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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사업’과 흰개미 피해를 받은 문화재의 관련성을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5개년 정책 사업으로 2004년에 시작된 ‘숲가꾸기 사업’은 전국 산림의 약 59%에 시행되었으며, 2009년 최대치였

다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편 국가지정문화재의 흰개미 피해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

치는 2012년부터 확대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최근 6년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한 국가지정문화재 

흰개미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화재의 약 98%가 흰개미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약 72%는 산림에 인접해 있음을 확

인하였다. 특히‘2008년 산불방지 문화재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인 국가지정문화재 46개소는 모두 흰개미 피해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흰개미 피해를 받은 문화재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숲가꾸기 이후 흰개미의 서식처가 될 수 있는 수많은 그루터기와 목재 산물이 발생함에 따라 산림에 인접한 

목조문화재가 흰개미 피해를 받기 쉬운 환경에 놓이게 되었음을 밝혔다.

문화재돌봄사업단의 인력 등을 활용하여 목조문화재에 인접한 산림의 흰개미 서식 조사와 문화재로의 피해 경로를 

추적하는 연구와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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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흰개미는 전 세계 열대 및 아열대를 중심으로 분포

하며 주로 산림 내에서 영양물질 순환에 기여하는 익충이

기도 하면서 건축물의 목부재를 먹이로 섭식하여 피해를 

끼치는 해충이기도 하다.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에서는 

흰개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

어 있다.

전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산림인 우리나라에서도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인하여 흰개미가 서식하기에 더욱 

유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산림 주변으로 목조

문화재가 다수 분포하여 흰개미로 인한 피해 발생의 위험

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주로 목재공학과 문화재 보존

과학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대 후반

부터 흰개미의 서식 및 생태에 관한 연구1를 시작으로 흰

개미 방제 방법, 흰개미 모니터링 방법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주로 문화재 보존과학 분야에서 문화재 피

해에 대응하기 위한 흰개미 모니터링 및 방제 방안2, 흰개

미 방제에 대한 국외 현황 조사3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몇몇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추적 관찰을 통해 흰개

미 군체가 문화재 주변 그루터기에서 시작해 건축물로 확

산하였음이 밝혀졌다.4

그리고 흰개미 방제를 위해서는 건물 자체보다는 흰

개미 서식의 가능성이 있는 고사목과 그루터기의 신속한 

제거 등과 같은 건물 주변 환경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발표되었다.5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순천 송광사 

일대의 흰개미 모니터링 결과‘국가지정문화재 안전선 및 

방화선 구축 사업’시행지에서 발생한 폐목과 그루터기가 

흰개미의 서식을 확산시켰다는 것이 밝혀졌다.6 ‘국가지

정문화재 안전선 및 방화선 구축 사업’은 전국 산림을 대

상으로 한 ‘숲가꾸기 사업’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한다. 이

와 관련해 미시적 접근을 통한 문화재 흰개미 피해 사례 

연구가 선행되었다. 그러나 전국을 대상으로 한 ‘숲가꾸

기 사업’과 흰개미로 인한 문화재 피해의 상관성을 파악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흰개미 피해와 기후 

변화 및 외래흰개미 유입에 초점을 둔 연구는 이루어졌지

만, 숲가꾸기 사업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숲가꾸기 사업’의 실적과 국가

지정문화재 흰개미 피해 현황 그리고 2008년 시행된 ‘산

불방지 문화재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의 흰개미 피해 현

황을 파악하여 ‘숲가꾸기 사업’과 흰개미 피해를 받은 문

화재와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로 산림청, 문화재청 및 국

립문화재연구소의 자료를 통해 ‘숲가꾸기 사업’ 현황 및 

문화재 흰개미 피해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성을 고찰하

였다. ‘숲가꾸기 사업’ 현황은 산림청의 『임업통계연보

(2005~2019)』, 『산림기본통계(2015)』를 중심으로 파악하

였다. 문화재의 흰개미 피해 현황은 문화재청의 『국정감

사요구자료(2005~2015)』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목조문

화재 가해 생물종 조사보고서(2013~2018)』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더불어 문화재청과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문화재돌봄사업’의 보고서를 참조하였다.

1 이동흡·강창호·손동원, 1998, 「국내에서 흰개미의 분포 및 피해사례조사, 한국목재공학 학술발표 논문집. 

한성희·이규식·정용재, 1998, 「한국서식 흰개미의 특성과 방제」, 『보존과학연구』 19.

2 이규식·정소영·정용재, 2001, 「목조건물의 흰개미 모니터링 및 방제방법」, 『보존과학연구』 22.

3 정소영, 2013, 「목조건축물의 흰개미 방제에 대한 국외 현황조사-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보존과학연구』 34.

4 정소영·이규식·정용재, 2002, 「해인사의 흰개미 모니터링 및 방제방안」, 『보존과학연구』 23. 

김대운·정선혜·이민영, 2013, 「송광사 목조건축물의 흰개미 손상도 조사연구」, 한국목재공학학술발표 논문집.

5 서민석·조창욱·김수지·김영희·홍진영, 2015, 「목조문화재 흰개미 서식환경 특성연구」, 『보존과학회지』 31(4), p.392.

6 김대운·정용재, 2015, 「화재 방제구역에 따른 목조문화재 생물손상 및 생물위험도 평가」, 『목재공학』 43(1),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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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화재 주변의 숲가꾸기 사업

1. 숲가꾸기 사업의 전개 경향

‘숲가꾸기 사업’은 인공 조림지나 천연림이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숲을 가꾸고 키우는 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추진된 강

력한 조림정책으로, 우리나라는 산림녹화 성공 국가가 

되었으나 이후 숲가꾸기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적절한 

산림의 관리 및 합리적 이용 가능성의 증진이란 측면에

서는 미흡하였다.7 그러다가 1998년부터 공공근로사업

을 통해 숲가꾸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IMF 경제 위기로 인한 실업자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 부

처에서 실시된 공공근로사업 중 가장 많은 실직자 632만 

명이 고용돼 1998년부터 1999년, 2년간 19만ha의 산림

이 가꾸어졌다.8 공공근로사업의 하나로 시작된 숲가꾸

기 사업이 2004년부터는 숲가꾸기 5개년 정책사업으로 

확대되어 2018년까지 3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단계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 중

이다.

1단계 숲가꾸기 사업은 2004~2008년까지 약 109

만ha, 2단계는 2009~2013년까지 약 169만ha, 3단계는 

2014~2018년까지 약 81만ha 산림에 대해 시행되었다.9 

전국 숲가꾸기 사업은 2009년에 최대치였다가 점차 감소

하는 추세를 보인다(그림 1).

최근 3단계 숲가꾸기 사업에 5년간 투입된 예산은 

약 1조 천8백57억 원이다.10 1~3단계 숲가꾸기 사업 시행 

누적 면적은 약 359만ha로, 2015년 기준 무림목지 및 죽

림을 제외한 전체 산림 면적인 약 607만ha의 약 59%에 해

당한다.11 숲가꾸기 시행 누적 면적에는 2회 이상 숲가꾸

기가 시행된 산림이 일부 포함되었다.12 하지만 솎아베기

로 인해 그루터기 및 목재가 발생하지 않는 조림사업 시

행지와 조림지 가꾸기 및 어린나무 가꾸기 시행지 등을 

제외하였으므로 솎아베기가 필요한 대부분 산림에 사업

이 시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전국 산림 내 부식되어야 하는 그루터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재가 남아있게 되는 현상을 유발한다. 

숲가꾸기 사업 시 임도변, 농경지, 계곡 주위 같은 곳에서

는 목재를 수집하고 기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간벌재는 따

로 정리하지 않고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 

시일 내에 부식이 될 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또한 솎아

베기 작업의 직접 노무비가 6.6명인데 비하여 산물 수집

은 인공림 9.65명, 천연림 7.55명으로 더 많은 품이 소요

되어 예산상의 한계 등으로 사업 대상지의 산물 수집을 

모두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13

그림 1 연도별 전국 숲가꾸기 시행 면적.

7 산림청, 2012, 『시대적 상황 변화에 맞는 숲가꾸기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p.2.

8 한국산림경영인연합회, 2000, 「제2의 식목, 숲가꾸기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산림경영』 143, pp.43-44.

9 숲가꾸기 시행 면적 통계는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덩굴 제거, 솎아베기, 천연림 보육, 기타’로 구분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그루터기가 발생하지 않는 ‘풀베기, 어

린나무 가꾸기, 덩굴 제거’면적은 제외하였다. (산림청, 2005-2019, 『임업통계연보』).

10 산림청, 2014-2018, 『회계년도 결산보고서』.

11 산림청, 2016 『산림기본통계』, p.41.

12 솎아베기는 나무를 심은 후 15년 이후 처음 실행하여 5-10년 주기로 시행한다.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

13 산림청, 2016, 『숲가꾸기 설계 및 감리 시행지침』,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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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재 주변의 숲가꾸기 사업

목조문화재 및 목조건축물 주변 산림을 대상으로 한 

‘산불방지 문화재 숲가꾸기 사업’과 ‘목조건축물 이격공간 

조성사업’도 시행되었다.

‘산불방지 문화재 숲가꾸기 사업’은 2005년 강원도 

양양 산불로 낙산사가 소실된 데 이어 2008년 숭례문 방

화 사건으로 인해 화재에 의한 문화재 소실 우려가 증대

되면서 산림청과 문화재청이 2008년 산불방지 협약을 체

결하여 시행된 사업이다. 문화재 주변 산림을 대상으로 

문화재로부터의 이격공간 조성과 완충지대 조성을 내용

으로 한다. 이격공간 조성은 목조문화재로부터 20~25m 

이내에 있는 나무를 제거하는 것이고, 완충지대 조성은 

목조문화재 주변의 숲에 폭 25m 이상으로 산불이 확산하

지 않도록 주변 나무를 솎아베기와 가지치기를 하는 것

이다. 산림청과 문화재청의 합동 현지 조사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2008년에 국보·보물급 목조문화재 

46개소의 인접 산림에 숲가꾸기 사업이 시행되었다(표 

1).14 이후 2009년에는 전통 사찰과 사적 문화재 등 292개

소에 사업을 시행하였다.15

‘목조건축물 주변 이격공간 조성사업’은 ‘2008년 산

불방지 문화재 숲가꾸기 사업’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목조문화재를 포함하여 자연휴양림, 사격장 등이 위

치하여 산불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산불 발

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벌채, 가지치기, 잡목을 

제거하는 사업이다. 2009년에 약 200ha 산림을 시행하는

데 약 4억의 예산이 신규 반영되었고, 2010년부터 약 10

억으로 증액, 2013년까지 건축물 인접 산림 약 2천여ha의 

숲가꾸기에 약 4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16

이외에 문화재청이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 예산을 

협조 받아 ‘문화재 안전선 및 방화선 구축’이라는 이름으

로 사업을 시행하기도 하였다.17

3. 흰개미의 분포와 피해

흰개미는 전 세계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 약 2,931종

이 분포한다. 아시아 분포 종으로는 중국 476종, 일본 21

종, 대만 17종, 호주 370종, 인도네시아 179종, 말레이시

아 175종, 필리핀 54종 등이다.18 미국은 50여 종, 호주는 

300여 종의 흰개미가 분포한다.19 흰개미는 유백색을 띠

고 군체생활을 하는 사회성곤충으로 크게 여왕개미, 왕개

미, 생식개미(유시충), 일개미, 병정개미로 구분되는데, 날

개가 있는 생식개미가 군비하여 새로운 군체를 형성한다.

주요 먹이인 죽은 나무 이외에 떨어진 가지와 잎, 초

본류 등을 섭취, 분해하여 토양 내 영양물질 순환에 기여

하는 익충이다. 반면에 건축물의 목부재를 섭식하면서 

표 1 ‘산불방지 문화재 숲가꾸기’ 대상지

지역 문화재명 개소

강원 강릉 문묘 대성전, 오죽헌, 청평사 3

경기 석남사, 신륵사, 청룡사 3

경남 관룡사, 신흥사, 쌍계사, 영남루, 율곡사, 통도사, 해인사 7

경북
 개목사, 기림사, 무첨당, 부석사, 불영사, 성혈사, 소수서원, 

예안이씨 충효당, 예천권씨 종가별당, 임청각, 향단, 환성사
12

대구 도동서원, 북지장사, 태고정 3

부산 범어사 1

인천 전등사 1

전남 미황사, 불갑사, 선암사, 송광사, 화엄사, 흥국사 6

전북 귀신사, 금산사, 내소사, 장수향교 4

충남 개심사, 고산사, 마곡사, 수덕사, 신원사, 쌍계사 6

계 46

(출처: 산림청 2009: 13)

14 산림청, 2009, 『산불방지 문화재 숲가꾸기』 대상지 46개소는 모두 국보·보물급의 국가지정문화재가 포함된 목조건축물군이다.

15 『사찰·문화재 주변 숲가꾸기, 산불방지 효과 크고 호응도 높아』,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 2009.12.23.

16 산림청, 2009-2013, 『예산 개요』.

17 문화재청, 2009, 『2009년 2차 국정감사요구자료』, p.485. 

문화재청, 2011, 『2011년 국정감사요구자료』, p.558.

18 국립산림과학원, 2016, 「목구조물의 흰개미 피해 현황 및 방제 대책과 시사점」, 『산림정책이슈』 67, p.5.

19 구덕진, 2018, 「해외 사례로 본 목조건물 흰개미 방지 대책」,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 논문, p.3, p.26, p.29,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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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끼치는20 해충이기도 하다. 땅속이나 목재 내부에

서 활동하기 때문에 외양상 건축물에 가해 중인지 확인하

기 어렵다.

목조문화재에 피해를 입히는 주된 흰개미 2종(일본

흰개미, 대만흰개미) 중에서 일본흰개미(Reticulitermes 

speratus)는 추위에 비교적 강하지만, 건조에 약하기 때문

에 축축한 목재나 땅속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건축물

의 마루 밑이나 초석 등 건물 하부를 주로 가해한다. 일본

흰개미에 의한 피해는 미생물에 의한 부후와 동시에 일어

나는 경우가 많으며 식흔이 축축하고 지저분하다. 반면

에 대만흰개미(또는 집흰개미, Coptotermes formosanus)

는 건물이나 땅속에 큰 규모의 군체를 만들어 가해 속도

가 빠르고 일본흰개미보다 피해도 심하게 나타난다. 따

라서 건물 하부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많다.21

특히 대만흰개미는 세계의 흰개미 중 건축물과 수목

에 가장 큰 피해를 끼치는 종으로 한 집단의 개체군이 수

십만에서 수백만 마리로 일단 발생하면 그 피해가 매우 

큰데, 아열대 지역에서 학교 교실 1동이 2~3개월 만에 붕

괴되는 사례도 있었다. 생식개미의 비행거리는 미풍을 

잘 타면 최장 1km, 비행시간은 1시간 이내이다. 가해 범

위는 80~100m 이내로 물을 얻기 위한 갱도를 뻗어 결로

나 습한 토양에서 물을 섭취하여 운반하는 능력이 있어 

건조한 구조재도 습하면 가해하므로 그 피해는 건물 전체

에 영향을 끼친다.22

국내에서 흰개미 분포 조사는 1920년대 일본인들에 

의해 조사된 바 있으며 일본흰개미가 부산, 마산 지역과 

군산, 전주지역, 경인 지역을 비롯하여 개성, 평양지역에 

분포해 있음이 조사되었다. 이후 1998년 임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영동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임야에서 

일본흰개미 서식을 확인하였고, 특히 야산의 소나무 벌근

부에서 피해재를 쉽게 발견하였으며 집흰개미도 부산, 진

주, 거제 지역에서 그 피해재를 발견하였다.23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 생태계 회복 및 산림 비

옥화, 화재 방제선 구축, 현대식 주거 구조 변화 등으로24 

점차 국내 흰개미의 분포가 확산되고 있다.

4. 문화재의 흰개미 모니터링 현황

국내 문화재의 흰개미 모니터링은 국립문화재연구

소와 전국 문화재돌봄사업단에서 시행하고 있다.25 국립

그림 2 흰개미의 생활사.

(출처: 문화재청 2012: 20)

20 일본의 경우 1996년 한신 대지진시 전파된 목조주택의 대부분이 흰개미나 부후에 의한 피해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되었다.(이동흡 외, 1998, 앞의 논문, 

p.216).

21 정소영, 2013, 앞의 논문, pp.87-88, 재인용.

22 농림축산검역본부, 2016, 『외래흰개미 피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응 매뉴얼 작성연구』, pp.15-17.

23 이동흡 외, 1998, 앞의 논문, p.216, pp.218-219.

24 문화재청, 2012, 『문화재 생물피해 관리 매뉴얼』, p.24.

25 문화재돌봄사업은 2019년 기준 2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 23개 단체에서 대부분의 유형문화재를 대상으로 일상 관리, 경미수리, 모니터링을 시행하

는 사업이다. 특히 모니터링은 문화재 훼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업무이므로 돌봄사업의 핵심을 이루는 업무로 분류된다. (문화재청, 

2017, 『문화재돌봄사업 실적 통계·분석 및 정책연계방안』,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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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연구소에서는 육안 조사, 흰개미 극초단파탐지기 

등 장비를 활용하고 삼성에스원 탐지견센터와 협력, 탐지

견을 활용하여 흰개미 서식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2011

년도부터는 5개년 계획으로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해 흰

개미 피해 전수 조사를 시행하였고, 2013부터는 매년 국

가지정 목조문화재의 흰개미를 포함한 생물 피해 결과가 

수록된 『목조문화재 가해 생물종 조사보고서』를 발간하

여 공개하고 있다.

문화재돌봄사업단의 흰개미 모니터링 업무 내용은 

흰개미 피해 및 서식 여부, 보고서 작성, 피해 문화재 목

록의 행정기관 공유 등이다. 점검표 <표 2>를 토대로 육

안 조사를 실시하고, 극초단파탐지기, 휴대용 현미경 등

의 장비를 활용하여 흰개미 피해 및 서식 여부를 모니터

링한다. 문화재돌봄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외에 전국의 

지방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까지 흰개미 모니터링

을 시행한다.

전국 문화재돌봄사업단의 모니터링팀 구성을 살펴

보면 광역시 단위 평균 인력은 2.7명, 광역도 단위 평균 

인력은 5.7명에 불과하며 1년에 광역시는 인당 평균 약 

158개소, 광역도 단위는 평균 약 98개소의 모니터링을 시

행하고 있다.26

문화재돌봄사업은 흰개미 모니터링과 함께 담당 지

역 전체 관리 대상 문화재의 훼손 사항 등을 점검해야 하

므로 인력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며 흰개미 점검표 <표 

2>의 사항 중 주변 그루터기 확인 등 넓은 면적의 문화재 

주변 환경까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즉,국가지정문화재에 비해 지방지정문화재의 흰개

미 피해 조사는 지역별 문화재돌봄사업단 및 지자체 여건

에 따라 달리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 문화재의 면밀하고 

상시적인 흰개미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문화재돌봄사업

단의 모니터링팀 역할이 중요하다.

흰개미 피해는 발견 시기가 늦어지면 대규모 보수가 

필요하게 되지만, 일상 점검을 통하여 조기에 발견해 신

속하게 처리하면 건물의 내구성 향상, 안전성 확보, 기능

의 장기 유지를 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고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27

그러므로 대부분의 지정·비지정 문화재를 대상으로 

연중 수시 점검하는 문화재돌봄사업단 모니터링팀 전공

자 인력 충원 및 관련 예산 확대를 통해 전국 문화재의 흰

개미 피해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으로 이어져

표 2 문화재돌봄사업의 흰개미 모니터링 점검표

점검부 점 검 사 항

주변

환경

배수가 되지 않고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있는가?

배수로에 퇴적물이 쌓여 있는가?

수목의 상부가 건물을 덮고 있는가?

관목, 잡초 등이 건물의 환기나 통풍을 방해하는가? 

건축물 주변에 벌목된 나무 그루터기가 있는가?

건물 주변에 장작더미 등의 목재가 있는가?

건물 벽면에 적치된 물건이 있는가? 

건물의 뒷면으로 초목이나 잡초가 우거져 있는가?

목조

건축물

기둥 밑동의 부식된 곳이 있는가?

손으로 만졌을 때 축축한 느낌이 나는 부분이 있는가?

부재에 벌레 등으로 인해 작은 구멍이 난 부분이 있는가?

기둥에 곰팡이나 균류가 자라고 있는가?

벌레 등으로 인해 작은 구멍이 난 부분이 있는가?

창호에 곰팡이나 균류가 자라고 있는가?

마루장의 진동이나 휨 및 부식이 있는가?

마루에 나무 부스러기 흔적이 있는가?

마루 밑에 동식물의 서식 흔적이 있는가?

마루 밑 환기 공간에 통풍을 방해하는 적치물이 있는가?

마루 밑에 곰팡이, 균류 등이 자라고 있는가?

누수로 천정부에 오염이나 얼룩이 있는가?

건물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로 인한 결로 현상이 있는가?

흰개미

목부재에서 창살 모양의 긴 구멍이 있는가?

기둥 하부를 두드렸을 때 텅 빈 소리가 나는가?

건물에서 흰개미 흙길이 발견되는가?

건물 내부에서 4~5월경 흰개미 유시충이 보이는가?

(출처: 문화재청 2019: 54~55)

26 문화재청, 2017, 앞의 책, pp.47-48, pp.128-130.

27 국립산림과학원, 2016, 앞의 책,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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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더불어 건물 주변뿐만 아니라 문화재 담장 너머 인

접 산림의 목재 적치 확인과 그루터기의 흰개미 모니터링

은 문화재돌봄사업단에서만 시행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의 산림 분야와 문화재 분야의 관련 부

서 협업이 필요하다.

Ⅲ. 결과 및 고찰

1. 문화재의 흰개미 피해 현황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1982년 경기도 파주의 공순영릉 비각, 경남 

양산의 통도사, 경북 의성 향교 등지와 1988년 남원의 실상

사 요사채, 1989년 경복궁 인제책, 1990년 안동 하회마을 

건물, 1991년 서울 방학동 연산군묘 재실, 1992년 장성 백

양사 운문암, 함양 민가, 서울 만리동 목재, 1994년 강릉향

교, 1997년 경북 청도 대비사 대웅전, 1998년 경남 합천 해

인사에서 일본흰개미의 피해 흔적과 군체를 발견하였다.28

특히 해인사에서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총 5회

의 모니터링 결과, 주변의 수림에서 흰개미가 계속해서 

확인되었고, 주변 수림에서 해인사 경내로의 흰개미 침입

이 서서히 진행되었음이 밝혀지기도 하였다.29

1999년 전국 85건의 문화재를 조사한 결과, 18%에 

달하는 15건의 문화재에서 흰개미로 인한 피해 발생이 확

인되었고, 1982년부터 2002년까지 20년간 흰개미 피해를 

입은 목조문화재만 40여 건에 달하였다.30 2001년에는 종

묘, 창덕궁,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의 흰개미 피해를 확

인하였다. 종묘는 주변 수림 전역, 창덕궁은 어차고 후면

의 수림 등 경복궁은 집옥재 전·후면 및 근정전 서행각 주

변에서만 흰개미 서식을 확인하였다. 덕수궁은 함녕전 

행각 전면의 그루터기 등에서, 창경궁은 종묘와 연결되는 

영춘문 좌측 화단에서 흰개미를 확인하였다.31 이에 따라 

흰개미 방제에 있어서 건조물과 그 주변 지역, 수림의 방

제처리 필요성이 2000년대 초반부터 제기되어 왔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흰개미 피해를 받은 

목조문화재는 증가하였으며,32 2007년부터 2009년에는 

흰개미 탐지견을 활용한 조사 결과 총 280건 중 45%인 

96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33 2010년부터 

2013년까지도 매년 흰개미 피해를 받은 문화재 수가 증

가한 것이 확인되었다.34

2012년 기준으로는 흰개미 피해에 노출된 목조문화

재는 국가지정문화재 321건, 시·도지정문화재 2,019건으

로35 이에 따른 조사 및 방제사업 지원 예산도 2011년 3억 

5,500만 원에서 2012년 14억 1,100만 원으로 3배 이상 급

증한 것이 확인되었다.36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립문

화재연구소에서 국보, 보물, 중요민속문화재를 대상으로 

실시한 흰개미 피해 조사 결과에서도 방제 대상 문화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37

이에 따라 문화재청에서는 2012년 『목조문화재 생

물피해 방제 종합대책』 및 『문화재 생물피해 관리 매뉴

28 한성희·이규식·정용재, 1998, 「한국서식 흰개미의 특성과 방제」, 『보존과학연구』 19, pp.143-144.

29 정소영 외, 2002, 앞의 논문, p.81.

30 문화일보, 2003.10.20. 『흰개미떼 습격에 목조문화재 수난』.

31 이규식 외, 2001, 앞의 논문, pp.47-49.

32 문화재청, 2009, 『2009 국정감사요구자료』, pp.647-648.

33 문화재청, 2013, 『목조문화재 생물피해 방제 종합대책』, p.7.

34 문화재청, 2014, 『2014 국정감사요구자료』, p.740.

35 문화재청, 2013, 앞의 책, p.4.

36 문화재청, 2014, 앞의 책, p.949.

37 문화재청, 2015, 『2015 국정감사요구자료』, p.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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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을 발간, 2013년에는 『기후변화대응 옥외 목조문화재 

가해 생물 중장기 기획연구』를 발표하였다. 2014년에는 

문화재청, 산림청을 포함한 7개 부처에서 외국의 고위험 

흰개미 유입 여부를 확인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목조건물 

흰개미 피해 합동 조사를 실시하였다.38

이를 통해 2012년에 흰개미 조사 및 방제사업 예산

이 급증하는 한편, 2012년부터 관련 대응 조치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총 318개소의 흰개미 피해 

여부를 조사하여 4개소를 제외한 314개소39에서 흰개미 

피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314개소 중 약 72%는 산림

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문화재였음을 밝혔다.40 문화재 주

변 야산 및 동산의 그루터기 등에서 흰개미 피해가 확인

된 곳은 27개소이다(표 3).41 전남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전국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 중 12개소는 ‘2008년 산불방

지 문화재 숲가꾸기’ 대상지였다. 나머지 15개소는 숲가

꾸기 사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건축물 주변 산림

이 모두 3~9영급의 솎아베기 대상이 되는 산림임을 확인

하였다.42

특히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 결과에서 여수 흥국

사는 산 정상부에서 하부 방향으로 피해가 진행되고 있

음이 확인되었으며, 남양주 궁집은 야산의 나무 더미에서 

흰개미가 발견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제주 관덕정은 주변

의 살아있는 나무에서도 흰개미 탐지견 반응이 나타나기

도 하였다.43

따라서 문화재 주변 수목의 모니터링 시, 흰개미 서

식 확인이 필요하며 고사목 제거, 수목 전정 등 문화재 주

변 조경 작업 이후, 더욱 철저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조치해야 한다.

2.  ‘산불방지 문화재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의 흰개

미 피해 현황

‘2008년 산불방지 문화재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 46

개소에 대해 흰개미 피해 현황을 취합하였다. 그 결과, 46

개소 모두 흰개미 피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44

표 3 주변 야산에서 흰개미 서식이 확인된 목조문화재

지역 문화재명 개소

강원 강릉향교, 선교장, 오죽헌, 청평사 4

경기 남양주 궁집 1

경남 관룡사, 율곡사, 쌍계사, 함양 일두고택, 해인사 5

경북 봉암사, 직지사, 환성사 3

인천 전등사 1

전남 김환기 고택, 능가사, 대흥사, 무위사, 미황사, 흥국사 6

전북 개암사, 선운사, 숭림사 3

충남 마곡사, 장곡사 2

충북 법주사, 안심사 2

계 27

38 농림축산검역본부, 2016, 앞의 책, p.8.

39 흰개미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문화재 4개소는‘울릉 나리동 너와집 및 투막집, 안동 권성백 고택, 영동 김참판댁, 수원 팔달문’이다. 불국사 대웅전, 수원 화서문, 

안성 석남사, 안성 청룡사, 수원 방화수류정, 수원 서북공심돈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2016년과 2018년 조사 결과에서는 흰개미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불

국사는 2001년, 나머지 문화재는 2015년에 흰개미 피해가 확인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 (경기일보 2001.11.14. 『흰개미 목조문화재 피해주의보』; 동아사이

언스 2015.9.17. 『수원 화서문·방화수류정, 흰개미에 무방비 노출』).

40 산림과 약 200m 이상 떨어져 위치한 문화재는 제외하였다.

41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2018, 『목조문화재 가해 생물종 조사보고서』.

42 숲가꾸기 사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화재 15개소는 선교장, 남양주 궁집, 함양 일두고택, 봉암사, 직지사, 김환기 고택, 능가사, 대흥사, 무위사, 개암사, 선

운사, 숭림사, 장곡사, 법주사, 안심사이다. (산림공간정보서비스홈페이지 http://fgis.forest.go.kr.).

43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2014, 『목조문화재 가해 생물종 조사보고서』.

44 문화재청, 2009-2015, 『국정감사요구자료』.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2018, 『목조문화재 가해 생물종 조사보고서』. 

불교신문, 2015 .09.18. 『청룡사 대웅전, 신륵사 조사당 흰개미 무방비 노출』.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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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46개소 중 17개소는 주변 산림 및 그루터기에

서도 흰개미 서식이 확인되었다(표4).45 송광사에서는 흰

개미 방제작업을 통해 흰개미가 발견되지 않았었지만, 약 

1년 후 다시 흰개미가 발견되어 숲에서 사찰 내로 흰개미

의 지속적인 침범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46

3. 흰개미 피해 저감을 위한 방안

흰개미 피해를 받은 문화재는 2000년 이전부터 확인

되었고, 문화재 주변 지역 및 수림의 방제 처리 필요성은 

2000년 초반부터 제기되었다. 이후 2006년부터 2009년, 

2010년부터 2013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흰개미 

피해를 받은 문화재 및 방제 대상 문화재가 증가하였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목조문화재 가해 생물종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흰개미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18개소의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하고 있는 건축물군 

중 4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흰개미 피해가 있었고, 흰개

미 피해를 받은 문화재 중 약 72%는 산림에 인접하여 있

었다. 특히 주변 산림에서도 흰개미 서식이 확인된 곳은 

27개소였는데 이 중 12개소가 ‘2008년 산불방지 문화재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였으며, 나머지 15개소는 모두 솎

아베기의 대상이 되는 산림에 인접한 문화재였다. 또한, 

‘2008년 산불방지 문화재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였던 국

보·보물급 목조문화재 46개소의 흰개미 피해 유무를 고

찰한 결과, 모두 흰개미 피해가 있었다.

숲가꾸기 사업은 2004년에 1단계가 시작되어 사업

량이 2009년 최대치였고 이후 감소 추세이다. 숲가꾸기 

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이후 흰개미 피해를 받은 문

표 4  ‘산불방지 문화재 숲가꾸기’ 대상지 중 주변 산림 및 그루터기에서 흰개미 

서식이 확인된 목조문화재

지역 문화재명 개소

강원 강릉 문묘 대성전, 오죽헌, 청평사 3

경남 관룡사, 율곡사, 쌍계사, 해인사 4

경북 소수서원, 환성사 2

부산 범어사 1

인천 전등사 1

전남 미황사, 송광사, 선암사, 흥국사 4

전북 내소사 1

충남 마곡사 1

계 17

그림 3 주요 숲가꾸기 사업과 흰개미 피해를 받은 문화재의 연계성.

2009년 전국 숲가꾸기 사업량 최대, 이후 감소 추세

- 2008년 산불방지 문화재 숲가꾸기 사업 시행

- 2009년 전통사찰과 사적 문화재 등 292개소 숲가꾸기 시행

매년 흰개미 피해를 받은 문화재 증가

2012년 흰개미 조사 및 방제사업 지원예산 2011년 대비 3배 이상 급증

매년 흰개미 피해를 받은 문화재 증가

6개년 보고서 분석 결과

:  조사된 문화재의 약 98% 흰개미 피해,

  이중 약 72% 산림 인접 확인

사업 대상지 46개소

모두 흰개미 피해 확인

2012년 문화재 생물피해 관리 매뉴얼 발간

2013년 기후변화 대응 옥외목조문화재 가해 생물 중장기 기획연구

2013년부터 목조문화재 가해 생물종조사 보고서 공개

2014년 목조건물 흰개미 피해 7개 부처 합동조사 : 외래흰개미 유입 관련

2012년부터 흰개미 피해 관련 조치 확대

2006~2009 2010~2013 …………… 현재

45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2016, 『목조문화재 가해 생물종 조사보고서』.

46 어경환, 2015, 「모니터링을 통한 순천 조계산 사찰 주변 흰개미 생태학적 특성연구」, 한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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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2012년부터 관련 조치도 

확대되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한 숲가꾸기 사업 시

행 이전에 흰개미의 서식처가 될 수 있는 그루터기 및 

목재 산물 처리에 관한 협업 연구 등 검토가 있었다면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국내 흰개미 서식 증가를 막을 

수는 없어도, 흰개미 피해를 받은 문화재는 줄일 수 있

었을 것이다.

또한 국내 기후 변화와 흰개미 피해, 외래흰개미 유

입에 초점을 둔 연구47는 이루어진 바가 있으나, 문화재 

인접 산림의 흰개미 모니터링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 국가

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극히 일부분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국 문화재돌봄사업단의 

인력 등을 활용하여 국가지정문화재를 비롯한 시·도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까지 문화재 인접 산림의 흰개미 서식조

사와 문화재로의 피해 경로 추적 등이 필요하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숲가꾸기 사업과 흰개미 피해를 받은 문

화재와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8년에 국가지정문화재 46개소를 대상으로 한 ‘산

불방지 문화재 숲가꾸기’ 사업이 시행되었다. 그 대상지 

46개소의 흰개미 피해를 살펴본 결과 모두 피해가 있었으

며, 17개소는 주변 산림 및 그루터기에서도 흰개미 서식

을 확인하였다.

2006~2009년, 2010~2013년, 2011~2014년까지 매년 흰

개미 피해를 받은 문화재 및 방제 대상 문화재가 증가하였

음을 확인하였다. 숲가꾸기 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이후 흰개미 피해를 받은 문화재가 증가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최근 6년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한 국

가지정문화재 흰개미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18개

소 중 4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흰개미 피해가 있었고, 흰

개미 피해를 받은 문화재 중 약 72%는 산림에 인접해 있

음을 확인하였다. 즉, 흰개미의 서식처가 될 수 있는 수많

은 그루터기와 목재 산물로 인하여 산림에 인접한 전국의 

모든 문화재가 흰개미 피해를 받기 쉬운 환경에 놓이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 문화재돌봄

사업단 등 문화재 분야와 산림 분야의 협업을 통해 전국 

문화재 주변 산림까지 흰개미 서식 전수 조사 및 흰개미 

방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숲가꾸기 사업뿐

만 아니라 산림사업 시행 이전에 문화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협업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흰개미 피해 현황을 고

찰하는데 한정하여 전국의 시·도지정문화재의 피해 현황

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나, 숲가꾸기 사업이 

흰개미 피해를 받은 문화재와 관련성이 있음을 밝혔다는

데 시사성이 있다.

문화재의 난방 구조, 거주 여부 등 흰개미 피해의 원

인이 되는 다양한 환경 인자와의 상관관계 분석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7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기후변화대응 옥외 목조문화재 가해 생물 중장기 기획연구』. 

농림축산검역본부, 2016,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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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ermite-
Damaged Cultural Heritage Sites and the Forest 
Tending Proje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ermite-damaged cultural heritage sites and the ‘Forest 

Tending Project’ based on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status of  damage caused by termites and of  the Forest 

Tending Project.

It was observed that the Forest Tending Project started in 2004 as a five-year policy project covering over 59% of  

the nation's forests, which showed the maximum value  in 2009 and then gradually decreased. Since then, increased 

damage to national cultural heritage sites by termites has been confirmed and counter measures have been expanded 

since 2012. Also, as a result of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surveying the status of  termite 

damage in national cultural heritage sites over these six years, it was identified that about 98% of  investigated cultural 

heritage sites were damaged by termites, about 78% of  them were adjacent to forests, and that all 46 national cultural 

heritage sites which had been included in the 2008 Forest Fire Prevention Cultural Heritage Afforestation Project 

were damaged by termites.

Therefore, it is claimed that the number of  termite-damaged cultural heritage sites has increased after an 

extensive Forest Tending Project was applied on a national scale, and it seems that all cultural heritage areas close to 

forests are particularly subject to termite-damage due to the number of  tree stumps and lumber byproducts which 

can serve as habitats for the p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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