, 2010년에는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체

계적인 문화재수리제도 마련과 매장문화재의 보존・관리 등 

관련 조항을 정비・보완하는 한편,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 보

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2015년에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정기조사의 주기를 

구분하는 유형별 기준을 신설하고 기본주기(3년)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5년)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2016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의 절차, 

내용, 후속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지

정문화재 정기조사의 체계적인 수행과 문화재 예방적 관리

기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독립된 훈령으로 「국가지

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을 제정하였고, 2018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이 등록문화재의 정기

조사를 포함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운

영지침」으로 확대하여 개편되었다.

3.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제도의 법령체계 및 구조

  

1)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제도의 법령체계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는 국가의 법정의무로서 문화

재보호법 제44조와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에 따라 시

행된다. 이러한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는 3년 또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동법 제44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8

조 제1항). 이 가운데 건물 안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

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류 국가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및 명승, 직전 정기조사에서 보존상태

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된 국가지정문화재는 5년 마다 정기조

사를 실시한다(동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단서). 그리고 국가

지정문화재 정기조사의 세부적인 절차, 내용, 후속조치 등에 

대하여는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이 규율한다. 

2)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제도의 조사주기 및 관리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은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조사 대상문화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지침 

제2조, 제3조 제1항).

그 밖의 국보・보물・국가민속문화재・등록문화재(건축물

류) 및 사적의 정기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침 제3조 제2항).

8 이 당시 2005년 11월 16일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제안이유로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정기적인 문화재실

태조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임의적인 서면조사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상황이 파악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신고가 없으면 현실

적으로 문화재의 훼손에 관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

존·수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실태조사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시·도지정문화재를 수리한 때에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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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은 정기조사의 관리

와 관련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를 주관하는 부서는 문

화재 유형별・연도별로 3년 또는 5년 주기 정기조사 대상문화

재 목록을 현행대로 관리하여야 하고, 모니터링・정밀조사・안

전진단・보수정비가 진행 중인 문화재 및 비공개 문화재(지역)

는 동 조사 등이 완료된 이후 각 해당 조사주기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지침 제3조 제3항 및 제4항).

3)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제도의 구조 및 구성내용

(1)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제도의 구조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는 국가지정 정기조사지침에 따

라 정기조사계획의 수립, 현장조사, 재조사 여부 결정, 정기조사 

결과 분석, 조사결과 등급분류, 조사결과 조치계획 수립, 조사결

과 보고, 조사결과 통보, 후속조치 등의 순서로 실시되고 있다.

(2)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의 계획수립 및 정기조사자문

위원회의 운영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를 주관하는 부서는 정기조사

를 실시하기 전에 실시부서와 협의하여 정기조사계획을 수립

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계획에는 ① 정기조사 

대상 문화재, ② 조사내용 : 문화재 유형별 조사서식 및 조사매

뉴얼, ③ 조사방법 : 직접조사 또는 위탁조사, ④ 계절, 조사환

경, 현장상황 등을 고려한 조사기간, ⑤ 직전 정기조사 결과 보

수 등 조치 현황, ⑥ 소요예산 및 향후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된

다(지침 제4조).

또한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를 주관하거나 실시하는 부

서는 정기조사 결과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

조사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지침 제11조 제1항). 이 경우 

정기조사자문위원회는 내・외부 관계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하

되 내부전문가는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외부전문가는 「고

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

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인

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문화

유산・자연유산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

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부서장이 위

촉한 사람으로 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연

도 정기조사 자문 종결 시까지로 한다(지침 제11조). 

그리고 정기조사자문위원회는 정기조사 재조사에 관한 

①           건물 안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을 박물관 

또는 전시관 등의 건물 안에 있는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 

또는 건축물류 문화재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 

건물 안에 있는 건축물류 문화재(국보, 보물, 등록문화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천연기념물(동·식물종은 제외) 및 명승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류 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양호한 상태로 분류된 문화재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관리조직이 문화재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③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류 

국가지정문화재 등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일상생활을 

하거나 관리를 위해 거주하고 있는 문화재

④  직전 정기조사에서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된 

국가지정문화재 등을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 

대상문화재의 직전 정기조사에서 A와 B등급으로 분류된 

문화재

정기조사계획 수립
(주관부서)

정기조사(재조사) 
조사결과 분석

△ 정기조사결과(1차) 
△ 재조사 결과
△ 평가결과(등급분류)

조사결과 보고

조사결과 통보

후속조치
정기조사 대상 목록관리

현장조사

조사결과 조치계획 향후 정기조사 계획

사전통지 사전자료 조사 육안조사(과학적 조사) 재조사 여부(자문위원회)

그림 1. 현행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의 정기조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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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정기조사 등급 분류에 관한 사항, 정기조사 결과 후속조

치에 관한 사항, 정기조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정기조사자문위원회 위원은 검토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안건의 검토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해당 

안건의 검토를 회피하여야 하고, 정기조사자문위원회에 참여

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을 지급한다(지침 제12조 내지 제14조).

(3)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의 실시주체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는 3년 또는 5년 주기의 정기조

사 대상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실시부서, 문화재청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위탁

받은 전문기관이나 단체가 실시한다(동법 제44조 제1항 및 제

44조 제6항). 이 경우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국가지정

문화재 정기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단체로는 문

화재 관련 조사, 연구,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

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국립중앙

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및 그 소속 지방박

물관・지방미술관, 공립박물관・공립미술관, 사립박물관・사립

미술관, 대학박물관・대학미술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

교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등이 그 대

상이 된다(동법시행령 제28조).

(4)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실시의 사전통지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

재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뜻을 알려야 하나,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동법 제44조 

제3항). 다만,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의 경우 정기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지침 제4조제2항 

단서). 이러한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

는 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

청장에게 신청하여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동법 제46조 제

3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5)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실시자의 현장조사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실시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소유자, 문화재구역 등의 일반현황과 보수정비 이력, 배치

도 및 실측도면 등의 자료를 미리 조사한다(지침 제5조 제2항).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의 현장에서 정기조사를 실시

하는 자(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위

탁받은 기관 소속의 조사자)는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게 

문화재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문화재 소재장소 출입 등 조

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재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

거,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 뜨기 전

이나 해진 뒤에는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44조 제4항).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동법 제44조 제5항).

현장조사에 있어서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는 문화재

의 보존상태,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육안조사를 

실시하되, 균열・변위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는 계측장비를 이용한다(지침 제5조 제1항). 이 경우 현장조사

를 실시하고 문화재 유형별 별지 조사서식 및 조사매뉴얼에 따

라 조사결과를 기록・관리한다. 다만, 별지서식의 유형으로 분

류하기 곤란한 등록문화재의 경우 성격이 가장 유사한 문화재

의 서식 및 조사매뉴얼을 준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한

다(지침 제5조 제3항).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서식 및 매뉴얼은 7종

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는 「국

보・보물・국가민속문화재・등록문화재(동산) 정기조사서」에 따

른다. 국보・보물・국가민속문화재・등록문화재(동산) 정기조사

서는 총괄사항, 보존사항, 관리사항, 현황사진으로 구성되어 있

고, 그 기재방식은 서술형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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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의 재조사 실시여부 평가 및 

실시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결과에 대하여 정기조사자문위

원회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

요한 문화재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실시한다(지침 제5조 제4항).

(7)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의 결과처리 및 후속조치

① 정기조사의 결과분석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를 실시한 부서는 정기조사 결

과(1차), 재조사 결과, 정기조사자문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의 

내용을 종합・분석한다(지침 제6조). 이 경우 정기조사자문위

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등급 분류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 정기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의 노후정도, 훼

손상태, 관리상태 등에 따라 6등급으로 분류한다(지침 제6조

제3호, 제9조 및 제12조 제2호).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정기

조사의 6등급은 A(양호) : 보존・관리가 잘되고 있는 문화재, 

B(경미보수) :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수리가 필

요한 문화재, C(주의관찰) : 노후, 훼손 등의 문제가 확인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동 상태의 진행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지

속적인 육안조사 또는 과학적 장비에 의한 모니터링 등으로 관

찰이 필요한 문화재, D(정밀진단) : 주의관찰 결과 및 변형 등의 

위험요소 발생 우려에 따른 정밀진단이 필요한 문화재, E(수리) 

: 정밀진단 결과 수리가 필요하거나, 보수・정비・손상방지를 위

한 조치가 필요한 문화재, F(즉시조치) : 훼손상태 등이 심각하

여 즉시 보수・정비 등이 필요한 문화재로 분류된다.

② 정기조사의 결과보고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를 주관하거나 실시한 부서는 

ⓐ 정기조사 개요 :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자, 조사기간, 집행

예산 ⓑ 조사결과 분석 : 조사결과 분석, 등급분류 등 ⓒ 조사

결과 조치계획 : 후속조치 등 ⓓ 향후 정기조사 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기조사 결과를 보고한다(지침 제7조). 그리고 국가

지정문화재 정기조사를 주관하거나 실시한 부서는 조사결과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기조사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받는다(지침 제12조 제3호). 

③ 정기조사의 결과통보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를 주관한 부서는 정기조사 결

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소유자, 관리단체 등에 통보한

다(지침 제8조).

그림 2.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서 서식.

3. 국보・보물중요민속문화재(동산) 정기조사서

3. 1 총괄사항

문화재명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당해 문화재의 명칭 

(국보ˇ제1호)

당해 문화재 보관장소 주소

대전광역시ˇ서구ˇ청사로

소유자명ˇ/ˇ소유자 주소
문화재청ˇ/ˇ대전광역시ˇ서구ˇ청사로

관리자명(관리단체명)ˇ/ˇ 주소
문화재청ˇ/ˇ대전광역시ˇ서구ˇ청사로

가로 : 15cm , 세로 : 10cm

년.ˇ월.ˇ일.

대체자료

(모조품)
소유자□있음 □없음

소재지

(보관장소)

보수

수리

내역

조사 

결과

조사자

종합의견

관리자/관리단체

수량

구분

조사일시 조사자 소속명ˇ소속 성명 : ˇ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구분 내 용

시행연도

보관장소

보존현황

신고사항

이행 여부

특기사항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현황확인

보존시설

공개 여부

예산(천원) 시행처 보수・수리 내용

규격3권 1축

천원단위로 
기입 보수・수리 내용을 기입한다.

소방 및 안전관리, 안내 및 전시시설, 등 관리에 관련된 특기 사항을 기입한다.

당해 문화재에 대한 조사자의 의견을 기입한다.

년.ˇ월.ˇ일.

당해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의 상태에 대해 기입한다.

현재 보관장소와 변경신고 된 보관장소가 동일한지 여부를 조사한다.

현재 소유자와 변경신고 된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조사한다.

• 그 밖의 신고사항 이행여부를 조사한다.

  ▶ 그 밖의 신고사항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

   2. 문화재를 매도, 소유자 변경이 있을 때

   3.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을 때

   4. 소재지의 지명 등에 변경이 있을 때

   5. 보관 장소를 변경한 때

   6. 멸실 도난 훼손된 때

   7. 반출 후 반입한 때

   8.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기타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

당해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현황(수장소, 전시실)에   
대해 기입한다.

보관장소의 온・습도의 적정성에 대해 기입한다.

구분

구분

소방시설

전기시설

화기취급시설

기타시설

안내판

기타시설물

보호책・

관람시설

현황 조사내용

조사사항 조사내용

■ 보호건물 상태

■ 보관시설

■ 보관 장소 온・습도 적정 여부

■ 당해 문화재의 손상 진행 여부
■ 당해 문화재의 대체자료 유무
■ 보수・보존처리 필요 여부
■ 보관상자의 상태
■ 도난방지시설 상태
■ 금고 상태

■  지정된 수량과 현품  
수량의 일치 여부

■  지정된 규격과 현품 
규격의 일치 여부

■  현재 보관장소와 변경신고된      
주소의 동일 여부

■  현재 소유자와 변경신고 된      
소유자의 동일 여부

■  그 밖의 사항

■  당해 문화재의 공개 여부

보관장소

보존현황

신고사항

이행 여부

신고사항

이행 여부

신고사항

이행 여부

현황확인

보존시설

공개 여부

공개 여부

3. 2 보존사항

3. 3 관리사항
대표적 사진

사진번호 사진번호(간략하게 설명) (간략하게 설명)

사진 사진

3. 4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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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의 후속조치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

를 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문화재의 수리 및 복구, 문화재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

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제거 및 이전, 그 밖의 관리에 필요

한 사항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법 제

44조 제7항).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 및 재조사 결과, 

수리 및 복구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보수・

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 정밀진단・정밀실측 또는 과학

적 장비에 의한 모니터링, 돌봄사업 등 상시관리, 종합정비계획 

수립, 현황조사 또는 지표・발굴조사에 소요되는 예산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지침 제10조 제1항). 

이와 아울러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결과를 문화재 보

존・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기조사 및 재조사

의 결과를 반영하여 문화재별 보존정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

다(지침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4.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제도 운영상의 한계

1)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의 규정내용 및 절차가 명확하여

야 한다. 그러나 현행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은 그 주체 

및 대상이 불명확하여 정기조사의 운영과정에 혼선을 초래하

고 있다. 예컨대, ① 정기조사 및 재조사 실시의 사전통지 주체

(제4조 제2항), ② 현장조사 주체(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 ③ 

정기조사 결과에 대한 자문위원회 평가 실시 및 재조사 실시 

주체(제5조 제4항), ④ 정기조사의 조사결과 보고 대상(제7조) 

등이 그것이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서

는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의 규정내용이 문화재보호법령

과 정합성을 유지해야 하고, 그 규정내용이 완전하여야 한다. 그

러나 현행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의 규정내용은 문화재

보호법령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여 정기조사의 운

영과정에서 혼란을 주고 있다. 예컨대, ① 재조사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 조사결과 통보, 조사결과 등급 분류(제7조 내지 제9

조), ② 주관부서와 실시부서의 정기조사(재조사) 조사결과 보

고 및 대상업무 구분(제7조), ③ 주관부서와 실시부서 소속 정

기조사자문위원회의 각 업무 구분(제11조), ④ 문화재보호법 제

44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문화재청장

으로부터 정기조사・재조사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받은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업무 수행9 등이 그것이다. 

이와 아울러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의 품질 제

고를 위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의 규정내용에 건

조물문화재와 구분되는 동산문화재의 물리적 특성이나 조사

방법의 차별성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국가지

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의 규정내용은 동산문화재의 특성이나 

차별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건조물문화재 중심의 정

기조사 방식 및 후속조치를 기본으로 하여, 국가지정 동산문

화재 정기조사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한 부분이 많고 현실적

용 및 운영에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예컨대, ① 정기조사 및 

9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외부기관의 위탁조사 등에 관한 규정이 전혀 반영되

어 있지 않아 운영상의 혼란을 주고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령의 관련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재보호법 제44조(정기조사) ⑥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

2항에 따른 정기조사·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문화재청장은 법 제44조 제6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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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의 현장조사 실시 이전의 자료조사 내용 및 조사서식과 

조사매뉴얼(제5조 제2항 및 제3항), ② 정기조사 및 재조사 결

과의 등급분류(제9조) 등이 그것이다.

2)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서식 및 매뉴얼

현행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의 국보・보물・국가민

속문화재・등록문화재(동산) 정기조사서의 서식 및 매뉴얼은 

서술형 방식을 채택하고 동산문화재의 물리적 특성이나 조사

방법의 차별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여 국가지정 동산문

화재 정기조사에 적용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어 그 

현실적용 및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첫째,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서의 서식 및 매뉴

얼 세부조사항목의 주관화이다. 현행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

기조사서의 서식은 세부평가항목이 없는 최종평가표인 총괄

표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조사방법 및 조사범위의 명확

한 기준과 직접적 제한이 없다. 또한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

기조사서의 서식은 서술형 기재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조

사자 각각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주관성의 개입이 높고, 그 매

뉴얼도 조사 방법이 아닌 조사서 작성법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는 해당 문화재의 

현재 보존 및 관리상태(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 상

황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체계적인 조사가 수행되어야 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문화재 예방적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해당 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 등에 

대한 객관적 정보데이터의 축적 및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

행의 조사서와 매뉴얼의 양식은 해당 정기조사 결과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및 그 결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일적이고 객

관적인 문화재정보체계 구축을 어렵게 한다. 

둘째,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서의 서식 및 매뉴

얼 세부조사항목 내용상의 불완전성이다. 국가지정 동산문화

재 정기조사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정기조사서의 서식 및 

매뉴얼 세부조사항목에 동산문화재의 물리적 특성이나 조사

방법의 차별성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지정문

화재 정기조사지침의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서 서식 

및 매뉴얼 세부조사항목은 동산문화재 현장조사에 필요한 재

질 파악 여부, 동산문화재 현장조사에 필요한 과학적 조사의 

적용기준・조사방법 및 계측장비 여부, 동산문화재 현장조사 

실시 이전 건조물 동산문화재와 차별화되는 자료조사 내용 등

이 없거나 불완전하여 정기조사의 맞춤형 조사・기록을 위한 

실시를 어렵게 한다.

Ⅲ.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1.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제도의 운영현황

1)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의 대상

우리나라 문화재 정기조사는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

문화재, 등록문화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데,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3,326건이 그 대상이다.10 이 가운데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정기조사의 대상은 국가지정문화재(3,939건)와 등록

문화재(724건)를 포함해 총 4,663건이다. 

또한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중 국보·보물의 정기조사 대

상은 1,682건이고, 그 유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국가지정 동산문화재(국보·보물) 정기조사의 실시

10 문화재청, 2018,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 문화재청, p.49

표 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별 현황

구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

건수 331 2,106 500 110 457

구분
국가무형
문화재

국가민속
문화재

등록
문화재

총계

건수 138 297 724 4.663

(단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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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지정 동산문화재(국보・보물) 정기조사는 

정기조사제도의 도입 이후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17년까지 

재조사를 포함하여 총 2,940건의 정기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국가지정 동산문화재(국보・보물) 정기조사는 정

기조사제도 도입 초기에는 동산문화재의 유형별로 나누어 5년 

주기로 시행되었으나, 2012년부터는 동산문화재의 유형별이 아

니라 지역별로 정기조사가 실시되었다. 2012년에는 충청, 전라, 

제주 지역에 소재되어 있는 국보・보물 동산문화재, 2013년에는 

서울 지역의 주요사립기관에 소재되어 있는 국보・보물 동산문

화재, 2014년에는 경상도 지역에 소재되어 있는 국보・보물 동

산문화재, 2015년에는 서울 지역의 주요사립기관을 제외한 곳

에 소재되어 있는 국보・보물 동산문화재, 2016년에는 강원과 

경기, 기타 지역에 소재되어 있는 국보・보물 동산문화재에 대

하여 정기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17년에는 재차 충청, 전라, 제

주 지역에 소재되어 있는 국보・보물 동산문화재를 대상으로 

정기조사가 실시되었다.

또한 국가지정 동산문화재(국보・보물) 정기조사는 2008

년부터 2017년 이전까지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가 관장하

고, 유형문화재과가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의 협조를 받아 해당 

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그해 조사대상인 국보・보물 동

산문화재의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7년 6월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국가지정 동산문

화재(국보・보물) 정기조사는 국립문화재연구소로 관장이 이관

되어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미술문화재연구실, 보존과학연구실, 

복원기술연구실, 문화재보존과학센터 등이 공동조사하면서 국

가지정 동산문화재(국보・보물) 정기조사의 조사내용도 인문학

적 점검에서 과학적 조사로까지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다.

3) 국가지정 동산문화재(국보·보물) 정기조사의 운영실제

국가지정 동산문화재(국보・보물) 정기조사에 대한 국립

문화재연구소의 실제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현행 국가지정문화

재 정기조사지침을 기본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국가지정 동

산문화재 정기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첫째, 해당 문화재관련 사전조사를 한다. 현지조사 이전

에 해당 문화재와 관련된 역사적인 정보나 문헌적 기록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선행 조사결과를 확인한다. 

둘째, 현지조사에서 먼저 확인조사를 한다. 현지조사에

서 소유자 및 보관장소 변경 신고여부 등 법적 의무사항을 지

켰는지를 확인하고, 문화재의 수량 등 현 상태가 문화재대장에 

기입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문화재가 

복제품으로 확인될 때에는 진품 소장처를 확인한다. 

셋째, 현지조사에서 보존상태 등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

한다. 확인조사 이후 문화재의 보존상태 및 보관장소 환경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문화재 보존상태를 조사할 

때에는 문화재의 향후 손상유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지

학, 문헌사 및 미술사적・보존과학적 관점에서 미시적 조사를 

실시하고, 보존환경의 부적정성이 확인될 때에는 취급 및 보관

방법, 보관장소의 변경 등 장・단기적인 시정 방안을 권고한다. 

넷째, 현지조사에서 정기조사서에 조사결과를 기록한다. 

조사는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서 서식의 항목에 따라 

진행하고 조사결과를 정기조사서에 기록한다. 일괄지정된 문화

재의 경우 수량, 크기 또는 보존상태에 대하여 기록할 내용이 

많을 때에는 세부목록이 기록된 별도 용지를 준비하여 문화재

별로 조사결과를 별도 기록한다. 이 경우 정기조사서 항목 중 

문화재명, 지정년월일, 보관장소, 수량, 소유자・관리자, 보수・관

리실적은 지정문화재대장상의 내용을 그대로 기입한다. 또한 

조사결과 항목에 따라 보관장소의 변동여부, 신고사항 이행여

부를 확인한다. 수량을 확인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문화재를 

실측하여 지정문화재 관리대장의 크기와 같은 지를 파악한다.

다섯째, 문화재 보존상태를 조사한다. 문화재 보존상태

표 2. 국가지정 국보·보물(동산문화재) 유형별 현황

구분 회화 전적 서적 조각 과학기기

국보 25 65 1 39 4

보물 259 601 81 163 78

합계 284 666 82 202 82

구분 공예 서각 합계

국보 101 - 235

보물 261 4 1,447

합계 362 4 1,682

(단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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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화재를 육안조사하여 선행 정기조사서에 기록된 문화재

의 상태와 비교하여 현재 상태를 점검한다. 이 경우 면밀한 조

사를 통해 향후 보존처리 필요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자

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문화재의 손상여부를 기록한다. 이

들 보존상태의 조사는 전체 및 부분 사진촬영을 실시하여 현

재의 보존상태를 정확한 이미지로 저장하고 기록화작업을 실

시한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파악된 문화재 관리상의 문제점

들은 5년 전 기록된 정기조사 결과서와 비교하여 보존과학적 

관점에서 문화재의 기본적인 재질과 열화정도 및 손상상태 등 

물리적인 상태를 거시적으로 파악하면서 실제 문화재의 상태

를 가능한 정확하게 진단한다.

여섯째, 문화재 보존시설을 조사한다. 보존시설은 우선 보

관상자의 상태, 보관장소의 온・습도 수치와 적정한 온・습도 

유지시설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일곱째, 소방관리체계 등을 조사한다. 도난방지시설과 열

감지기, 소화시설 등 소방관리체계를 점검한다. 이 경우 감지

기와 소화전 및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와 소화시설 

점검대장이 구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밖에 보호책, 관할

시설, 안내판, 기타 시설물 등 부대시설과 화기취급시설, 전기취

급시설 등도 함께 점검한다. 이 경우 안내판은 문화재명칭이 변

경되었는데도 과거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문화재 설명내용이 변

경되었는데도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 그 교체여부를 확인한다.

2.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제도의 개선방안

1)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 개정의 주요 쟁점사항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의 체계적 수행 및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의 내용에 건조

물문화재와 구분되는 동산문화재의 물리적 특성이나 조사방

법의 차별성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고, 그 내용 및 절차가 문

화재보호법령과 정합성을 유지하며 명확하고 완전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은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들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의 주요 

쟁점사항과 그 쟁점사항별 개정대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 개정의 쟁점사항별 개선

방안

(1)   정기조사 주관부서와 실시부서의 특정 

현행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에는 정기조사 수행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와 실시부서로 구분하고 있으나, 그 주관부

서와 실시부서가 어느 곳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령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이하 “문화재청 직제”라 한다)를 살펴보아야 한다.   

표 3.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의 주요 쟁점사항 및 개정대상

주요 쟁점사항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 개정대상

①  주관부서와 

실시부서 특정

·  정기조사 및 재조사 실시의 사전통지 

주체(제4조 제2항)

·  현장조사 주체(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

·  정기조사 결과에 대한 자문위원회 평가 실시 및 

재조사 실시 주체(제5조 제4항)

·  정기조사의 조사결과 보고 대상(제7조)

·  주관부서와 실시부서의 정기조사 조사결과 

보고 및 대상업무 구분(제7조)

·  주관부서와 실시부서 소속 

정기조사자문위원회의 각 업무 구분(제11조)

·  주관부서와 실시부서의 특정 및 

업무분장(제4조 내지 제8조)

②  부서의 업무분장

·  재조사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조사결과 통보, 

조사결과 등급 분류(제7조 내지 제9조)

·  정기조사 및 재조사의 현장조사 실시 

이전의 자료조사 내용 및 조사서식과 

조사매뉴얼(제5조 제2항 및 제3항)

③  과학적 조사
·  과학적 조사의 적용기준, 조사방법 및 

계측장비(제5조 제1항)

④  결과의 등급화 ·  정기조사 및 재조사 결과의 등급분류(제9조)

⑤ 위탁조사

·  전문기관이나 단체에의 위탁

·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정기조사·재조사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받은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업무 수행

⑥  서식 및 매뉴얼

·  조사항목의 구성 형식

·  과학적 조사의 적용기준, 조사방법 및 

계측장비(제5조 제1항)

·  정기조사 및 재조사의 서식과 

조사매뉴얼(제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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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직제는 문화재 정기조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

립・조정 및 총괄 업무를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에 분장하고 

있다(직제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15호). 그리고 문화재청 직제

는 국가지정문화재 유형별 관장부서에게 정기조사・기초조사・

직권조사 관장업무를 함께 분장하고 있다(직제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다만, 국보・보물(유형문화재과) 및 명승・천연기념

물(천연기념물과)의 정기조사는 각 국가지정문화재 유형별 관

장부서의 업무에서 배제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위임하고 있

다. 이와 아울러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은 문화재 유형별 

정기조사 대상문화재 목록의 관리 및 정기조사계획의 수립업

무 등을 주관부서에 분장하고(제3조 제4항, 제4조 제1항), 정기

조사 실시 및 결과분석업무 등을 실시부서에 분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화재청 직제시행규칙과 국가지정문화재 정

기조사지침의 관장업무 상호간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에 국가

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상 문화재유형 전체를 총괄하는 정

기조사 계획수립과 문화재 유형별 대상문화재 목록관리업무

를 담당하는 주관부서는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각 문화재 

유형별 정기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는 실시부서로 볼 수

밖에 없다. 만약 주관부서를 각 문화재유형별 정기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로 특정할 때에는 각 문화재유형별 정기조사

를 실시하는 해당 실시부서의 특정이 곤란하고, 문화재청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15호에 규정된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

과의 정기조사 총괄업무의 역할과 충돌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는 그 동안 국가지정문

화재 정기조사지침의 규정내용과 달리 각 문화재유형별 정기

조사 담당부서가 주관부서와 실시부서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

거나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의 관련부서를 협조부서로 활용하

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예컨대, 종래 근대문화재과・무형

문화재과 등은 각 정기조사 분장업무에 대한 주관부서와 실시

부서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으나, 국가지정 동산문화재(국보・보

물) 정기조사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가 주관하면서 국립문

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이 협조하여 실시하는 형태로 운

영되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에 따라 정기조

사 실시 이후 그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소유자 등에게 통보하는 절차에 있어서 모든 문화재유형에 대

한 후속 조치계획을 한 부서(보존정책과)가 수립하는 것은 사

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특성상 해당 문화재유형

별 정책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업무분배의 원칙에도 적합하다. 

그리고 최근 문화재청 직제규정 개정에 따라 국보・보물의 정기

조사 업무 및 명승・천연기념물 정기조사 업무가 각각 유형문

화재과와 천연기념물과의 분장업무에서 제외되고 국립문화재

연구소의 업무로 이관됨으로서, 이들 해당 문화재 정책부서와 

국립문화재연구소 담당부서간의 업무연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행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의 운영 현실, 문화

재청 직제시행규칙상의 업무 정합성, 정기조사 담당부서의 효율

적인 업무분배 및 연계 등을 고려할 때에 종전 주관부서 및 실

시부서를 총괄부서, 주관부서, 실시부서로 구분하고 각각의 업

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특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관점에

표 4. 문화재청 직제의 문화재 유형별·조사종류별 관장부서

구분 조사의 종류 관장부서

국보·보물

정기조사 -

기초조사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직권조사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국가
민속

문화재

건조물

정기조사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기초조사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직권조사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건조물 
이외

정기조사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기초조사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직권조사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사적

일반

정기조사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기초조사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직권조사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고도지역

정기조사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기초조사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직권조사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근대건축

정기조사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기초조사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직권조사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명승·천연기념물

정기조사 -

기초조사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직권조사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등록문화재

정기조사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기초조사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직권조사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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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화재유형 전체를 총괄하는 문화재유형별 대상문화재 목록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주관부서는 문화재유형별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문화재청의 각 

부서, 실시부서는 각 문화재별 정기조사를 실시하는 부서로 특

정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을 개정하여야 한다.11

(2)   정기조사 부서의 업무분장  

현행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은 정기계획 수립, 사

전통지, 현장조사, 재조사 여부, 조사결과 분석, 조사결과 보고, 

조사결과 통보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주체 및 

보고대상자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고, 조사결과 보고주체도 

중복되며, 재조사 실시 이후의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

다. 예컨대, 정기조사계획은 주관부서가 실시부서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조사결과 분석은 실시부서가 수행하며 조사결과 통

보는 주관부서가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통지 및 

현장조사의 주체는 규정이 없으며 조사결과 보고주체는 주관

부서와 실시부서가 중복하되 그 보고대상자에 대한 규정이 없

다. 더 나아가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에서 주관부서와 

실시부서가 정기조사자문위원회를 각각 운영하나 그들 각 부

서가 운영하는 정기조사자문위원회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정기조사 결과에 대한 재조사 실시여부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그 결정과정의 정기조사자문위원회는 누구 소속의 정

기조사자문위원회인지, 그 직무가 검토인데 무엇을 평가하는

지, 재조사 실시 결정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따라서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재조사)의 체계적

인 수행을 위해서는 정기조사(재조사) 시행에 대한 총괄부서, 

주관부서, 실시부서의 명확한 업무분장이 필요하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

서는 현행 주관부서에 의한 정기조사계획 보다는 정기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실시부서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이 실질적이

고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시부서는 정기조사 실시 전에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시계획에 따

라 사전통지 및 현장조사를 하며 그 조사결과의 분석 및 보고

를 하도록 하고, 주관부서는 실시부서로부터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그 조사결과를 총괄부서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소

유자, 관리단체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총괄부서는 주관부서로

표 5. 정기조사 시행절차 및 정기조사 부서의 업무분장 개선방안

현  행 개선방안

항목 내용 항목 내용

정기조사 주체
주관하는 부서
실시하는 부서

정기조사 주체
총괄부서
주관부서
실시부서

정
기
조
사
업
무

정기조사
계획수립

주관하는 부서
(실시부서와 협의)

정
기
조
사
업
무

정기조사 
실시계획

수립

실시부서
(주관부서와 협의)

사전통지 없음 사전통지 실시부서

사전자료 
조사

없음
사전자료 

조사
실시부서

육안조사
(과학조사)

없음
육안조사
(과학조사)

실시부서

재조사실시 
여부

없음
재조사실시 

여부
실시부서

정기조사
결과 분석

실시한 부서
정기조사
결과 분석

실시부서

조사결과 
보고

주관하거나 
실시한 부서

 (보고 상대방 ×)

조사결과 
보고

실시부서
(주관부서에 보고)

후속 조치
계획 및 

향후 정기
조사계획

주관한 부서,
실시한 부서

후속 조치
계획 및 

향후 정기
조사계획

주관부서

조사결과 
통보

주관한 부서
(소유자 등
에게 통보)

조사결과 
통보

주관부서
(총괄부서 및 
소유자 등에게 

통보)

정기조사 
대상문화재 
목록 관리

주관부서
정기조사 

대상문화재 
목록 관리

총괄부서

11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에 정기조사 부서를 총괄부서, 주관부서, 실시부서로 구분하여 규정할 경우에는 문화재청 직제시행규칙과의 정합성을 고려

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규정」에 그 하부조직 분장업무로서 국보·보물의 정기조사에 관한 사항, 명승·천연기념물의 정기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규정은 국보·보물의 정기조사에 관하여 동산문화재는 미술문화재연구실(제12조 제5항 제11

호), 건조물문화재는 안전방재연구실(제12조 제10항 제3호)로 각각 업무를 분장하고 있으나, 명승·천연기념물의 정기조사에 관하여는 업무를 분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제12조 제9항(자연문화재연구실)의 분장사무로서 제14호에 명승·천연기념물의 정기조사에 관

한 사항을 신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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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통보받은 조사결과에 따라 정기조사 대상문화재의 목록

을 관리하도록 업무를 각각 분장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

사지침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재조사) 품

질 제고를 위하여 정기조사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재조사 여

부 결정을 위한 검토기관(정기조사자문위원회)의 명확한 업무

조정과 재조사 실시 결정 이후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

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 제5조 제2항에서 실시부서의 현

장조사 실시 이전에 필요한 자료조사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 

건조물 중심의 “소유자, 문화재구역 등의 일반현황과 보수정비 

이력, 배치도 및 실측도면 등” 이외에도 동산문화재의 특성을 

반영한 수량・규격・재질, 대체자료(모조품) 여부 및 수리이력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3)   정기조사 과학적 조사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는 문화재의 지정 발굴을 위한 

조사가 아니라 지정문화재의 보존상태 및 관리상태를 파악하

는 법정조사이다. 따라서 당해 문화재의 가치평가가 중심이 아

니라 정기조사의 시점에서 당해 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여부 

및 그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 등의 조사 및 분석이 

중심이 되고,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시행하여 

당해 문화재의 지속적 보존 및 관리를 행하기 위한 사전조치의 

성격을 지닌다.

현행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은 현장조사에서 육안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측장비 등을 이용한 과

학적 조사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지정 동산문

화재는 건조물문화재와 달리 그 특성상 정기조사의 과학조사

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그 조사결과로 수집된 정보데이터를 

축적하고 당해 문화재의 추적 관리를 통해 국가지정 동산문화

재 정기조사 맞춤형 조사・기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

러나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에는 과학적 조사의 방법과 

필요한 계측장비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정기조사서 서식 및 

매뉴얼에도 서술형 기재방식을 채택하여 과학적 조사 결과의 

객관적인 데이터의 축적이 이루어지기 곤란한 상황이다.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맞춤형 조사・기록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기조사 과학적 조사의 체계화 및 그 조사

결과 데이터의 객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지정문화재 정

기조사에서 과학적 조사의 조사방법 및 계측장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거나 세분화하여 법정화하는 것은 육안조사

를 원칙으로 하는 정기조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행

정실무에서도 조사인력이나 예산 확보 등의 운영상 한계가 발

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에서 

과학적 조사의 조사방법은 조사자의 역량 및 업무량  등을 고

려하여 점검사항의 구체화 수준으로 구성하고, 그 계측장비는 

휴대 가능하거나 손쉽게 구비 가능한 공통장비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현장조사에서 육안조사 후 과학적 조사의 실시여

부는 현장에서 실시부서가 결정하여 수행하고, 과학적 조사의 

조사결과 데이터 축척을 위하여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

사서 서식 및 매뉴얼의 육안조사 조사항목의 구체화와 조사항

목별 기재방식의 체크리스트화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과학조사 부분을 신설하여 과학조사의 실시여부, 과학

조사 장비 및 조사결과 등을 기재하도록 국가지정문화재 정기

조사지침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국가지정문화재 정

기조사지침(제5조 제1항)의 과학적 조사에 동산문화재의 특성

을 반영하여 본문 중 “균열・변위 등” 을 “균열・변위・손상 등” 으

로 자구를 수정하여야 한다.

(4)   정기조사 결과의 등급화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은 정기조사 결과를 노후

정도, 훼손상태, 관리상태 등에 따라 양호(A), 경미보수(B), 주

의관찰(C), 정밀진단(D), 수리(E), 즉시조치(F)의 등급으로 분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의 등급분류는 동산

문화재 조사 결과 적용 시에는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국가지정

문화재 정기조사지침의 경미보수(B)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경미한 수리가 필요한 문화재로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별표의 경미한 수리는 건조물문화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에 적용될 수 없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의 주의관찰(C)이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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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진단(D)은 건조물문화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동산문화재의 적용에는 실무상 운영의 혼란 우려가 있으므로 

동산문화재 특성이나 정기조사의 체계에 비추어 그 보존・관리

방법 등의 환경개선이 필요한 문화재로 분류하는 등급 및 고도

의 계측장비를 이용한 심층 과학적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문화

재로 분류하는 등급의 신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리(E)와 즉시

조치(F)는 동산문화재의 등급분류에도 일부 필요하나, 그 규정 

내용이 건조물문화재 중심이라 규정 표현의 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에 있어서 건조물

문화재에 적용되는 등급분류와 별개로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결과의 등급분류를 양호(보존 및 관리가 잘되고 있

는 문화재), 환경개선(보존 및 관리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훼손

의 우려가 있어 보존·관리방법 등의 환경개선이 필요한 문화

재), 정밀과학조사(열화・손상 등의 문제가 확인되어 그 원인 

분석 등을 위하여 심층적인 과학적 조사가 필요한 문화재), 보

존처리(손상방지 등을 위한 조치나 보존조치가 필요한 문화재)

의 4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5)   정기조사의 의탁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8조는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

사와 재조사를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정

기조사계획 수립의 조사방법 중에 위탁조사가 규정되어 있으

나,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에는 정기조사 및 재조사의 

위탁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대상문화재의 건수나 조사 

인력 등을 고려한 체계적 정기조사 및 재조사 수행을 위해서는 

위탁조사의 근거 및 절차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지정

문화재 정기조사지침에 법령의 체계에 맞추어 위탁조사 근거 및 

위탁조사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6)   정기조사의 서식 및 매뉴얼 

현행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의 국보・보물・국가민

속문화재・등록문화재(동산) 정기조사서 서식 및 매뉴얼은 총

괄사항, 보존사항, 관리사항, 현황사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기재방법은 서술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지정 동산문화재(국보・보물) 정기조사서 서식 

및 매뉴얼은 전술한 바와 같이 세부조사항목 기재의 주관화 및 

세부조사항목 내용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조사결과의 객관적 

자료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과학적 조사의 결과 기록 등에 

표 6.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서 서식 및 매뉴얼 개선방안

현 행 개선방안

총

괄

사

항

· 일반사항 : 정기조사 

시행 전에 당해 문화재의 

정보(문화재명/지정번호/

지정연월일/수량/규격/

대체자료/소유자/소재지/

관리자/수리내역) 작성

· 조사결과 : 당해 문화재의 

보존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보관장소/현황확인/

보존현황/보존시설/신고사항 

이행여부/공개여부/특기사항) 

기록

총

괄

사

항

·   일반사항 : 유형에 대한 조사 

항목 신설

·   조사결과 : 조사항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존사항과 관리사항을 

모두 명시하고, 결과는 

체크리스트로 기록 

가능하도록 수정

보

존

사

항

· 보관장소, 현황확인, 

보존현황, 보존시설, 신고사항 

이행 여부, 공개 여부 6개 

조사항목으로 구성

보

존

사

항

· 육안조사와 과학조사로 구분, 

조사결과는 체크리스트화

  -  육안조사 : 종류, 형태, 

재질, 지정수량 및 규격의 

일치 여부, 손상진행 유무, 

손상내역

  -  과학조사 : 과학조사 실시 

여부, 장비, 조사결과, 

정밀과학조사 필요 여부

관
리
사
항

· 소방 및 안전관리, 안내 및 
전시시설의 유무 및 현황에 
대한 서술형 기술

관
리
사
항

· 문화재 자체 관리와 
보관환경 관리에 대한 
조사로 구분

  -  문화재 자체 : 신고사항 
이행여부, 소장경위, 
복제품 및 현상변경 유무

  -  보관환경 : 보관장소, 
소방 및 안전

· 기존의 3.2 보존사항의 
보관장소, 보존시설, 
신고사항 이행여부 항목을 
관리사항으로 배정

· 동산문화재 재질별 
온·습도 적정조건을 
바탕으로 보관장소의 최적 
온도를 18~22℃, 최적 
습도를 45~65%로 정함.

현
황
사
진

·대표사진과 상세사진

현
황
사
진

· 전체, 측면 및 후면, 상하면, 
문·발문·명문 등의 사진

· 현장조사에서 발견된 
손상부위의 사진 첨부

· 소방 및 안전시설, 
보관장소 등 보관환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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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의 국가지정 동산문

화재 정기조사서 서식 및 매뉴얼에 조사결과의 객관성 확보 및 

조사결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세부조사항목의 조사결과 

기재방식을 체크리스트화로 통일하고, 조사방법을 육안조사와 

과학조사로 구분하면서 육안조사의 경우 재질별 특성에 따른 

손상진행 여부의 판단사항을, 과학조사의 경우 조사실시 여부, 

과학조사 이용장비, 조사결과, 정밀과학조사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Ⅳ.  결론

문화재는 역사성・예술성・학술성・경관성 등의 정신

적 가치를 가진 민족단위의 공동체적 산물로 한 민족의 정

체성을 표출하는 문화자산이며 그 민족의 역사・전통・문화

의 이해에 없어서는 안되는 유산이고, 인류의 가장 보편적

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류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유산이

다.12 그리고 문화재는 인간의 정신활동과 인공작용을 통하

여 건설・제작・생산된 유형의 문화재 뿐 아니라 인간의 문

화활동을 통해 성장・변화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및 자연적

으로 형성되어 인간의 삶과 함께하고 있는 명승지와 자연

자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13 이러한 문화재의 주기적인 조

사를 통해 문화재의 예방적 보존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2006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의 법적 의무로서 국가지

정문화재 정기조사제도가 도입・운영되었다.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는 그 동안 문화재보호법에 근

거한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에 따라 꾸준히 실시되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기여한 바가 크나, 건축물

문화재 정기조사 중심의 규정으로 구성된 국가지정문화재 정

기조사지침의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적용에는 한

계가 있고, 그 지침의 체계 및 규정의 불명확성과 정기조사

서 서식 조사결과 기재방식의 서술형은 국가지정 동산문화

재 정기조사 운영의 혼란과 조사결과의 객관성 확보 및 활용

도 제고에 저해가 되어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의 체

계적 관리 및 품질 제고를 위하여 그 개정이 요구된다. 

본고는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제도의 체계와 구조,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실태 등을 분석한 후 국

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의 체계적 관리 및 품질 제고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상의 정기조사 총괄・

주관・실시부서 특정, 정기조사의 명확한 절차 및 부서의 업

무 분장, 정기조사 과학적 조사, 정기조사 결과의 등급화, 정

기조사 위탁, 정기조사 서식 및 매뉴얼의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들 개선방안이 향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

사의 품질 제고와 맞춤형 조사・기록체계 구축에 일조하기

를 기대하며, 그 결론으로서 <표 7>의 국가지정문화재 정기

조사지침 개정안 및 <표 8>의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 

정기조사서(동산문화재) 개정안을 제안한다.

12 김창규, 2010, 「문화재정책 및 법제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법과 정책연구』 제10집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p.631: 김창규, 2006, 「지방문화재의 보존·

활용을 위한 법제개선 및 정책방향」 『한양법학』 제19집, 한양법학회, p.168: 김창규, 2015, 「사찰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사찰경영론』, 동국대학교출판부, 

p.433

13 김창규, 2017, 『개정증보판 문화재보호법총론』, 동방문화사, p.123: 김창규, 2012, 『문화재관리의 이론과 실제』, 동방문화사, pp.7-8: 김창규 외, 2011,

『자연유산법 제정연구』, 문화재청, p.11: 김창규 외, 2011, 『2011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 문화재보호제도-문화재수리·전수교육·보호활동』, 기획

재정부·KDI, p.12: 김창규 외, 2009, 『사적 지정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문화재청,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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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1장 총 칙
제2조(정의) 
   제1항 신설(현행규정에는 없음)

제1장 총 칙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문화재청의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문화재 유형별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문화재청의 각 부서를 말한다.

 3. “실시부서”란 <표 9>와 같다.

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 대상문화재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안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이란 박물관 

또는 전시관 등의 건물 안에 있는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 또는 

건축물류 문화재를 말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관리조직이 

문화재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를 말한다.

 3.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류 국가지정문화재  

등”이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일상생활을 하거나 관리를 위해 

거주하고 있는 문화재를 말한다.

 4.   “직전 정기조사에서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된 

국가지정문화재 등”이란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 대상문화재의 

직전 정기조사에서 제9조의 A와 B등급으로 분류된 문화재를 

말한다.

 ②  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 대상문화재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안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이란 박물관 또는 전시관 등의 건물 

안에 있는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 또는 건축물류 문화재를 말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관리조직이 문화재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를 말한다.

 3.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류 국가지정문화재  등”이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일상생활을 하거나 관리를 위해 거주하고 있는 문화재를 말한다.

 4.  “직전 정기조사에서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된 국가지정문화재 등”이란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 대상문화재의 직전 정기조사에서 제9조제1항의 A와 B등급으로 

분류된 문화재 및 제9조제2항의 양호를 말한다.

제3조(조사주기 및 대상) 

 ① 내지 ③ (생략)

 ④  정기조사를 주관하는 부서는 문화재 유형별·연도별로 3년 또는 

5년 주기 정기조사 대상문화재 목록을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주기 및 대상) 

 ① 내지  ③ (현행과 동일) 

 ④  총괄부서는 문화재 유형별·연도별로 3년 또는 5년 주기 정기조사 대상문화재 목록을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표 9. 정기조사(재조사) 실시부서

구분 실시부서

국보·보물
건조물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

동산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

국가민속
문화재

건조물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건조물 이외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사적

일반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고도지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근대 건축물 및 시설물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명승·천연기념물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등록문화재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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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기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

제4조(계획수립 및 통지) ⓛ 정기조사를 주관하는 부서는 정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실시부서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기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기조사 대상 문화재

 2.  조사내용 : 문화재 유형별 조사서식 및 조사매뉴얼

 3.  조사방법 : 직접조사 또는 위탁조사

 4.  계절, 조사환경, 현장상황 등을 고려한 조사기간

 5.  직전 정기조사 결과 보수 등 조치현황

 6. 소요예산 및 향후계획

 ②  제1항 및 제5조 제4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단,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의 경우 정기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장  정기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

제4조(실시계획수립 및 통지) ⓛ 실시부서는 정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기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기조사 대상 문화재

 2. 조사내용 : 조사서식 및 조사매뉴얼

 3. 조사방법 : 직접조사 또는 위탁조사

 4.  계절, 조사환경, 현장상황 등을 고려한 조사기간

 5. 직전 정기조사 결과 등 조치현황

 6. 소요예산 및 향후계획

 ②  실시부서가 제1항 및 제5조 제4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의 경우 정기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조사방법 및 절차) ① 문화재의 보존상태, 관리실태 등에 대해 

기본적으로 육안조사를 실시하되, 균열·변위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측장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소유자, 문화재구역 등의 일반현황과 

보수정비 이력, 배치도 및 실측도면 등의 자료를 미리 조사한다.

 ③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유형별 별지 조사서식 및 

조사매뉴얼에 따라 조사결과를 기록·관리한다. 다만, 별지서식의 

유형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등록문화재의 경우 성격이 가장 유사한 

문화재의 서식 및 조사매뉴얼을 준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정기조사 결과에 대해 제12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조사방법 및 절차) ① 실시부서는 현장에서 문화재의 보존상태, 관리실태 등에 대해 

기본적으로 육안조사를 실시하되, 균열·변위·손상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측장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실시부서는 정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소유자, 문화재 수량·규격·재질, 

대체자료(모조품) 여부, 문화재구역 등의 일반현황과 수리·보수·정비 이력, 배치도 및 

실측도면 등의 자료를 미리 조사한다.

 ③  실시부서는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유형별 별지 조사서식 및 조사매뉴얼에 따라 

조사결과를 기록·관리한다. 다만, 별지서식의 유형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등록문화재의 

경우 성격이 가장 유사한 문화재의 서식 및 조사매뉴얼을 준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실시부서는 정기조사 결과에 대해 제12조 제1호에 따라 정기조사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조사결과 분석) 정기조사를 실시한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종합·분석하여야 한다.

 1. 정기조사 결과(1차)

 2. 재조사 결과

 3.  정기조사 자문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제6조(조사결과 분석) 정기조사를 실시한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종합·분석하여야 

한다.

 1. 정기조사 결과(1차)

 2. 재조사 결과

 3.  정기조사 자문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제7조(조사결과 보고) 정기조사를 주관하거나 실시한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기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기조사 개요 :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자, 조사기간, 집행예산

 2.  조사결과 분석 : 제6조에 따른 결과 분석, 제9조에 따른 등급분류 등

 3.  조사결과 조치계획 : 제10조에 따른 후속조치 등

 4. 향후 정기조사 계획

제7조(조사결과 보고) 실시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기조사 및 재조사 결과를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기조사(재조사) 개요 :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자, 조사기간, 집행예산

 2.  조사결과 분석 : 제6조에 따른 조사결과 분석, 제9조에 따른 등급분류 등

제8조(조사결과 통보) 정기조사를 주관한 부서는 정기조사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소유자, 관리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결과 통보 등) ① 주관부서는 제7조의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후속조치계획 : 제10조에 따른 후속조치 등

 2.  향후 정기조사 및 재조사 계획

 ②  주관부서는 정기조사 및 재조사 결과를 총괄부서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소유자, 

관리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 2(위탁조사) ① 실시부서는 규칙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②  제1항의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정기조사 및 재조사는 제4조제2항,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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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사결과 분류 및 후속조치

제9조(조사결과 등급분류) 정기조사 결과는 노후정도, 훼손상태, 

관리상태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등급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A(양호) : 보존·관리가 잘되고 있는 문화재

 2.  B(경미보수) :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표9에 해당하는 경미한 수리가 필요한 문화재

 3.  C(주의관찰) : 노후, 훼손 등의 문제가 확인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동 상태의 진행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육안조사 또는 

과학적 장비에 의한 모니터링 등으로 관찰이 필요한 문화재

 4.  D(정밀진단) : 주의관찰 결과 및 변형 등의 위험요소 발생 우려에 

따른 정밀진단이 필요한 문화재

 5.  E(수리) : 정밀진단 결과 수리가 필요하거나, 

보수·정비·손상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문화재 

 6.  F(즉시조치) : 훼손상태 등이 심각하여 즉시 보수·정비 등이 필요한 

문화재 신설

제3장 조사결과 분류 및 후속조치

제9조(조사결과 등급분류) 

①  정기조사 및 재조사 결과는 노후정도, 훼손상태, 관리상태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등급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A(양호) : 보존·관리가 잘되고 있는 문화재

 2.  B(경미보수) :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표9에 해당하는 경미한 수리가 필요한 문화재

 3.  C(주의관찰) : 노후, 훼손 등의 문제가 확인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동 상태의 진행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육안조사 또는 과학적 장비에 의한 모니터링 등으로 

관찰이 필요한 문화재

 4.  D(정밀진단) : 주의관찰 결과 및 변형 등의 위험요소 발생 우려에 따른 정밀진단이 

필요한 문화재

 5.  E(수리) : 정밀진단 결과 수리가 필요하거나, 보수·정비·손상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문화재 

 6.  F(즉시조치) : 훼손상태 등이 심각하여 즉시 보수·정비 등이 필요한 문화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의 정기조사 및 재조사 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양호 : 보존 및 관리가 잘되고 있는 문화재

 2.  환경개선 : 보존 및 관리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훼손의 우려가 있어 보존·관리방법 

등의 환경개선이 필요한 문화재

 3.  정밀과학조사 : 열화·손상 등의 문제가 확인되어 그 원인분석 등을 위하여 심층적인 

과학적 조사가 필요한 문화재

 4.  보존처리 : 손상방지 등을 위한 조치나 보존조치가 필요한 문화재

제4장  정기조사 자문위원회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정기조사를 주관하거나 실시한 부서는 정기조사 결과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외부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기조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부서장이 위촉한다.

 1. 내지 3. (생략)

 ② 내지 ③ (생략)

제4장  정기조사 자문위원회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주관부서나 실시부서는 정기조사 및 재조사 결과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외부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기조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부서장이 위촉한다.

 1. 내지 3. (현행과 동일)

 ② 내지 ③ (현행과 동일)

제12조(위원회 임무) 정기조사 자문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정기조사 재조사에 관한 사항

 2.  정기조사 등급 분류에 관한 사항 

 3.  정기조사 결과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정기조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회 임무) 

① 주관부서의 정기조사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정기조사 및 재조사 결과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2. 정기조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②  실시부서의 정기조사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정기조사 재조사에 관한 사항

 2. 정기조사 등급 분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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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지침 정기조사서(동산문화재) 개정안

3.1 총괄사항

문화재명

(지정/등록번호)

당해 문화재의 명칭 

(국보 제○○○호)

※ 전자행정 자동입력사항

지정(등록)

연월일

○○○○. ○○. ○○.

※ 전자행정 자동입력사항

유  형  회화류,   전적류,   조각류,   공예류,   과학기기류

수  량
당해 문화재 대장의 수량을 기입

※ 전자행정 자동입력사항
규 격

당해 문화재 대장의 규격을 기입

※ 전자행정 자동입력사항

소유자
당해 문화재 대장의 소유자를 기입

※ 전자행정 자동입력사항
관리자/관리단체

당해 문화재 대장의 관리자/단체를 기입

※ 전자행정 자동입력사항

소재지(주소) 당해 문화재 대장의 주소를 기입 ※ 전자행정 자동입력사항

보존처리내역

※ 최근 5년간의 

내역 기록

구분 내 용

시행연도 최근 내역을 상위에 기록한다. ※예) 2009.09.30. / 2012.06.07 

보존처리 내용 보존처리명, 보존처리기간, 보존처리 순으로 기록한다.

조사 결과

구분 내 용

보관장소  양호,  미흡 (사진○ 참조)

수량확인  일치,  불일치

보존상태  양호,  손상진행 (사진○ 참조)

정밀과학조사  필요,  불필요

소방 및 안전  양호,  미흡 (사진○ 참조)

신고사항  있음,  없음 

복제품  있음,  없음 

조사자 종합의견 당해 문화재에 대한 조사자의 의견을 기입 [조사결과 등급을 기재할 것. 예시) 양호]

조사일시 ○○. ○○. ○○. 조사자 소속명 성명 

조사장소 최근 조사연도 ○○○○년 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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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관리사항

구 분 조사사항 조사결과

보관장소

■보관시설  박물관 및 전시관  보호각,  금고,  기타(    )

■보관시설 상태  양호,  미흡(미흡시 내용 기입)

■온·습도 적정 여부
 적정,  부적정(부적정시 내용 기입)  

※ 적정온도 : 18~22℃, 적정습도 : 45~65%

■광선·조도 적정 여부

 적정,  부적정(부적정시 내용 기입)

소방 및 안전

※시설의 유무 

확인 하고 

중복√ 가능

■소방시설 및 상태
 소화기,  소화전,  감지기(열, 불꽃 등),  스프링쿨러,  기타(    ),  없음

 가동,  불가동(시설 설치된 경우 불가동 사유 기입)

■도난방지시설 및 상태
 경보시스템,  감시카메라,  기타(    ),  없음

 가동,  불가동(시설 설치된 경우 불가동 사유 기입)

■전기안전시설 및 상태
 분전반,  기타(    ),  없음

 가동,  불가동(시설 설치된 경우 불가동 사유 기입)

■관리인력  경비,  시설,  학예,  기타(    ),  없음

■방재매뉴얼 유무  있음,  없음

신고사항

■현재 보관장소와 변경신고된  

주소의 동일 여부
 일치,  불일치(불일치 시 현 보관장소 주소 기입)

■현재 관리자와 변경신고된  

관리자의 동일 여부
 일치,  불일치(불일치 시 현 관리자 기입)

■현재 소유자와 변경신고된  

소유자의 동일 여부
 일치,  불일치(불일치 시 현 소유자 기입)

소장경위
■최근 정기조사 후 

변동내역 확인
 전승,  구입,  기증,  기타(        )

복제품 유무
■최근 정기조사 후 

복제품 제작 유무 확인
 있음(용도:       , 수량:          , 장소:         )    없음

현상변경 유무
■최근 정기조사 후 

현상변경 유무 확인
 있음(변경연도:           , 변경내용:             )   없음

재질별 조도 및 자외선 적정기준

토(흙)·유리 종이·직물 목재·나전 석재·동·철

조도 300Lx 300~750Lx 300~750Lx 750~1500Lx

자외선량 - 10㎼/㎡ 10㎼/㎡ 10㎼/㎡

3. 2 보존사항 

구 분 조사사항 조사결과

보존
상태

■종류  회화류,   전적류,   조각류,   공예류,   과학기기류

■형태

 낱장,  가철,  선장,  절첩,  족자,  두루마리,  병풍,  액자,  목판,  동판,  

 각석,  입상,  좌상,  병,  완,  접시,  합,  잔,  주전자,  향로,  연적,  

  사리장엄구,  범종,  총포,  거울,  함(상자),  장(장롱),  기타(  )

■재질
 종이,  직물,  토,  유리,  목재,  나전,  석재,  동,  철,  기타(    ) 

※ 다양한 재질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복수로 √ 표시할 수 있음

■지정 수량과 일치 여부  일치,  불일치(불일치 시 내용 기입)   ※ 일괄 등 수량 많을 시 목록(사진 포함) 별첨

■지정 규격과 일치 여부  일치,  불일치 (불일치 시 내용 기입)

■손상 진행 유무  있음,  없음  ※최근 정기조사 및 재조사 이후

■손상 내역

 꺾임,  주름,  찢김,  마모,  긁힘,  낙서,  충식(벌레),  서식(쥐),  박리(락),  파손,  

 균열,  그을림,  불에 탐,  누습,  기름,  접착제,  분비물,  오염,  청녹,  기타(    ) 

※ 다양한 재질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복수로 √ 표시할 수 있음

■과학조사 실시 여부  실시,  미실시

■과학조사 장비
 현미경,  적외선,  자외선,  XRF,  FT-IR,  라만,  투과,  

 색차계,  내시경,  초음파,  기타(    )

■조사결과 ※ 조사 내용 서술

■정밀과학조사 필요 여부  필요,  불필요  ※ 첨단장비를 이용한 정밀과학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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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정면)

1 국보 제○○호 ○○○○_전체(정면)

측면, 후면

2 국보 제○○호 ○○○○_측면,후면

상•하면

3 국보 제○○호 ○○○○_상하면

서문, 발문, 명문

4 국보 제○○호 ○○○○_서문,발문,명문

손상부위

5 국보 제○○호 ○○○○_손상부위

소방 및 안전시설

6 국보 제○○호 ○○○○_소방 및 안전시설

보관건물 

7 국보 제○○호 ○○○○_보관건물

보관장소

8 국보 제○○호 ○○○○_보관장소

3. 4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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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mprovement of regular survey system of 
state-designated movable cultural heritage

Artificial or natural artifacts, which have historical, artistic, academic or scenic value as national, ethnic 

or global assets, are designated as "cultural heritages"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Cultural heritages can be divided into tangible cultural heritag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and monument 

and folklore heritages. In addition, depending on the object of designation, a cultural heritage can be designated 

either as a city or a provincial cultural heritage or a cultural heritage material, by a city mayor or provincial 

governor, and as a state-designated heritage by the administrato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he regular survey is a part of the policy for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ate-designated heritages, 

which requires that surveys be undertaken every three to five years for the preservation, repair and maintenance 

of  cultural heritages. It was stipulated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in 2006, and since then 

has substantially contributed to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ate-designated heritages based on the 

identification of  damage to cultural heritages and the application of appropriate treatment measures.

However, some parts of the guidelines on the regular survey, legislated in 2006, occasionally give rise to 

confusion in managing the regular survey system of state-designated movable cultural heritages, and need to be 

modified to facilitate the systematic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the regular survey system.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structure and operation of the regular survey system of state-designated 

movable cultural heritages, and proposes plans for improving the way of specifying each department which 

leads, manages and executes the regular survey, the process of entrusting the survey, and its guidelines and 

forms.

I hope that these plans concerning the regular survey of state-designated movable cultural heritages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and management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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