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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건조물 문화재를 대상으로 생산되는 다양한 정보들이 그 속성을 토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록정보의 유

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기본 속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건조물 문화재와 기록정보라는 용어의 구체적인 사용 현황을 법제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본 논문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 건조물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의 기본 정의를 준용하여 ‘법적으로 지정된 

유형문화재 중의 건조물’로 정의하였고, 건조물 문화재의 기록정보는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건조물 문화재의 실증

적 현황을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로 정의하여 적용하였다.

다음으로 건조물 문화재 기록정보의 생산 현황을 법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관련된 법제도가 위계적

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과 단일 사업에서 다양한 형태의 기록정보가 복합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현황을 확인하였다. 나아

가, 동일한 형태로 생산되는 기록정보일지라도 생산 목적과 방법에 따라 상이한 내용과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과 모든 

기록정보를 포괄할 수 있는 분류가 부재하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록정보 중 도면은 생산 목적 및 구체적 

대상에 따라 세부유형이 구분되고 있는 것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기록정보의 형식과 속성을 일차적인 기준으로 적용하여, 건조물 문화재

의 기록정보를 6개의 유형과 27개의 세부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록정보의 언어적 형태, 차원, 시간적 속

성, 그래픽 형식을 유형 구분을 위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유형별로 기록정보의 속성으로서 기록정보의 대상, 기록정보의 

생산 목적, 기록정보의 생산 방식, 기록정보에 포함된 내용의 성격 및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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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문화재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사업의 과정에서는 해당 문화재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생

산되고 있으며, 이 정보는 문화재의 적절한 보존과 관리·

활용의 방향 및 방법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특히, 「문화재보호법」은 기본 원칙으로 ‘원형 유지’를 천명

하고 있기에 문화재의 현상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기

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 하지만, 문화

재, 특히 전통시대의 목조나 석조 건축물에 관련된 문화

재를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는 각종의 보존·관리·활용 사

업의 결과물인 정보들은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관리

되고 있는 실정이다.1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는 건조물 문화재를 대

상으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정보들이 그 속성을 토대로 체

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유형을 합리적으

로 구분하기 위하여 각 유형별 기본 속성을 구체적으로 확

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의 대상인 건조물 문화

재와 기록정보 용어의 사용 현황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정의

와 개념적 범위를 규정해 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건조물 문

화재에 관련된 기록정보의 법제도적 생산 현황을 전수 분석

하였다. 그리고 기록정보의 유형과 세부유형의 구분 방안

을 제시하고 세부유형별 기본 속성을 확인해 보았다.

Ⅱ.  건조물 문화재 기록정보의 
 용어와 정의

건조물 문화재를 대상으로 생산되는 기록정보의 유

형과 세부유형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조물 문화재’

와 ‘기록정보’라는 용어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

요가 있다.

1. 건조물 문화재

‘건조물 문화재’라는 용어는 「문화재보호법」 이하 문

화재 관계 법령에서 다양한 용례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정의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2

건조물은 「문화재보호법」 및 동 시행령에서 ‘유형문

화재’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를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

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으로는 

“다음 각 호는 1. 유형문화재, 2. 무형문화재, 3. 기념물, 4. 

민속문화재”라 하여 구분하고 있다. 나아가 유형문화재

는 동법 제2조 제1호에서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

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

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로 규정되고 있다.

문화재 관련 행정규칙에서도 ‘건조물’과 ‘건조물 문

화재’의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국보·보물 건조

물 문화재의 보존·관리 규정」은 직접적으로 건조물 문화

재를 “법3 제2조제1호의 유형문화재 중 목조 건축물, 석조 

건축물, 분묘, 조적조 및 콘크리트조 건축물 등”으로 정

의하고 있으며(제3조 제1호), 「궁·능 건조물 보존·관리 규

정」4은 ‘건조물’을 “고건물, 기타 시설물, 관람과 활용 건축

물, 방재 시설물 등”으로 정의하고(제3조 제3호), 고건물

은 “정전, 침전, 문루, 재실, 정자각, 비각 등 목조건축물”

1 문화재청은 2007년 문화재 원형기록정보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지속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기록정보의 종합적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록정보의 체계

적인 유형 구분과 그 특성에 적합한 관리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문화재청, 2019, 『2019 문화재연감』, pp.330~348).

2 이하의 ‘건조물’ 및 ‘건조물 문화재’ 관련 법제도적 현황은 ‘주상훈, 2018.10, 「건축 문화재 용어의 법제도적 개념 정의를 위한 기초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27

권제5호, 건축역사학회’를 참고하였다. ‘건조물’ 및 ‘건조물 문화재’, ‘건축문화재’ 등의 용어 정의에 관한 논의는 이외에도 있으나, 현행 사용 용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건조물’의 구체적인 대상적 범위의 적용을 위해 주상훈(2018)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3 「문화재보호법」.

4 이 규정은 궁 관리소, 종묘 관리소, 세종대왕 유적 관리소, 조선 왕릉지구 관리소의 고건물, 기타 시설물, 관람과 활용 건축물, 방재 시설물의 보존ㆍ관리에 적용

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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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타 시설물은 “배수로, 담장, 석축, 석조물, 홍살문 

등”으로, 관람과 활용 건축물은 “매수표소, 전시관(역사

문화관 등), 관리 사무소, 화장실 등”으로, 방재 시설물은 

“소방 시설(소화기, 소화전 등), 종합 경비 시스템(CCTV 

등), 전기 시설(누전차단기 등) 등 방재 관련 시설”로 정의

하고 있다(제3조 제4호~제7호).

또,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명칭 부여 방법을 규정

한 지침으로, 공통적인 부여원칙(제3조) 외에 ‘건조물(목

조,석조) 문화재’를 목조문화재와 석조문화재로 나누어 

명칭 부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요민

속문화재(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은 국가 민속 문화

재의 명칭 부여 방법을 규정한 제도로, 제2조(적용 범위)

는 “문화재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

하는 가옥 등의 건조물 문화재의 명칭 부여에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문화재 외의 국내 법률에서 건조물 용어의 정

의 현황을 살펴보면, 현행 법률 중 모두 37건에서 사용례

가 확인되나, 법 적용 대상의 설명 과정에서 등장할 뿐, 

‘건조물’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나 설명은 확인되지 않는

다. 다만, 「형법」의 제13장(방화와 실화의 죄) 제164조에

서 제166조가 각각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 공용 건조물 

등에의 방화, 일반 건조물 등에의 방화로 구분되어 규정

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형법상 주거 또는 저택을 제외한 

일체의 건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5

이상과 같이 건조물 문화재라는 용어의 개념은 명

확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못하다. 하지만, 문화재를 규율

하는 기본 법률인 「문화재보호법」과 그 하위의 「국보·보

물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관리 규정」의 제도적 정의를 따

라 법적으로 지정된 유형문화재 중의 일부가 건조물 즉, 

건조물 문화재로 규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궁·능 등의 사적과 민속문화재에서도 건조물이라는 용어

가 사용되고 있어 그 개념적 범위를 불분명하게 하고 있

으나, 본 논문의 목적이 건조물 문화재의 기록정보에 관

한 것임을 고려하여, 기록정보의 대상 및 출처를 명확하

게 하고 실질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및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관

리 규정」의 제도적 정의를 준용하여 용어를 사용하였다.

2. 기록정보

사전적인 의미로서의 ‘정보’는 “관찰이나 측정을 통

하여 수집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

리한 지식. 또는 그 자료”로 정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6 

하지만, 현행의 국내 법률에서 ‘정보’ 또는 ‘기록정보’라는 

용어는 각 제도 운영의 필요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게 정

의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을 비롯하여 ‘정보’를 정의

하고 있는 법률에서의 확인되는 용어의 정의 및 개념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재보호법」은 정보나 유사 용어에 대한 직

접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6조제1항제6

호 ‘문화재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기록정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11조에서는 문

화재 정보화의 대상으로 ‘문화재 정보’로서의 조사 자료와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규정하고 있다.7

5 『법률용어사전』에서는 건조물을 “형법상 주거 또는 저택을 제외한 일체의 건물”로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건조물이라 하기 위하여는 지붕이 있고 담 또는 

기둥으로 지지되어 토지에 정착하고 있어 사람이 출입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고 기술하고 있다(현암사 편집부, 2016, 『법률용어사전』, 현암사).

6 네이버 국어사전(https://ko.dict.naver.com), 「정보」, 2019년 9월 4일 접속.

7 「문화재보호법」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종합적인 기본 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6. 문화재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문화재보호법」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① 문화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조사 자료와 그 밖의 문화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문화재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 정보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6(정보의 구축 및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화재등 문화재 피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재 방재 관련 정보를 정기적

으로 수집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구축된 정보가 항상 최신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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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3조 정의에

서 ‘기록물’을 정의하면서 ‘기록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8 ‘기록정보’는 공공기관이 생산한 ‘기록물’의 일부로

서 문서, 도면,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 문서 등 

모든 형태의 자료에 해당하며, 기록정보를 포함하는 기록

물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자

료로 한정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정보’와 ‘지식정보자원’을 정

의하고 있다.9 ‘정보’를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

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으로 정의

하여, 목적성이 분명하게 반영되고 있으며, 매체의 형태

를 한정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식정보

자원’은 ‘정보’ 중에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

는 자료”로 정의되고 있다.

「전자정부법」은 ‘행정정보’와 ‘정보자원’을 구체적으

로 정의하고 있다.10 ‘행정정보’는 “행정기관 등이 직무상 작

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

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으로 생산의 주체와 생산의 목적이 규정되어 있으며, ‘정

보자원’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 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 정보의 수집·가공·검색을 하기 쉽게 구

축한 정보 시스템, 정보 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

술, 정보화 예산 및 정보화 인력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공공기록물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정보’를 정의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보는 공공기관이 생산 및 관리

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기록 사항을 의미한다.11 구체적으

로는 ‘정보’를 문서, 도면, 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

으로 정의하고 있어, 매체의 유형과 매체에 기록된 내용

이 구분되어 정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공간정보산

업 진흥법」은 ‘공간정보’라는 용어에 대하여 “지상·지하·

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

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며, 정보의 대상 

및 생산의 목적이 구체화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12

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 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

물(行政博物)을 말한다.

9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7.  “지식정보자원”이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 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10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행정정보”란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7.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8.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11.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 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 정보의 수집ㆍ가공ㆍ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 시스템, 정보 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 기술, 정보화 예산 및 정보화 인력 등을 말한다.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1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

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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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국내의 각 법제도는 ‘정보’라는 용어에 대하

여 다양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보’는 ‘특정 업무 과정이나 특정 목적을 가지고 생산된 

모든 종류의 자료’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각 법률에서는 

필요에 따라 ‘생산 주체’, ‘생산 목적’, ‘매체 유형’, ‘가치’, ‘생

산 대상’ 등이 부분적으로 구체화되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대상인 건조물 문화재의 정보는 

일차적으로는 「문화재보호법」의 관련 용어 및 생산의 방

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기록정보’라는 용어로 

표현될 수 있으며,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생산된 자료

라는 생산 목적과 건조물 문화재의 실증적 현황을 기록

한 자료라는 생산 방법을 용어의 정의에 구체적으로 반영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공기관인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존·관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인 경우

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

한 법률」의 관련 개념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 「국가정보

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의 사례를 고려하여, 행정 정

보 데이터세트의 구성체로서의 디지털 자료라는 매체 유

형의 특성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건조물 문화재의 기록정보는 ‘문화재 보존·관리

를 위하여 건조물 문화재의 실증적 현황을 전자적 방식으

로 처리하여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기록정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

의처럼 ‘문서, 도면,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 문

서 등 모든 형태의 자료’에 해당될 수 있으며, 「국가정보

화 기본법」의 정의와 같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과 같이 매체 

형태별 유형으로도 구분 가능할 것이다.

Ⅲ.  건조물 문화재 기록정보의 
 생산 현황

건조물 문화재에 대한 기록정보는 건조물 문화재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다양한 보존·관리·활용 사업의 과정 

또는 결과에 대한 산물로서 생산되고 있다. 문화재를 대

상으로 제정 및 시행되는 법령 및 행정규칙, 지침 및 매뉴

얼에서는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구체적인 기록정보의 생산에 관

하여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을 

통한 기록정보의 생산과 관련된 법제도의 조사 및 검토를 

통하여, 법제도적 측면에서 건조물 문화재 기록정보의 생

산 현황과 기록정보 생산의 근거를 살펴보고, 기록정보별 

속성을 확인함으로써 기록정보의 유형 구분을 위한 기준

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1. 건조물 문화재 기록정보에 관한 법제도적 현황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과 관련된 법제도에는 「문

화재보호법」을 비롯한 법령과 행정규칙, 그리고 각 사업

별로 보다 구체적인 수행 방법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지침 및 매뉴얼이 있다.13 건조물 문화재 기록정보의 생

산에 관한 규정 역시 이와 같은 법령과 행정규칙, 지침 및 

매뉴얼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건조

물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과 관련된 법령, 행정규칙, 지

침 및 매뉴얼에서 기록정보의 생산에 관한 조항을 조사

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기록정보에 관한 규정을 정리

하여, 기록정보에 포함된 문화재 관련 정보의 내용과 기

록정보의 형태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화재보호

법」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

규칙, 12건의 행정규칙, 6건의 지침 및 매뉴얼, 기록정보

의 제작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료로

서 행정규칙의 별첨 또는 별표에 포함된 자료 5건을 조사 

및 검토하였다. 건조물 문화재 기록정보의 법제도적 생

산 현황을 위한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표 1>과 같다.

이와 함께, 실제 사업의 수행에서 생산되는 기록정

보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조물 문화재를 대상으로 

13 문화재 관련 법령의 전반적인 현황에 관련해서는 ‘문화재청, 2018, 『문화재관계법령집』’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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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서의 기록정보 생산을 규정하고 있는 법제도 목록

구 분 법제도명 종류 공포 번호 시행 / 발간 적용 대상 비 고

법령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6057호 2019. 12. 25.
문화재 전체

(무형문화재 제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문화재 전체

(무형문화재 제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3호 2018. 12. 13.
문화재 전체

(무형문화재 제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65호 2019. 2. 4.
지정문화재 및 시설물  

또는 조경 (가지정 포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175호 2019. 7. 12.
지정문화재 및 시설물  

또는 조경 (가지정 포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33호 2019. 2. 4.
지정문화재 및 시설물  

또는 조경 (가지정 포함)

행정  

규칙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문화재청 훈령 제291호 2013. 4. 8. 문화재 전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문화재청 고시 제2016-8호 2016. 2. 19.

건조물, 사적, 명승과 이와 유사한 

문화재, 지정문화재 주변의 시설물 

정비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문화재청 고시 제2016-116호 2016. 12. 1. 지정문화재 및 시설물 또는 조경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 지침 문화재청 훈령 제422호 2017. 3. 3.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적정성검토에 관한 지침
문화재청 훈령 제423호 2017. 3. 3.

국보, 보물, 기념물, 민속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운영 지침
문화재청 훈령 제453호 2018. 3. 28.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문화재청 예규 제197호 2018. 12. 4.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규정
문화재청 훈령 제478호 2019. 1. 1. 국보ㆍ보물 중 건조물

궁ㆍ능 건조물 보존ㆍ관리 규정 궁능유적본부 훈령 제4호 2019. 2. 19. 궁ㆍ종묘 및 조선왕릉의 건조물

문화재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문화재청 고시 제2019-15호 2019. 2. 15.

책임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하는  

문화재수리공사 

문화재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문화재청 고시 제2019-24호 2019. 2. 25.

상주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하는  

문화재수리공사 

문화재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문화재청 고시 제2019-25호 2019. 2. 25.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하는  

문화재수리공사 

행정

규칙의 

별첨 및 

별표

자료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별첨 1] 문화재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 지침

문화재청 훈령 / 별첨자료 제291호 2013.4.8. 문화재 전체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첨 1] 설계도서 작성항목
문화재청 고시 / 별첨자료 제2016-116호 2016.12.1. 지정문화재 및 시설물 또는 조경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첨 3] 실측 업무 항목
문화재청 고시 / 별첨자료 제2016-116호 2016.12.1. 지정문화재 및 시설물 또는 조경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첨 4] 문화재유형별 설계도서작성 시 

유의사항과 관련 지침

문화재청 고시 / 별첨자료 제2016-116호 2016.12.1. 지정문화재 및 시설물 또는 조경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별표 3] 시청각물 및  

도면 데이터의 제작기준

문화재청 훈령 / 별첨자료 제446호 2017.9.29. 문화재 전체

지침 및 

매뉴얼

궁능문화재수리 업무 매뉴얼 매뉴얼 2008 궁 및 조선왕릉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재  

정밀실측 지침
매뉴얼 2014 국보ㆍ보물 중 건조물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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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기록화(실측) 및 수리 관련 설계 사업의 과업지

시서를 추가로 검토, 관련 내용을 보완하였다.14

건조물 문화재 기록정보의 생산을 규정하고 있는 법

령 및 행정규칙, 지침 및 매뉴얼의 관련 조항은 기록정보

의 생산 방법 및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항의 내용 검토를 통해, 기록정보의 생

산을 규정하고 있는 법제도가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확인

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령 체계에서는 거

시적 관점에서 건조물 문화재 기록정보의 생산을 규정하

고 있으며, 「문화재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같은 행정규칙 

체계에서는 법령 체계를 기반으로 사업의 추진과 함께 비

교적 상세한 건조물 문화재 기록정보의 생산을 규정하고 

있다. 지침 및 매뉴얼은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건

조물 문화재 관련 기록정보 생산의 원칙, 과정, 주요 기록

정보의 내용 구성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화재 관련된 법제도의 체계는 <그림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한편, 본 논문에서 검토한 지침 및 매뉴얼은 건조물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실측 또는 수리 사업을 중심으로 

작성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실측과 수리 사업의 과정에

서 생산되는 기록정보가 다른 사업에서 생산되는 기록정

보에 비해 기록정보의 구성 및 형태 등에 대하여 구체적

인 생산이 규정되어 있다는 특징도 확인하였다.

2. 기록정보의 법제도적 생산 현황의 종합 분석

건조물 문화재의 기록정보는 문화재를 대상으로 수

행하는 보존·관리·활용 사업을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으

므로,15 사업의 유형을 구분하고, 기록정보를 정리하였다. 

건조물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문화재의 지정에

서부터 해제에 이르는 다양한 목적과 성격의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사업과 각 사업의 과정에서 수행되는 문화재

위원회를 포함하고 있다.

기록정보의 구성과 내용을 포함한 생산 현황을 살

구 분 법제도명 종류 공포 번호 시행 / 발간 적용 대상 비 고

지침 및 

매뉴얼

석조문화재 실측조사  

기술연구-석탑
매뉴얼 2015 건조물 중 석조문화재

문화재 3차원 스캔데이터  

표준 제작 매뉴얼
매뉴얼 2015 건조물 문화재

문화재수리 보고서  

유형별 작성 예시
매뉴얼 2017

건조물 문화재 중 목조문화재,  

석조문화재 및 성곽

문화유산 3차원 스캔데이터  

구축 가이드라인
매뉴얼 2018 건조물 문화재

법령	체계

행정규칙	
체계

지침	및		
매뉴얼		
체계

거시적 관점에서
문화재 기록정보의
생산을 규정

사업의 추진과 함께  
대부분 법령체계  
기반의 비교적 상세한 
문화재 기록정보의  
생산을 규정

기록정보 생산의 원칙, 
기록정보 생산의 과정, 
주요 기록정보의 구성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 문화재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운영 지침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운영 지침

- 문화재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  문화재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 
 지침

- 실측조사 기술연구‐석탑
-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 정밀실측 
 지침

-  문화유산 3차원 스캔데이터 구축  
 가이드라인 등

그림 1  건조물 문화재 기록정보 관련 법제도의 체계 

(출처 : (재)한헤리티지센터, 『건조물 문화재 데이터세트 구성 연구』, 문

화재청, p.27)

14 경상북도 청도군, 2019, 「청도 운문사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 정밀실측사업 과업지시서」.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2018.03.,「2018년 경희궁 흥화문 등 4개소 정밀실측조사 및 보고서 발간 용역 과업지시서」.

    합천군 문화예술과, 2019. 05.,「합천 영암사지 쌍사자 석등 정밀실측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등.

15 기록정보 생산의 관점에서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한 사업의 구분은 선행연구((재)한헤리티지센터, 2019, 『문화유산 기록자원 DB구축 ; 문화재

기록물의 관리ㆍ활용체계 개선방안 연구』, 문화재청)를 참고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기록정보의 생산 목적의 고려했을 때,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사업 유형에 

포괄되지 못하는 일부 기록정보는 ‘기타 사업’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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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기 위하여 사업의 유형별로 생산되는 기록정보와 

기록정보의 구성, 주요 내용 및 특성을 정리하였다. 다

만, 모든 기록정보를 통합·정리하고 있는 법제도는 확인

되지 않았으며, 개별 법제도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

록정보가 서로 다른 명칭으로 생산이 규정되어 있으므

로, 본 논문에서는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기록정보의 경

우 하나로 정리하였으며, 내용상의 차이를 보이는 기록

정보는 별개로 정리하였다. 대상 사업별 기록정보의 세

부 내용은 <표 2>와 같다.

문화재 대상 사업별로 기록정보의 구성과 특성을 

표 2 법제도에서의 건조물 문화재 기록정보 생산 현황

건조물 문화재  
대상 사업

기록정보의 구성 주요 내용 및 특성 비고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문화재의 보존, 관리, 활용의 전반에서의 관련 안건 및 회의 내용

으로 구성

 •회의에 대한 개요와 함께 심의 내용 및 의결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

며, 문서 외 속기, 녹음, 녹화 등과 관련된 기록정보의 생산이 가능

지정 지정조사 보고서, 지정 요청 자료 보고서

 •문화재의 지정과 관련된 의견서, 연혁 및 특징, 현황 자료(도면, 사

진), 관련 계획 등으로 구성

 •최종 성과물에 문화재에 관한 의견서, 연혁 및 특징, 가치 및 근거 

기준 등에 관한 내용 및 도면(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 파일), 시청각물인 사진 등이 포함

지정서 교부 국보 등의 지정서
 •문화재의 일반 사항(명칭, 수량, 지정 번호 및 연월일, 구조, 형식 

등)으로 구성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과정 일체 관련 자료, 적정성 검토 보고서

 •문화재 보호 구역 및 보호 구역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의견으로 구성

 •관련 자료 및 보고서에 현황 자료(도면, 사진 등)이 포함

 •최종 성과물에 문화재 보호 구역, 검토 의견서와 함께 도면, 시청

각물인 사진 등 포함

기록화

정밀실측 기록(기록장, 탁본 등), 문화재 고증 자료(고증 자료, 관련문

헌, 기타 조사 자료), 기록 카드, 조사 내용, 작업 일지, 워크시트, 3D 

스캔 기준점 데이터, 복원 설계도서 (설계 설명서, 공사 시방서, 내역

서, 수량산출서), 기록화 보고서16(사업 성과물) 등, 실측 도면(기본도

면, 상세도면), 사진 및 필름(원경사진, 전경 사진, 상세 사진, 기타 사

진), 3D 스캔 데이터, 3D 스캔 이미지, 3D pdf, 3D 모델 등

 •문화재의 연혁, 가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으로 구성

 •최종 성과물에 도면, 사진, 3D 스캔 이미지 등이 포함되며, 사업의 

수행 방법에 따라 생산되고 포함되는 주요 기록 내용이 달라짐

 •최종 성과물로 도서 외에 야장, 전자 도면의 출력물17, 사진첩,  필

름첩 등을 별도로 제출하기도 함 

일반관리 국가지정문화재 대장, 문화재 대장, 문화재 안전 점검표
 •문화재의 일반 사항 및 현황 및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대장 상에 도면, 사진 등이 포함

현황조사 결과 보고서, 정기조사서, 정기 점검표, 특별 점검표, 조사 결과 기록

 •보고서, 조사서 등은 문화재 및 주변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과 점검 결과 및 의견, 도면, 사진 등으로 구성

 •최성 성과물은 문서나 대장이지만 도면과 시청각물(사진)을 포함

학술연구 및  

조사
기타 보고서

 •일반적으로 연구 성과로서 보고서를 제출

 •문화재의 현황 조사 결과, 고증 등 세부 연구 사항으로 구성

 •최종 성과물인 보고서에 문화재에 대한 세부 연구 사항, 도면, 사

진 등을 포함 

종합정비 

계획 수립
종합 정비 계획, 기타 보고서

 •문화재의 가치 및 특성, 현황 조사 결과, 수리 등을 포함한 정비 계

획 등으로 구성

 •계획의 내용 안에 문화재의 일반 현황 및 분석 결과(도면, 사진 등 

포함)와 함께 계획의 기본 방향 및 구체적인 내용(도면 등)이 포함

문화재수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국가지정(등록) 문화재 현상변경 등 (착수, 완

료) 신고서, 공사시방서, 예정공정표, 실측설계도서, 설계도서(내역

서, 설계설명서, 수량산출서, 시방서, 예정공정표, 일반사항), 현장 조

사 기록, 확인 측량 결과, 시공 상세도, 시공 확인 검측자료, 기술검토 

의견서, 설계변경 개요서·시방서·계산서 등, 수량 산출 조서 등, 검사 

기록 서류 및 준공도서, 정산설계도서, 건축물 배치 도면, 중간감리 

보고서, 최종감리 보고서, 수리실측 보고서(문화재 수리 보고서), 현

황 도면(기본도면, 상세도면, 기타 도면), 설계 도면, 설계 변경 도면, 

사진 및 현황 사집첩(원경 사진, 전경 사진, 상세 사진, 기타 사진), 시

공 당시 사진 등

 •문화재 수리의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과 내용의 기록물이 생산

 •문화재의 연혁 및 가치, 계획을 위한 현황, 수리 범위 및 수리 계획, 

방법, 수리 결과 등으로 구성

 •중간 성과로서의 관련 문서, 도면, 사진 등 외에 최종 성과물인 보

고서에 문화재의 연혁 및 가치, 현황 및 수리 관련 내용, 자문회의 

관련 자료(기술 지도, 관계 전문가 자문), 사진, 도면 등이 포함 

문화재  

안전 

관리 

관련 

사업 

포함

16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 지침」 [별표 1] ‘간행물 발간 기준’에서는 보고서를 ‘기록화 보고서’, ‘수리실측 보고서’,  ‘기타 보고서’로 구분하고 있다.

17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별표 1]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 대상 기록물유형’의 도면자료의 유형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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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단일 사업에서 다양한 형태의 기록정보가 복

합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문화

재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서는 최종 성과물로서 문

서, 도서 형태의 기록정보뿐만 아니라, 그에 포함된 다양

한 형태의 기록정보가 생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문화재 

기록화사업의 수행 시 최종 성과물로서 도서와 함께 도

면집, 사진첩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외에도 보

고서 안에 포함된 도면, 사진, 세부 자료 등과 같은 기록

정보가 생산되고 있다. 문화재수리 사업의 수행 시에는 

수리 보고서 외에 설계도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현황 도

면, 설계 도면 등의 도면과 함께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

출서, 예정공정표 등의 각종 문서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 외 현황 사진첩과 필요 시 영상 자료를 생산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또한 기록정보는 형태 및 내용에 따라 구분할 수 있

다. 보고서의 경우 동일한 형태로 생산되고 있으나 사업 

유형에 따라 보고서 발간의 목적 및 포함하고 있는 내용

의 차이가 있다.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 지침」에서는 거

시적 관점에서 보고서를 기록화 보고서, 수리실측 보고

서, 기타 보고서로 분류하고 있다. 문서의 경우, 기록정

보의 구체적인 생산 사례를 검토하였을 때 다양한 형태

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기록정보별로 작성

의 목적 및 내용, 작성 형식 등이 보고서에 비해 보다 다

양한 것이 확인되었다. 3D와 관련된 기록정보는 정보의 

구체적 대상 및 정보의 생산 방식 등에 따라서 동일한 1

차 자료를 통해 다양한 내용과 위계의 기록정보가 생산

되고 있다. 3D 스캐닝을 통해 생산되는 3D 스캔 데이터

를 1차 자료로 하여 3D 스캔 이미지, 3D 스캔 모델, 3D 

pdf, 모델링 동영상 등 다양한 기록정보가 생산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부재별로 구분이 가

능한 3D 모델에 추가적인 상세 정보의 기록 체계 구축을 

통해 BIM 모델 데이터와 BIM 모델 통합 데이터가 생산

되고 있다.

기록정보의 생산을 규정하고 있는 법제도의 체계에

서 지침 및 매뉴얼은 기록정보의 생산에 관하여 보다 구

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전술한 바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지침 및 매뉴얼 상의 내용은 기록정보의 

구성보다는 데이터 제작에 관한 사항에 편중되어 있었

다. 다만, 기록정보 중 ‘도면’에 대해서는 다른 기록정보와 

비교했을 때 그 구성과 함께 세부 분류를 제시하고 있다.

문화재와 관련된 도면의 구성 체계에 대한 법적 정

의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행정규칙인 「문화재수리 설계

도서 작성기준」 [별표 1] ‘설계도서 작성 항목(이하 ‘설계

도서 작성 항목’이라 한다)’에서는 유일하게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침 및 매뉴얼에서는 도면

의 유형에 관한 구분이 확인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설계도서 작성항목’에서는 설계 도면을 현황과 

계획, 기타 도면으로 구분하고, 현황과 계획 도면을 기본

도면과 상세도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타 도면에는 기계

설비 도면, 전기 및 통신 도면, 토목 도면 등이 포함된다.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의 별

건조물 문화재  
대상 사업

기록정보의 구성 주요 내용 및 특성 비고

안정성 평가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중점 관리 대상 모니터링 결과

 •문화재의 상태 및 진단 대책 등으로 구성

 •최종 성과물인 보고서에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자료 및 사진 

등이 포함

매입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 매입 대상 선정 심의 결과
 •심의 결과는 문화재의 개요와 매입에 관한 사항, 현지조사 의견 및 

검토 의견, 평가 결과 등으로 구성

지정 해제 조사 보고서  •지정 해제에 관한 사유(문화재의 원형 및 가치)로 구성

기타 사업
기타 보고서(3D 사업 보고서 등), 3D 모델, 3D 동영상, BIM 모델 

데이터, BIM 모델 통합 데이터 등

 •문화재의 보존, 관리, 활용 사업 중 문화재 3D 데이터 및 BIM 모

델 등과 관련되어 수행되는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기록정보

 •최종 성과물로서 보고서뿐만 아니라 3D 데이터가 생산

출처 : (재)한헤리티지센터, 2019, 『건조물 문화재 데이터세트 구성 연구』, 문화재청, pp.39~51, pp.55~64를 참고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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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자료인 ‘문화재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에서

는 설계 도면을 기본도면과 상세도면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는 『국보·보물 건조물문화재 정밀실측지

침』 “석조편”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반면, 동 지침 “목조

편”에서는 도면을 공통사항, 기본도면, 정밀실측, 기타 도

면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석조문화재 실측조사 기술연

구』에서는 도면을 일반사항, 기본도면, 상세도, 복원입면

도로 구분하여 작성토록 하고 있다.

건조물 문화재의 기록정보 중 도면의 생산과 구성, 

분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각 규정에서

는 문화재 도면을 작성목적에 따라 현황 도면과 계획 도

면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대상에 따라 기본도면과 상세

도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도면의 표지, 도면 목록표, 설계 

개요 등은 공통 사항이나 일반 사항으로 별도 구분하거

나 기본도면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의 

실측 또는 수리 설계 과정에서 토목, 기계, 전기 등을 위

해 생산되는 도면은 문화재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현

황·계획도면과 구분하여 유형을 구성하고 있다.

3. 소결

건조물 문화재 기록정보 생산 현황을 법제도적 측면

에서 확인하고, 규정된 기록정보를 종합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조물 문화재를 대상으로 생산되는 기록정보

는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

재청의 각 부서에서 운용하고 있는 행정규칙, 사업별 지

침 및 매뉴얼 등에서 각각의 목적과 체계를 갖고 규정되

고 있다. 다만, 현행의 법제도에서는 모든 건조물 문화재 

기록정보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유형 구분의 기준이나 분

류 체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둘째, 단일 사업에서 다양한 형태의 기록정보가 복

합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건조물 문화재를 대상으로 수

행하는 사업에서의 주요 기록정보는 문서 또는 도서이

며, 그 외에 사진, 동영상, 각종 데이터 등이 생산되고 있

다. 즉, 문서와 도서의 기록정보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문화재의 가치 및 현황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생산된 다양한 형태의 기록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기존의 형태와 형식을 중심으로 하

는 기록물의 분류 방법으로는 내용적 측면을 고려한 기

록정보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움을 시사하

는 것이다.

셋째, 동일 문화재를 대상으로 수행한 동일 사업에

표 3 건조물 문화재 기록정보 관련 지침 및 매뉴얼 등에서의 도면 유형 구분 및 유형별 구성

출처 구분 작성 도면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 1] ‘설계도서 작성항목’

기본도면
설계도면 표지, 도면 목록표, 설계 개요, 배치도, 대지 단면도(종·횡단면), 평면도, 입면도, 단면

도(종·횡단), 천장 평면도(앙시도), 가구구조평면도, 지붕 평면도(와복도)

상세도면  부분도, 상세도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별첨] ‘문화재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

기본도면 정면, 배면, 좌우측면, 평면, 바닥면

상세도면 중요 부분 상세도, 단면도, 특정 문양 추출

『국보·보물 건조물문화재 정밀실측지침』 “목조편”

공통사항 설계 도면 표지, 도면 목록표, 설계 개요

기본도면 배치도, 대지 단면도(종·횡단면도), 평면도

정밀실측 단면도(종·횡단), 천장 평면도(앙시도), 가구 구조 평면도, 지붕 평면도(와복도), 부분도, 상세도

기타도면 기계 설비 도면, 전기 및 통신 도면, 토목 도면

『국보·보물 건조물문화재 정밀실측지침』 “석조편”
기본도면 배치도, 대지 단면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상세도면 상세도 (평면도, 앙시도, 주요 부재 상세, 건축 기법 상세)

『석조문화재 실측조사 기술연구』

일반사항 표지, 목록표

기본도면 위치도, 배치도, 대지 단면도, 기준선 설정도, 평면도, 앙시도, 입면도, 단면도

상세도 부재별 상세도, 주요 부분 상세, 건축 기법 상세

복원입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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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일한 형태로 생산된 기록정보도 각각의 내용과 의미

가 다르다. 즉, 문서나 도서, 도면, 시청각물 등 동일한 형

태의 기록정보도 생산 목적 등에 따라 다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록정보의 유형 구분 시, 형태와 함께 생산 

목적 및 내용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건조물 문화재의 ‘도면’에 대해서는 행정규칙

의 별첨 자료 및 다양한 지침과 매뉴얼 등에서 세부적인 

유형이 확인되며, 대부분의 경우 기록정보 생산의 목적 

및 대상에 따라 현황 도면과 계획 도면, 기본도면과 상세

도면으로 구분되고 있다.

Ⅳ.  건조물 문화재 기록정보의 
 유형 구분 기준과 속성

기록정보는 기록에 사용되는 도구에 따라, 기록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기록된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

는 방법에 따라 각각 다른 속성을 가질 수 있다. 본 논문

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록정보는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

하여 건조물 문화재의 실증적 현황을 전자적 방식으로 처

리하여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로서, 기록된 정보를 전

자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기록정보의 유형을 

분류하고, 기록정보의 유형별 기록정보의 속성을 고려하

여 세부유형을 구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문화재 기

록정보의 생산 현황에 대한 종합 분석에서 정리된 기록정

보의 형태적, 내용적 특성을 고려, 각 기록정보의 유형 및 

세부유형이 기록정보의 기본 속성별로 분류될 수 있는 기

준을 귀납적으로 도출, 적용하였다.

1. 기록정보의 유형 및 세부유형의 구분 방법과 기준

1) 기록정보의 유형

기록정보의 유형 구분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기록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록정보의 유형은 기록 결과로서의 형식(type, file type)

과 기록 가능한 정보의 속성(property)에 따라 일차적으

로 구분하였다.

기록정보의 유형은 첫 번째로 언어 정보와 비언어 

정보의 속성을 고려하여 구분하였다. 언어의 사전적 정

의는 ‘생각, 느낌 따위를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에 쓰는 

음성, 문자 따위의 수단. 또는 그 음성이나 문자 따위의 

사회 관습적인 체계’18로서 언어 정보는 텍스트적 기록 유

무를 떠나서 기록 내용이 언어 중심인 것이며, 비언어 정

보는 기록정보의 내용이 언어가 아닌 형태로 이루어진 것

이다. 건조물 문화재를 대상으로 생산되는 기록정보가 

보고서, 회의록, 각종 조사서, 대장 및 점검 자료 등의 언

어 기반의 정보와 사진, 도면, 3D 모델링 데이터 등의 언

어가 아닌 형태의 정보로 이분됨에 따라 기록정보의 유형

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두 번째로 기록정보 중 비언어 정보를 2차원과 3차

원의 속성으로 구분하였다. 차원은 ‘공간 내의 점을 지정

하는데 필요한 독립좌표의 수’로, 2차원은 두 개의 실수를 

가지는 평면상의 정보이며, 3차원은 3개의 실수로 지정

되는 공간상의 정보이다19. 이와 같은 차원을 기준으로 구

분되는 기록정보는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다르며, 정보를 생산하는 방식,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등

에 차이가 있다. 건조물 문화재를 대상으로 생산되는 기

록정보 중 비언어 정보는 사진, 도면, 동영상과 같은 2차

원의 정보와 3D 스캐닝, 3D 모델링 데이터와 같은 3차원

의 정보로 이분됨에 따라 기록정보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

준으로 적용하였다.

세 번째는 기록정보 중 비언어 정보를 정지된 기록과 

시간적 연속성을 갖는 기록으로 구분하였다. 기록정보 중 

비언어 정보는 영상20 정보로 볼 수 있으며, 영상 정보는 

18 네이버 국어사전(https://ko.dict.naver.com), 「언어」, 2019년 10월 14일 접속.

19 두산백과(http://www.doopedia.co.kr), 「차원(dimension)」, 2019년 10월 14일 접속.

20 영사막이나 브라운관, 모니터 따위에 비추어진 상 (네이버 국어사전(https://ko.dict.naver.com), 「영상」, 2019년 10월 14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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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된 상태의 정지영상과 이와 차별화된 움직이는 상태

의 동영상21 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건조물 문화재를 대상

으로 생산되는 기록정보 중 비언어 정보가 사진, 도면, 3D 

모델링 데이터와 같은 정지된 상태의 기록정보와 동영상

과 같은 시간적 연속성을 갖는 기록정보로 이분됨에 따라 

기록정보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록정보 중 비언어 정보를 그래픽 형식

에 따라 래스터 정보와 벡터 정보로 구분하였다. 래스터

는 ‘이미지를 2차원 배열 형태의 픽셀로 구성하고, 이 점

들의 모습을 조합, 일정한 간격의 픽셀들로 하나의 화상 

정보를 표현하는 것22’이며, 벡터는 ‘주어진 2차원이나 3차

원 공간에 선이나 형상을 배치하기 위해 일련의 명령어들

이나 수학적 표현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23’

이다. 래스터와 벡터의 그래픽 형식은 서로 상반되는 개

념으로 래스터가 비트맵으로 이루어진 점으로 이루어진 

정보라면, 벡터는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분으로 그림을 

나타내고 있다24. 건조물 문화재를 대상으로 생산되는 기

록정보 중 비언어 정보가 사진, 이미지, 동영상과 같은 래

스터 정보와 전자적으로 작성되고 그 속성을 유지하고 있

는 도면, 객체의 구분이 가능한 3D 모델링 데이터 등의 

벡터 정보로 이분됨에 따라 기록정보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이상으로부터 기록정보의 언어적 형태(언어, 비언

어), 구성 차원(2차원, 3차원), 시간적 속성(정지, 동), 그

래픽 형식(래스터, 벡터 그래픽스)를 기준으로 기록정보

의 유형을 언어 정보, 2차원 정지영상의 래스터 형식 기

록정보, 2차원 정지영상의 벡터 형식 기록정보, 2차원의 

동영상 기록정보, 3차원의 정지영상 기록정보, 3차원의 

동영상 기록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2) 기록정보의 세부유형25

언어 정보는 언어를 기반으로 생산된 정보로 세부

유형을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으로 ‘보고서 여부’를 적용

할 수 있다. 보고서는 ‘보고하는 글이나 문서26’로 매우 포

괄적인 정보를 뜻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문화재와 관련

된 사업에서의 보고서는 사업의 최종 성과물로서 발간되

는 간행물로서, 사업의 개요에서부터 수행 과정, 결과에 

이르는 사업 전반의 내용과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형태의 주요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되는 기록정보를 

의미한다.

두 번째 기준으로는 ‘기록정보의 생산 목적’을 적용

할 수 있다. 이는 기록정보별 사업 성격에 따른 생산 목적

의 차이와 기록정보 내용 구성의 차이를 반영한 기준이

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 지침」에서는 보고

서의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

고하여 세부유형을 구성할 수 있다.

표 4 언어 정보 기록정보의 세부유형

대상 기준 1 기준 2 + 간행물의 분류 기록정보 세부유형

언어 정보

보고서

기록화 보고서 기록화 보고서

수리실측 보고서 수리실측 보고서

기타 보고서 기타 보고서

비 보고서

실증 정보 고증 자료

현황 정보 현황 정보 문서

계획 정보 계획 정보 문서

기타 정보 기타 문서

21 움직이는 영상물의 총칭으로 주로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영상물 파일을 의미 (두산백과(http://www. doopedia.co.kr), 「동영상」, 2019년 10월 

14일 접속).

2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0, 「래스터(raster)」, 『한글글꼴용어사전』.

23 전산용어사전편찬위원회, 2011, 「벡터 그랙픽(vector graphics)」, 『컴퓨터인터넷IT용어사전』, 일진사.

24 김일태 외, 2008, 「벡터(vector)」, 『만화애니메이션사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5 ‘2) 기록정보의 세부유형’의 각 유형별 세부유형의 기준과 내용에 대한 표는 『건조물 문화재 데이터세트 구성 연구』의 관련 내용을 재인용 한 것이다((재)한헤리티

지센터, 2019, 앞의 보고서, pp.128~141).

26 네이버 국어사전(https://ko.dict.naver.com), 「보고서」, 2019년 10월 14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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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언어 정보의 세부유형 구분을 위한 기준

은 언어 정보인 기록정보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다. 다만, 첫 번째 기준은 언어 정보의 형태에 대한 기준

이며, 두 번째 기준은 언어 정보의 생산 목적 등 보다 구

체적인 기준으로 첫 번째 기준을 우선으로 적용하여 세부

유형을 구성할 수 있다.

2차원 정지영상의 래스터 형식 기록정보는 현황 사

진(정기조사서, 기록화, 수리, 기타 사업)과 함께 기록장 

또는 기록 카드(야장), 탁본, 모사도, 3D 스캔데이터 이미

지 등이 있으며, 이 외 도면이 이미지화된 형태의 파일로 

저장된 기록정보27 등이 포함된다.

기록정보의 세부유형 구분을 위한 첫 번째 기준으로 

‘기록정보의 사진 여부’를 적용할 수 있다. 이는 건조물 문

화재를 대상으로 생산되는 기록정보 중 2차원 정지영상의 

래스터 형식 기록정보에 해당하는 기록정보의 다수가 현

황 확인 및 기록을 목적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이며,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대부분의 사업

에서 사진이 생산되고 있는 것을 고려한 기준이다.

두 번째 기준은 ‘사진 기록정보의 촬영 범위’로 건조

물 문화재 사진의 기록정보가 당해 문화재를 대상으로 촬

영한 전경 사진, 입면 사진, 부분에 대한 상세 사진과 이 

외 문화재 및 주변을 대상으로 촬영한 원경 사진, 항공사

진, 위성사진 등을 포괄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세 번째 기준은 ‘비 사진 기록정보의 생산 방식’으로 

건조물 문화재를 대상으로 생산되는 비 사진의 이미지 

기록정보가 정보의 생산 방식, 즉 문화재 실물을 대상으

로 직접 취득하는 정보로 생산되는지, 다른 기록정보를 

기반으로 생산되는지에 따라 구분되는 특성을 반영한 

기준이다.

네 번째 기준은 ‘비 사진 기록정보의 치수 포함 여부’

로 비 사진 기록정보 중 다른 기록정보를 기반으로 생산

된 기록정보가 숫자정보, 즉, 치수를 포함한 정보와 포함

하지 않은 정보로 구분되는 것을 고려한 기준이다.

2차원 정지영상의 래스터 형식 기록정보의 세부유

형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첫 번째 기준을 모든 해당 

기록정보에 적용한 후, 두 번째와 세 번째 기준을 각각 사

진과 비 사진 기록정보의 유형화에 적용하였다. 이후 네 

번째 기준은 가공된 형태의 비 사진 기록정보의 세부유형

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적용하여 세부유형을 구성할 

수 있다.

2차원 정지영상의 벡터 형식 기록정보는 2D의 기록

정보 중에 벡터 형식으로 그래픽 형식이 정의되는 기록정

보로 전자적으로 작성되고 관리되는 도면이 해당된다.

기록정보의 세부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첫 번째 기준

으로는 ‘기록정보의 대상’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문화재

의 보존·관리·활용 사업으로 생산되는 도면이 문화재의 형

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된 도면과 문화재의 형태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작성된 도면, 즉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

형도 등의 도면으로 구성되는 것을 고려한 기준이다.

두 번째 기준은 ‘기록정보의 생산 목적’으로 사업의 

성격에 따른 기록정보의 생산 목적의 차이와 기록정보의 

표 5 2차원 정지영상의 래스터 형식 기록정보의 세부유형

대상 기준 1 기준 2 기준 3 기준 4
기록정보 
세부유형

2차원 

정지

영상의

래스터 

형식  

기록 

정보

사진

문화재 및 

주변을 

촬영한 사진

- - 원경 사진

문화재 

전체를 

촬영한 사진

- - 전경 사진

문화재의 

부분을 

촬영한 사진

- - 상세 사진

비 사진 -

문화재 실물에서 

직접 정보를 취득
-

이미지 

자료

다른 기록정보에서 

정보를 취득하거나 

재가공

치수정보 

불포함

가공 

이미지

치수정보 

포함

도면 

이미지

27 3D 도면으로 불리는 스캔 데이터 이미지 도면의 경우, 벡터의 파일 형식이라 하더라도 주된 정보의 내용이 래스터 파일 형식인 이미지이며, 기록정보의 완전한 정

보 전달을 위해서는 dwg 등의 벡터 파일 형식보다는 jpg나 pdf 등의 래스터 파일 형식이 적합하므로 2차원 정지영상의 래스터 형식 기록정보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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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구성의 차이를 반영한 기준이다. 세 번째 기준은 ‘설

계도서 작성 항목’의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본 규정에서 

설계 도면을 현황 도면과 계획 도면, 기타 도면으로 구분, 

각각의 도면 유형을 기본도면과 상세도면으로 하위 구분

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2차원 정지영상의 벡터 형식 기록정보의 세부유형

을 위한 기준은 각각의 기준이 동일한 위계의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세부 도면마다 내용 구성 및 속성에 차

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여러 기준을 동시

에 적용하였다. 다만 첫 번째 기준의 경우, 기록정보의 대

상 범위에 따른 구분이므로 우선 적용하여 세부유형을 구

성할 수 있다.

2차원의 동영상 기록정보는 2차원 그래픽의 움직이

는 영상으로 기록화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과 관련된 

사업의 촬영 동영상, 3D 구축 사업의 성과물로서의 동영

상 등으로 구성된다.

2차원 동영상 기록정보의 세부유형을 구분하기 위

한 기준은 단일 기준으로 ‘기록정보의 생산 방식’을 적용

할 수 있다. 이는 2차원의 동영상 기록정보가 문화재를 

대상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기록정보와 3D 

모델링 후 모델링한 결과를 토대로 재구성한 기록정보로 

구성되는 것을 반영한 기준이다. 즉, 직접 촬영한 동영상

의 경우, 문화재의 원형에 대한 기록으로서 의미가 있으

며, 3D 모델을 재가공한 정보는 문화재의 형태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는 것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준

을 적용할 수 있다.

3차원의 정지영상 기록정보는 3차원 스캐닝 및 모델

링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3D 스캔 데이터, 3D 모델, BIM 

모델 데이터 등이다. 이는 3차원 형상의 래스터 및 벡터 

그래픽의 속성을 갖는 기록정보가 단일 유형으로 정리된 

것으로 3차원의 정지영상 기록정보의 세부유형을 구분하

기 위한 첫 번째 기준으로 ‘기록정보의 그래픽 형식’을 적

용할 수 있다.

두 번째 기준은 ‘기록정보의 생산 방식’이다. 3차원

의 정지영상 기록정보가 문화재 실물을 대상으로 직접 정

보를 취득하여 생산하는 방식과 생산된 정보를 가공하여 

생산하는 방식으로 구분됨에 따라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

할 수 있다.

세 번째 기준은 ‘3D 스캐닝을 통해 생산되는 정보 여

부’로 3차원 정지영상의 기록정보가 3D 스캐닝 기반의 기

록정보와 그 외 다른 기록정보를 참고하여 생산되는 기록

정보로 구분되는 현황을 반영하였다. 네 번째는 BIM 모

델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 ‘상세 정보 기록 체계 유무’의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3차원의 정지영상 기록정보의 세부유형을 위한 기

준은 각각의 기준이 동일한 위계이므로 여러 기준을 동시

에 적용할 수 있다.

표 6 2차원 정지영상의 벡터 형식 기록정보의 세부유형

대상 기준 1 기준 2 + 기준 3 기록정보 세부유형

2차원 

정지영상의 

벡터 형식 

기록정보

기록의 

대상이 

문화재

현황 정보

기본 

도면

현황 기본도면

현황 상세도면

상세 

도면

계획 기본도면

기록의 

대상이 

문화재 외

계획 정보

계획 상세도면

기타 

도면
기타 도면

표 7 2차원의 동영상 기록정보의 세부유형

대상 기준 기록정보 세부유형

2차원의 

동영상 

기록정보

문화재 실물에서 직접 정보를 취득 촬영 동영상

다른 기록정보에서 정보를 취득하거나 

재가공
모델링 동영상

표 8 3차원의 정지영상 기록정보 세부유형

대상 기준 1 기준 2 기준 3 기준 4
기록정보 
세부유형

3차원의 

정지영상 

기록정보

래스터

직접 정보를 

취득
3D 

스캐닝 

기반 
상세 정보 

기록 체계 

미구축

3D 스캔 데이터

다른 

기록정보에서 

정보를 

취득하거나 

재가공

3D 스캔 모델

벡터
3D 

스캐닝 

외

3D 래스터 모델

3D 벡터 모델

상세 정보 

기록 체계 

구축

BIM 모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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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의 동영상 기록정보는 3차원 그래픽의 움직이

는 영상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과 관련된 사업의 촬영 

동영상, 3D 구축 사업의 성과물로서의 동영상 등으로 구

성된다.

3차원 동영상 기록정보의 세부유형을 구분하기 위

한 기준은 2차원의 동영상 기록정보와 마찬가지로 단일 

기준으로 ‘기록정보의 생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상으로 기록정보의 6개 유형에 대하여 각각의 유

형별 기록정보의 기본 속성을 고려한 기준을 적용, 27개

의 세부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유형별 세부유형의 구성은 

<표 10>과 같다.

2. 기록정보의 세부유형별 기본 속성

건조물 문화재 기록정보의 유형별로 세부유형을 구

분하고, 각 세부유형별 기본 속성을 정리하였다. 기본 속

성은 기록정보의 세부유형별 정보의 형태와 형식, 기록 

가능한 정보의 속성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기록정보의 내

용적 특성을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어적 형태, 차원, 시간적 속

성, 그래픽 형식을 기준으로, 문화재 실물을 직접 기록하

는 방식의 정보인지, 1차 정보를 재가공하여 생산되는 정

보인지에 대한 것, 기록정보의 대상, 기록정보의 생산 목

적, 포함하고 있는 내용의 성격, 구체적인 내용 구성, 사

업의 수행과 기록정보 생산의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였다.

언어 정보의 기록화 보고서와 수리 실측 보고서, 기

타 보고서의 경우, 언어로 구성된 보고서 형태의 기록정

보라는 동일한 속성을 갖지만, 기록정보의 생산 목적이 

각각 문화재의 현황에 대한 정밀한 기록, 문화재의 수리 

과정에 대한 기록, 문화재에 대한 연구 성과, 구조적 현황 

등에 대한 기록으로 차이를 보인다. 그 외 고증 자료, 현

황 정보 문서, 계획 정보 문서, 기타 문서의 경우, 보고서

로 분류되는 세부유형과 비교했을 때 기록정보의 대상과 

생산 목적에 유사성을 보이지만, 보고서가 아닌 형태의 

기록정보라는 관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차원 정지영상의 래스터 형식 기록정보의 세부유

형인 원경 사진, 전경 사진, 상세 사진은 문화재 실물을 

직접 기록하는 방식의 정보이며, 기록의 구체적인 대상과 

대상의 범위에 따라 세부유형이 구분된다. 반면 동일 유

형에 속하는 이미지 자료, 가공 이미지, 도면 이미지는 1

차 정보를 재가공하여 생산되는 정보라는 점에서 사진의 

세부유형과 차이가 있다.

2차원 정지영상의 벡터 형식 기록정보의 유형은 기

록정보의 생산 목적과 기록정보의 구체적 대상 및 대상의 

범위를 고려하여 각각 현황 기본도면, 현황 상세도면, 계

획 기본도면, 계획 상세도면, 기타 도면으로 세부유형을 

구분하였는데, 이와 같은 기록정보의 생산에 따른 차이는 

기록정보의 세부유형별 기본 속성이 달라지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황 기본도면과 계획 기본도면은 동

일하게 문화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각각의 생

산 목적이 현황의 구체적 기록 또는 기준과 계획의 수립

으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세부유형을 구분 

짓는 기준이 된다.

표 9 3차원의 동영상 기록정보 세부유형

대상 기준 기록정보 세부유형

3차원의 동영상 

기록정보

문화재 실물에서 직접 정보를 취득 3D 촬영 동영상

다른 기록정보에서 정보를 

취득하거나 재가공
3D 모델링 동영상

표 10 기록정보의 유형별 세부유형의 구분

유형 세부유형

언어 정보
기록화 보고서 / 수리실측 보고서 / 기타 보고서 / 고증 

자료 / 현황 정보 문서 / 계획 정보 문서 / 기타 문서

2차원 정지영상의 

래스터 형식 기록정보 

원경 사진 / 전경 사진 / 상세 사진 / 이미지 자료 / 

가공 이미지 / 도면 이미지

2차원 정지영상의

벡터 형식 기록정보

현황 기본도면 / 현황 상세도면 / 계획 기본도면 / 

계획 상세도면 / 기타 도면

2차원의 동영상 

기록정보
촬영 동영상 / 모델링 동영상

3차원의 정지영상 

기록정보

3D 스캔 데이터 / 3D 스캔 모델 / 3D 래스터 모델 / 

3D 벡터 모델 / BIM 모델 데이터

3차원의

동영상 기록정보
3D 촬영 동영상 / 3D 모델링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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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의 동영상 기록정보인 촬영 동영상과 모델링 

동영상은 모두 시간적 속성을 갖는 기록정보이지만, 촬영 

동영상이 문화재 실물을 직접 기록하는 기록정보인 반면, 

모델링 동영상이 1차 정보를 재가공하여 생산되는 기록

정보라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 촬영 동영

상의 경우 특정 시점의 문화재의 원형, 즉 현황에 대한 기

준이 될 수 있는 반면, 모델링 동영상의 경우 현황에 대한 

기준으로서의 역할은 할 수 없다. 또한, 촬영 동영상의 경

우, 동영상의 대상이 문화재에 한정되지 않는 내용적 특

성이 있다.

3차원 정지영상 기록정보는 기록의 그래픽 형식의 구

분(래스터, 벡터), 문화재의 실물을 기록하는 정보인지, 1

차 정보를 재가공하는 정보인지에 따라 3D 스캔 데이터, 

3D 스캔 모델, 3D 래스터 모델, 3D 벡터 모델, BIM 모델 데

이터로 구분되고, 각각의 기본 속성에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이 중 3D 스캔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의 생산 시점이 

문화재의 현황에 대한 기준 시점과 동일하나, 그 외 모델 

데이터의 경우, 1차 정보의 생산 시점이 모델의 기준 시점

이 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3D 벡터 모델과 BIM 모델 데이

터의 경우 객체의 구분이 가능하므로, 객체의 구분 정도에 

따라 문화재 대한 정보의 정밀도가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3차원의 동영상 기록정보 유형은 3D 촬영 동영상과 

3D 모델링 동영상으로 구분되는데, 기록정보의 차원에 

관한 속성을 제외하고는 2차원의 동영상 기록정보와 동

일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기록정보 세부유형별 기본 속성

유형 세부유형 세부유형별 기본 속성

언어 정보

기록화 보고서

 •언어로 구성된 보고서 형태의 기록정보

 •문화재의 현황에 대한 정밀한 기록을 목적으로 수행한 사업의 최종 성과물

 •사업을 통해 생산된 다양한 세부유형의 기록정보를 종합하여 생산되는 기록정보

수리실측 보고서

 •언어로 구성된 보고서 형태의 기록정보

 •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현황 확인 및 계획 수립, 수리를 목적으로 수행한 사업의 최종 성과물

 •사업을 통해 생산된 다양한 세부유형의 기록정보를 종합하여 생산되는 기록정보

기타 보고서

 •언어로 구성된 보고서 형태의 기록정보

 •문화재에 대한 연구, 구조적 현황 등에 대한 기록과 거시적 계획의 수립 등을 목적으로 수행한 사업의 최종 성과물

 •사업을 통해 생산된 다양한 세부유형의 기록정보를 종합하여 생산되는 기록정보

고증 자료

 •언어로 구성된 보고서가 아닌 형태의 기록정보

 •문화재의 가치에 대한 기록 외 역사적 기록을 중심으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되는 내용 또는 기 확인되

었던 내용으로 구성 

현황 정보 문서

 •언어로 구성된 보고서가 아닌 형태의 기록정보

 •문화재의 현황을 확인 또는 조사하고 그 내용을 포함하여 생산되는 기록정보

 •세부 사업의 목적에 따라 기록정보를 구성하는 내용이 다름

계획 정보 문서

 •언어로 구성된 보고서가 아닌 형태의 기록정보

 •문화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계획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생산되는 기록정보

 •세부 사업의 목적에 따라 기록정보를 구성하는 내용이 다름

기타 문서

 •언어로 구성된 보고서가 아닌 형태의 기록정보

 •기록정보의 대상이 문화재, 사업 또는 기타 기록정보 등으로 구성

 •세부 사업의 목적에 따라 기록정보를 구성하는 내용이 다름

2차원 정지영상의 

래스터 형식  

기록정보 

원경 사진

 •2차원 정지영상의 래스터 그래픽(스) 형식의 기록정보

 •문화재 실물을 직접 기록하는 방식의 기록정보

 •사진의 촬영 방법이 다양하게 적용

 •기록정보의 생산 시점과 내용의 기준 시점이 다를 수 있음

 •기록정보의 생산 목적 및 생산 방식 등에 따라 정밀도 등의 속성이 다름 

전경 사진

 •2차원 정지영상의 래스터 그래픽(스) 형식의 기록정보

 •문화재 전체를 대상으로 사진 촬영을 통해 문화재 실물을 직접 기록하는 방식의 기록정보

 •현황에 대한 기준 자료로서 내용의 기준 시점이 중요

 •기록정보의 생산 목적 및 생산 방식 등에 따라 정밀도 등의 속성이 다름 

상세 사진

 •2차원 정지영상의 래스터 그래픽(스) 형식의 기록정보

 •문화재 부분을 대상으로 사진 촬영을 통해 문화재 실물을 직접 기록하는 방식의 기록정보

 •현황에 대한 기준 자료로서 내용의 기준 시점이 중요

 •기록정보의 생산 목적 및 생산 방식 등에 따라 정밀도 등의 속성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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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세부유형 세부유형별 기본 속성

2차원 정지영상의 

래스터 형식  

기록정보 

이미지 자료

 •2차원 정지영상의 래스터 그래픽(스) 형태의 기록정보

 •문화재 실물을 직접 기록하는 방식의 기록정보

 •기록정보의 생산 목적에 따라 다양한 내용의 기록정보로 구성되어 있음

 •생산 당시에는 전자적 정보가 아닌 정보들을 전자화한 정보로 구성

 •기록정보의 생산 목적 및 생산 방식 등에 따라 정밀도 등의 속성이 다름 

가공 이미지

 •2차원 정지영상의 래스터 그래픽(스) 형식의 기록정보

 •기존의 기록정보에서 생산된 정보를 재가공한 이미지 정보

 •기록정보의 생산 목적에 따라 다양한 내용의 기록정보로 구성되어 있음

 •기록정보의 생산 목적 및 생산 방식 등에 따라 정밀도 등의 속성이 다름 

도면 이미지

 •2차원 정지영상의 래스터 그래픽(스) 형식의 기록정보

 •생산 당시에는 전자적 정보가 아닌 정보를 전자화하거나 1차 정보를 이미지 파일로 변환한 정보 등으로 구성

 •기록정보의 생산 목적에 따라 다양한 내용의 기록정보로 구성되어 있음

 •기록정보의 생산 목적 및 생산 방식 등에 따라 정밀도 등의 속성이 다름 

2차원 정지영상의

벡터 형식  

기록정보

현황 기본도면

 •2차원 정지영상의 벡터 그래픽(스) 형식의 기록정보

 •문화재 전체를 대상으로 현황의 기록 또는 현황에 대한 기준으로서 생산

 •기록정보의 생산 목적에 따라 개별 기록정보의 의미와 성격이 다름

 •참고 자료를 기반으로 생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서 동일한 대상에 대한 기록정보가 반복적으로 생산 

현황 상세도면

 •2차원 정지영상의 벡터 그래픽(스) 형식의 기록정보

 •문화재 부분을 대상으로 현황의 기록 또는 현황에 대한 기준으로서 생산

 •기록정보의 생산 목적에 따라 개별 기록정보의 의미와 성격이 다름

 •참고 자료를 기반으로 생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서 동일한 대상에 대한 기록정보가 반복적으로 생산

계획 기본도면

 •2차원 정지영상의 벡터 그래픽(스) 형식의 기록정보

 •문화재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

 •기록정보의 생산 목적에 따라 개별 기록정보의 의미와 성격이 다름

 •현황 기본도면을 기반으로 생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서 동일한 대상에 대한 기록정보가 반복적으로 생산

계획 상세도면

 •2차원 정지영상의 벡터 그래픽(스) 형식의 기록정보

 •문화재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

 •기록정보의 생산 목적에 따라 개별 기록정보의 의미와 성격이 다름

 •현황 상세도면을 기반으로 생산되며, 상세 사진이 참고가 될 수 있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서 동일한 대상에 대한 기록정보가 반복적으로 생산

기타 도면

 •2차원 정지영상의 벡터 그래픽(스) 형식의 기록정보

 •기록정보의 대상이 매우 다양 : 문화재, 사업, 기타 기록정보 등

 •기록정보의 생산 목적에 따라 개별 기록정보의 의미와 성격, 내용 구성이 매우 다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서 동일한 대상에 대한 기록정보가 반복적으로 생산

2차원의 동영상  

기록정보

촬영 동영상

 •2차원의 동영상, 즉 시간적 속성을 갖는 기록정보

 •문화재 실물을 직접 기록하는 방식의 기록정보이나 특정 시간에 한정된 정보는 아님

 •동영상의 대상이 문화재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음(주로 내용적 범위)

 •기록정보의 생산 목적 및 생산 방식 등에 따라 정밀도 등의 속성이 다름 

모델링 동영상

 •2차원의 동영상, 즉 시간적 속성을 갖는 기록정보

 •어떤 기록정보를 1차 정보로 사용했느냐가 콘텐츠 구축 범위의 중요한 기준이 됨

 •기록정보의 생산 목적 및 생산 방식 등에 따라 정밀도 등의 속성이 다름 

3차원의 정지영상

기록정보

3D 스캔 데이터

 •3차원 정지영상의 래스터 그래픽(스) 형식의 기록정보

 •문화재 실물을 직접 기록하는 방식의 기록정보

 •기록정보의 생산 목적 및 생산 방식 등에 따라 스캔 방식 및 정밀도가 다름

3D 스캔 모델

 •3차원 정지영상의 래스터 그래픽(스) 형식의 기록정보, 부재 등 모델의 객체가 구분되지 않음

 •문화재 실물을 직접 기록하는 방식의 3D 스캔 데이터를 가공하여 생산되는 기록정보

 •3D 스캔 데이터의 정밀도, 재가공의 정밀도 등 속성이 모델링의 수준에 영향

3D 래스터 모델

 •3차원 정지영상의 래스터 그래픽(스) 형식의 기록정보, 부재 등 모델의 객체가 구분되지 않음

 •문화재에 대한 실측정보를 기반으로 모델링하여 생산되는 기록정보

 •1차 정보의 출처가 다양하며, 1차 정보의 생산 시점이 모델의 기준 시점이 됨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 다양한 방식으로 모델링 가능

3차원의

정지영상

기록정보

3D 벡터 모델

 •3차원 정지영상의 벡터 그래픽(스) 형식의 기록정보, 부재 등 모델의 객체가 구분

 •문화재에 대한 실측 정보를 기반으로 모델링하여 생산되는 기록정보

 •1차 정보의 출처가 다양하며, 1차 정보의 생산 시점이 모델의 기준 시점이 됨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 다양한 방식으로 모델링 가능

 •모델링 시, 객체의 구분가능한 정도, 즉 부재의 구분 정도가 정밀도와 관계

BIM 모델 데이터

 •3D 벡터 모델을 기반으로 상세 정보 기록 체계가 가능한 형태의 기록정보

 •모델링 시, 1차 정보의 생산 시점이 모델의 기준 시점이 되므로 고려 필요

 •모델링 시, 객체의 구분 가능한 정도, 즉 부재의 구분 정도에 대한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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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본 논문은 건조물 문화재를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는 

보존·관리·활용 사업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정보들이 그 

속성을 토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록정보의 유형을 구

분하고 유형별 기본 속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

다. 이를 위하여 건조물 문화재의 기록정보에 관련된 용

어의 개념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법제도적 생

산 현황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형 구분의 기

준을 도출하고, 각 세부유형별 기본 속성을 정리하였다.

먼저, ‘건조물 문화재’와 ‘기록정보’ 라는 용어의 구

체적인 사용 현황을 법제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본 논

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 

‘건조물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과 하위 법령의 기본적

인 정의를 준용하여 ‘법적으로 지정된 유형문화재 중의 

건조물’로 정의하였고, 건조물 문화재의 ‘기록정보’는 ‘문

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건조물 문화재의 실증적 현황

을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로 정의하여 적용하였다.

다음으로 건조물 문화재 기록정보의 생산 현황을 법

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하여 법령, 행정규칙, 지침 

및 매뉴얼 등에서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

한 규정 및 기록정보 생산에 관한 세부 사항을 종합 분석

하였다. 그 결과, 관련된 법제도가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과 단일 사업에서 다양한 형태의 기록정보가 복합

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현황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동일

한 형태로 생산되는 기록정보일지라도 생산 목적과 방법

에 따라 상이한 내용과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과 모든 기

록정보를 포괄할 수 있는 분류가 부재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록정보 중 ‘도면’은 지침 및 매뉴

얼을 통해 생산 목적 및 구체적 대상에 따라 세부 유형이 

구분되고 있는 것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기록정

보의 형식과 속성을 일차적인 기준으로 적용하여, 건조물 

문화재의 기록정보를 6개의 유형과 27개의 세부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록정보의 언

어적 형태, 차원, 시간적 속성, 그래픽 형식을 유형 구분

을 위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유형별로 기록정보의 속성으

로서 기록정보의 대상, 기록정보의 생산 목적, 기록정보

의 생산 방식, 기록정보에 포함된 내용의 성격 및 구성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다만 건조물 문화재 기록정보의 실제적인 관리를 위

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즉,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록정보의 개념적 

범위 및 구성 체계를 토대로 건조물 문화재 기록정보의 

세부유형별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한 연

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검토한 유형

문화재 중 건조물 문화재뿐만 아니라 유사한 형태의 사적 

및 민속문화재에 대한 기록정보의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유형 세부유형 세부유형별 기본 속성

3차원의

동영상

기록정보

3D 촬영

동영상

 •3차원의 동영상, 즉 시간적 속성을 갖는 기록정보

 •동영상의 대상이 문화재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음(주로 내용적 범위)

 •기록정보의 생산 목적 및 생산 방식 등에 따라 정밀도 등의 속성이 다름 

3D 모델링

동영상

 •3차원의 동영상, 즉 시간적 속성을 갖는 기록정보

 •어떤 기록정보를 1차 정보로 사용했느냐가 콘텐츠 구축 범위의 중요한 기준이 됨

 •기록정보의 생산 목적 및 생산 방식 등에 따라 정밀도 등의 속성이 다름 

출처 : (재)한헤리티지센터, 2019, 『건조물 문화재 데이터세트 구성 연구』, 문화재청, pp.169~173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

* 본 논문은 2019년 문화재청에서 수행한 <문화유산 3D DB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건조물문화재데이터세트구성 연구>의 최종 성과물 일부를 재

정리한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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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undamental Study on the Classification 
Criteria and Properties by Detail Type of Archival 
Information on Architectural Heritage of Korea

This study aimed to distinguish categories of  archival information and identify properties by their detail types, so 

that the various forms of  architectural heritage information generated can be managed based on their attributes and 

characteristics.

First, the specific uses of  terms in the legal system were reviewed and their associated concepts specifically 

defined. “Architectural heritage” was defined as architecture belonging to the category of  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designated by law, and “architectural heritage archival information” was defined as all kinds of  material expressed 

by electronic processing of  the actual status for preservation and management.

Next, the production status of  architectural heritage archival information was reviewed in relation to the legal 

system. This confirmed that relevant legal systems were organized hierarchically and that various types of  archival 

information were generated in a single project. Furthermore, it was confirmed that even archival information 

produced in the same form contained differing contents depending on the specific purpose and method, and that 

there was no classification by which to cover all archival information. Finally, it was also confirmed that detailed 

drawing types could b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production and the target of  the record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review, the type and properties of  archival information were presented as the 

primary classification criteria, and the architectural heritage archival information was divided into 6 general types 

and 27 detailed types. Specifically, the linguistic form, dimension, temporal property, and graphic form of  archival 

information were applied as 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of  general types, and the target, production purpose, 

production method of  archival information, and content characteristics of  archival information properties of  

archival information by type were comprehensively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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