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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현상변경 등의 허용범위 고시가 의무화된 이래,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한 노력

이 다각도로 시도되었으나, 문화재 및 개발행위 유형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행정의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2015년에 문화재 유형별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중점관리지표를 적용한 허용기준 재조정 사업

을 추진하여 규제면적을 조정하여 왔다. 그럼에도 허가신청 빈도변화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

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상변경 안건처리결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관리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허가신청  

빈도가 높은 행위의 유형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인·허가 행정의 실무적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다.

대상적 범위는 사적으로 설정하였다. 사적은 수량은 많지 않으나, 모두 허용기준 작성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재유

형 및 입지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수가 도심에 면단위로 분포하고 있어 전체 허가신청 안건의 과반 이상(51.4%)을 

차지하고 있다.

분석결과, 총 5,243건의 사적 관련 인·허가 신청내역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유형을 살펴보면,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와 연관성이 높거나 지역 대표 행사·축제의 신청 빈도가 

높고, 관급공사 비중이 높아 허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역·보지역은 민간의 건축물·시설물 설치·증설 

행위 비중이 현저히 높았는데 특히, 고층건축물 등의 면단위 밀집시설이나 유사시설의 난립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

정적 판단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러한 분석내용을 종합한 바, 총 78개의 유형을 확인하였는데 특히, 문화재(보호)구역과 역·보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허가 유형을 10개의 특성으로 구분·정리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의사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허가행정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높이

는 한편, 행정 효율 증진을 통한 규제행정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  문  초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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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2015~2019)간 국가지정문화재(사적)의 허가신청 안건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1962년 「문화

재보호법」을 제정하였고, 2000년 1월 「문화재보호법」 개

정을 통해 개별 문화재뿐만 아니라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역·보지역)의 범위 설정과 건설행위에 대한 허가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문화재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고려하

기 위해 2006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용 범위 고시를 의무화하는 등 허가 제

도를 보다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현상변경 허가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역

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이하 ‘허용기준 작성 지침’)」(문화재청 지침 

제25호, 2006.09.27.)을 마련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주

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문화재청 고시 제2008-81호, 

2008.08.01.)를 고시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세부 유형과 개발행

위 유형이 다양함에 따라 허가행정의 일관성 확보에 한계

가 있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재청은 2015년 문화재 유형

별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중점관리지표를 기초로 허용기

준 재조정 사업을 추진하여 규제 지역의 면적 감소 등 정

량적 측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허가신청 안건의 변화 정도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관리 

효율을 높이고 국민 불편 경감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연

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문화재위원회가 분과별로 운영되고 있고 행정 

담당자를 비롯한 문화재위원도 주기적으로 교체됨에 따

라 제도를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행정 집행 등의 의사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위한 참

고자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문화재 관련 제도 전반

에 대한 현황 진단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분석하

고, 활용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

가 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 로드맵’을 설정하였다(그림 1).  

그림 1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 로드맵(출처: 조홍석 외, 2014,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32권 제4호, (사)한국전통조경학회, 

p.106 수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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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사적의 최근 5년(2015~2019)간 현상변경 안건 

처리 결과에 대한 실증 연구를 실시하여 관리 실태를 면

밀히 파악하고 신청 빈도가 높은 허가 행위를 유형화하였

다(표 1). 이를 통해 향후 사적의 현상변경 인·허가 행정

과 문화재위원회 의사결정 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마련함으로써 인·허가 행정 처리의 일관성 

확보 및 관리 효율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허가행정 제도

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대상적 범위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사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지정된 513개소의 사적 중 사적 분

과에서 담당하는 475개소(근대문화재 분과 담당 38개소 

제외)를 대상으로 한다.

사적은 <그림 2>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중 12.6%

의 비중을 차지하나 모두 허용기준 작성대상인 것이 특징

적이다. 또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1 사적분과 안건은 

전체 안건의 과반 이상(51.4%)을 차지하고 있어 적은 수

량에 비해 안건 신청 빈도가 높다. 이는 사적의 문화재 유

형과 입지적 특성이 다양하고 면단위 문화재로 도시 지역

(60.3%)에 상대적으로 많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에, 도출된 결과를 다른 문화재 유형에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사적의 현

상변경 관련 기초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 기존 DB를 활용

한 심층 분석이 가능함에 따라 도출 결과에 대한 안정감 

확보가 용이하여 사적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최근 5년(2015~2019)간 신청된 문화

재위원회 안건을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공간적 범위는 문

화재(보호)구역과 역·보지역으로 구분하였다. 

1 (재)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 2020,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재조정 정책효과 분석』, 문화재청, p.333.

표 1   연구의 추진 과정 

유형 분류 실태분석 (사적) 안건 처리 결과의 유형화

•  문화재 유형 / 

행위 유형 /  

유해인자 유형

→

•  일반 현황 

(문화재 속성 /  

공간 정보)

•안건 처리 현황

→

•  안건 처리의 유형적 

특성 분석

•  유사 안건의 유형화

표 2   문화재 현상변경 관리 대상(사적의 유형)

구분
대분류
(시행령 

별표 1의 2)

중분류
(작성 지침 

별표 2)
소분류 비고

1 선사시대 선사유적 주거지, 패총, 암각화

2

정치·국방

궁궐 궁, 궐, 궁문, 궁터

3 관아·객사 관아, 객사, 객사터, 사고

4 성 평지성, 산지성

5
사건·인물

전적지, 

인물·사건 유적

전적지, 인물·사건 유적, 

전설

6 기타 유적지 유적지, 침몰 해역

7

산업·교통·

주거

전통가옥 가옥, 누정

8 기타 건조물

교량, 굴뚝, 농기구, 

석빙고, 수표, 연못, 저수지, 

정원, 조선소, 천문, 풍기대

9 가마터 가마터

10

교육·의료·

종교

근대건축
공공·업무·종교시설, 

생활유적, 문

제외

(근대 

분과)

11 서원·향교 서원, 향교

12 사찰 사찰

13 민간신앙 당집, 장승, 입석, 그림

14 사지 사지

15

제사·장례

능·원·묘 능, 원, 묘

16 사우 사우, 제사터

17 고분군·지석묘 고분군, 지석묘, 무덤
그림 2 대상적 범위(좌로부터 수량 비율, 안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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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적으로는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기

반으로 현상변경 인·허가 행정 처리 관련 실태 DB를 구축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문화재와 개발행위, 유해인자의 

관계성을 분석 정리하여 안건 처리 결과의 유사 특징을 

유형화하였다.

Ⅱ. 분석 기본 방향 설정

1. 유형의 구분 

법률상 문화재 및 역·보지역에 대한 행위 규정은 문

화재와 향유 주체로서의 인간 활동(정주·탐방)까지 포함

한다.2 따라서 문화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향유 주

체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포함한 포괄적인 분석이 이뤄

져야 한다(그림 3). 이에 대상에 대한 위해행위와 영향 여

부를 구분 정리하여 법령 및 지침을 근거로 대상과 개발

행위, 유해인자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1) 문화재 유형의 구분

국가지정문화재의 유형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규정되어 있다. 사적은 선사시대, 정치·국

방, 산업·교통·주거, 교육·의료·종교, 제사·장례, 사건·인

물로 세부 유형이 분류된다. 한편 허용기준 작성대상 문

화재의 경우 「허용기준 작성 지침」 별표 2에 따라 문화재

별 성격과 특성에 따라 26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사적은 이 중 17개 유형에 해당되나 사적분과 심의 

대상을 중심으로 검토함에 따라 <표 2>와 같이 근대문

화재분과 대상인 근대건축 유형을 제외한 총 16개 유형으

로 분류하였다.

 

2) 행위 유형의 구분

법률적으로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형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크게 문화재 수리 공사, 건설 공사, 전기 공사, 정보

통신 공사, 소방시설 공사, 수목 식재·제거 공사, 그 밖에 

토지 또는 해저의 원형변경 등으로 구분된다. 분석 결과

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12개의 유형을 6개의 유형(수리 공

사, 토목 공사, 건축 공사, 설비 공사, 조경 공사, 기타)으

로 간소화하여 <그림 4>와 같이 재분류하였다.

3) 유해인자 구분

유해인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를 기준으로 공간(문화재, 역·보지역) 및 분야

별(수리, 경관, 환경 등)로 재구성하여 <표 3>과 같이 유

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화재의 보존(수리, 복원, 정비 등)과 

관련된 행위는 ‘수리 분야’로, 문화재 및 주변의 역사문화

경관 보존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 분야’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측면(소음, 진동 등 유해 요소, 토

지 형질변경 등의 관리)과 관련된 행위는 ‘환경 분야’로 분

류하였고, 그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타 분야’로 구분하

였다.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 내 유해인자는 크게 4

개 분야(수리, 경관, 환경, 기타)의 13개 세부 유형으로 분

류하였고, 역·보지역의 경우 3개 분야(경관, 환경, 기타)

의 10개 세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2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훈령 제418호, 제정 2016.12.30.).

그림 3   문화재 현상변경 관련 영향요소의 관계 설정(출처: 조홍석, 2018, 『현상변경 허가 

절차의 이해(역사문화환경 바로알기 워크숍)』, 문화재청,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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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건 DB의 구축

1) 안건 DB의 구성 방향

문화재(보호)구역 및 역·보지역을 포괄하는 전체 현

상변경 안건 현황을 분석하고자 안건 DB를 구축하였다. 

안건 DB는 심층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산재되어 있는 현상변경 허가신청 안건 관련 

기초자료를 분류 체계에 따라 데이터로 변환해서 표준화

하였다. 이로써 지속적으로 축적 가능하고 활용 효율성

이 높은 DB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 안건 DB 구성 체계의 구성

사적 현상변경 안건처리 실태분석을 위해 조사 항

목은 DB 구축의 연속성을 고려해 기존 연구3의 조사 항

목 구성 체계를 준용하되 추가적인 자료 수집 및 심층 분

석을 위해 세부 조사 항목 및 체계를 보완하여 재구성하

였다. 전반적인 구성 체계는 허가 처리 과정에 따라 크게 

‘문화재 현황’, ‘신청 현황’, ‘진행 현황’, ‘이행 점검 현황’으

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수집한 기초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분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료 관리 체계를 구성하였

다. 자료 관리 체계는 회의 연도에 따라 최상위 폴더를 구

분하고, 문화재위원회 회의 자료와 현상변경 허가신청 자

료를 구분하여 폴더를 구성하였다. 

문화재위원회 회의 자료는 회의 차수별, 자료 유형

에 따라 하위 폴더를 구성하였다. 현상변경 허가신청 자

료의 경우 중복 자료를 최대한 배제하고자 안건 번호 및 

제목으로 폴더를 구성하고 안건 처리 단계별(허가신청, 

신청 자료 보완, 심의 후 보완, 통지)로 하위 폴더를 구축

하였다.

표준화된 DB 구축을 위해 구성 항목별로 세부 작성 

그림 4 문화재 현상변경 관련 개발행위의 재분류 

3 조홍석 외, 2017,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가심의 실태조사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35권 제4호, (사)한국전통

조경학회,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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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문화재 현상변경 관련 유해인자 재구성(법률적 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유해인자 발생 행위의 구분 (현상변경 등의 행위) 비고

문화재

(보호)

구역

수리 분야 문화재 수리 등 •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철거하는 행위
영 제21조의 2 

제1항 제1호

경관 분야

건축물·시설물 설치·증설
•  건축물·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이축·용도 변경(지목 

변경 제외) 행위

영 제21조의 2 

제1항 제3호 

가~다목,

 마~바목, 

아목, 자목

수목 식재·제거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광고물 등 •광고물 등의 설치·부착 또는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환경 

분야

생태

환경

소음·진동 등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수질 오염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

물리적 행위

형질변경
•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땅파기·구멍뚫기·땅깎기·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지리

환경 토석채취 •토석·골재·광물 및 그 부산물·가공물을 채취·반입·반출·제거하는 행위

비물리적 행위 •지목 변경

기타

수계 영향 •수로·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영 제21조의 2 

제1항 제3호 

라목, 사목사육·번식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천연기념물 손상
•  포획·채취·사육·도살·인공증식·인공복제·방사·위치추적기 부착·혈액 등 채취·표본·박

제·매장·소각하는 행위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수입·반입 신고된 것 포함)

영 제21조의 2 

제1항 제2호

탁본·영인 •탁본 또는 영인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

경관 분야

건축물·시설물 설치·증설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영 제21조의 2
제2항 제1호 

가~마목

수목 식재·제거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환경 

분야

생태

환경
소음·진동 등

•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악취 등의 유발 또는 대기오염물질·화학

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지리

환경

물리적 행위

50m 굴착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m 이상의 굴착(땅파기) 행위

형질변경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비물리적 행위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지목)

기타

수계 영향
•  문화재 소재 지역의 수로의 수질·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 공사 

등의 행위

영 제21조의 2 

제2항 제2~5호

연결 유적지 훼손 •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천연기념물 손상
•  천연기념물 서식·번식지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

손상시키는 행위

외부 행위
•  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고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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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조사·분석을 도모하였다(그림 

5, 6). 항목 표기에 있어 일관성 있는 코드를 부여하여 코

드를 통해 검색과 분석의 용이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

를 전제하였다. 또한 신청 현황에 해당하는 신청 내용과 

용도, 규모(건축, 형질변경 등) 외 세부적인 사항(구조, 양

식 등)의 표기 기준을 설정하였다.

특히 신청지 현황을 표기함에 있어 이격 거리와 허

용기준상의 높이를 병기함으로써 문화재와의 이격 거리 

외 신청 규모와 허용기준의 직접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허가 조건 분석을 위해 문화재위원

회 회의 자료를 기반으로 현지조사 결과 외 판단 사유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항을 기입하였다.

3) 단계별 분석 방법

우선 분석 대상(사적)의 역사문화환경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문화재 속성 및 공간 정보 등 일반적인 현

황과 각 공간별 안건 처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

로, 구축한 안건 DB를 토대로 조사 내용에 따라 기초와 

심층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중 기초의 신청 유형과 심층의 안건 처리 사유는 사유의 

복합성을 고려하여 누적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아울러 

안건 처리 사유는 판단 근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원

안 허가 이외의 안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사적의 역사문화환경 관리 실태분석을 기반으로 각 

공간별로 주요 행위 유형별로 안건 처리 특징을 도출하였

그림 5 사적 현상변경 허가신청 안건 DB의 구성 체계 

그림 6 사적 현상변경 허가신청 안건 DB의 세부 작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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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과정에서 빈도수가 높고 유의미한 일관성 있는 안

건 처리 사례를 추출하여 특정 행위 유형의 특정 조건에 

대한 안건 처리 결과를 파악하고 유형화하였다.

Ⅲ. 사적의 역사문화환경 관리 실태분석

1. 사적 현상변경 관련 인·허가 안건의 일반 현황

최근 5년(2015~2019)간 신청된 사적의 현상변경 관

련 인·허가 안건은 총 5,243건이 확인되었다. 공간별로 살

펴보면 문화재(보호)구역은 총 1,734건이고 역·보지역은 

3,509건으로, 역·보지역의 안건 신청 빈도가 2배 이상 높

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약 1,000건 정도의 신청 건수가 확인되는

데, 연간 증감 폭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지역별 안건 분포 현황은 경기(23.1%)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북(16.7%), 서울(13.5%), 충남(9.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 지역의 문화재 수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역사문화환경 면적이 가장 넓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

으로 도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개발 수요가 높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그림 7).

또한 앞서 설정한 문화재, 개발행위, 유해인자 분류 

체계를 토대로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전기공사업

표 4   사적 전체 안건의 연도별 세부 현황

연도 구분
합계 문화재(보호)구역 역·보지역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합계

계 5,243 100.0 1,734 100.0 3,509 100.0

문화재 수리 79 1.5 79 4.6 -　 -

건축 공사 2,706 51.7 359 20.7 2,347 66.9

토목 공사 866 16.4 319 18.4 547 15.6

설비 공사 379 7.2 158 9.1 218 6.2

조경 공사 507 9.7 264 15.2 243 6.9

기타 709 13.5 555 32.0 154 4.4

2019

계 1,146 21.9 398 23.0 748 21.3

문화재 수리 14 0.3 14 0.8 　- -

건축 공사 535 10.3 65 3.7 470 13.4

토목 공사 163 3.1 63 3.6 100 2.8

설비 공사 111 2.1 47 2.7 64 1.8

조경 공사 161 3.1 79 4.6 82 2.3

기타 162 3.1 130 7.5 32 0.9

2018

계 1,019 19.4 337 19.4 682 19.4

문화재 수리 17 0.3 17 1.0 　- -

건축 공사 516 9.9 60 3.5 456 13.0

토목 공사 181 3.4 65 3.7 116 3.3

설비 공사 63 1.2 30 1.7 33 0.9

조경 공사 95 1.8 49 2.8 46 1.3

기타 147 2.8 116 6.7 31 0.9

연도 구분
합계 문화재(보호)구역 역·보지역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7

계 987 18.8 312 18.0 675 19.2

문화재 수리 16 0.3 16 0.9 　- -

건축 공사 532 10.1 68 3.9 464 13.2

토목 공사 156 3.0 62 3.6 94 2.7

설비 공사 82 1.6 23 1.3 59 1.7

조경 공사 81 1.5 49 2.8 32 0.9

기타 120 2.3 94 5.4 26 0.7

2016

계 1,059 20.2 339 19.6 720 20.5

문화재 수리 16 0.3 16 0.9 　- -

건축 공사 583 11.1 86 5.0 497 14.2

토목 공사 182 3.5 65 3.7 117 3.3

설비 공사 64 1.2 33 1.9 31 0.9

조경 공사 79 1.5 36 2.1 43 1.2

기타 135 2.6 103 5.9 32 0.9

2015

계 1,032 19.7 348 20.1 684 19.5

문화재 수리 16 0.3 16 0.9 　- -

건축 공사 540 10.3 80 4.6 460 13.1

토목 공사 184 3.5 64 3.7 120 3.4

설비 공사 56 1.1 25 1.4 31 0.9

조경 공사 91 1.7 51 2.9 40 1.1

기타 145 2.8 112 6.5 33 0.9

그림 7 사적의 지역별 안건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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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외 환경 보

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신청 안건의 유사 특징을 유형화

하여 영향행위를 <표 5>와 같이 분류하였다. 분류 결과 

총 113개의 행위 유형으로 분류되었는데, 공간별로는 문

화재(보호)구역은 85개 유형, 역·보지역은 95개 유형으로 

구분되고, 문화재(보호)구역과 역·보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위 유형은 67개 유형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로는 전체 유형 중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형(75개, 

66.4%)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공간별로 살펴보면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와 

연관성이 높거나 지역 대표 행사·축제의 신청 빈도가 높

고, 상대적으로 문화재 탐방환경과 관련된 관광휴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원 및 탐방로 조성, 경관 조명 설치·

증설 행위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많았다. 이 밖에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문화재 수리, 문화재 주변 조경 

정비와 같은 행위가 확인되었다. 

한편 역·보지역은 상대적으로 민간 차원의 건축물·

시설물 설치·증설 행위가 많았는데, 특히 주민 생활과 관

련성이 높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의 신청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특징적으로 공장시설, 축사

를 포함한 동·식물 관련 시설 등 생계와 밀접한 건축물·시

설물 설치·증설 행위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문화재(보호)구역 내 안건 처리 특성 분석

1) 안건 처리 기초 분석 결과

문화재(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인·허가 신청 안건

(1,734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심의 안건(50.3%)과 보고 

안건(49.7%)의 비중이 유사하였다. 신청 유형별로는 신

규 안건 92.9%, 변경 안건 7.1%로 나타났다. 변경 안건의 

변경 사유는 허가 기간 연장(27.9%)이 가장 많았는데, 특

히 허가 기간 연장·용도·위치·입면·동수 변경(66건)과 관

련된 변경 요청 사유는 대부분 허가되었다.

신청 주체별로는 지자체 및 기타 공공기관(이하 ‘지

자체 등’)이 72.0%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도로 신설 및 

보수, 공원 및 탐방로 조성 등 공익 목적의 사업인 경우에

는 허가율(80.3%)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그림 8). 따라서 

문화재(보호)구역은 주로 지자체 등에 의해 직접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안건 처리 심층 분석 결과

(1) 영향행위별

영향행위별로 살펴보면 건축물·시설물 설치·증

설(71.0%)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형질변경

(13.4%), 수목 식재·제거(4.9%)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목 식재·제거 행위(88.2%)의 허가율이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주로 고사목·재

해목 등의 제거 및 외래 수종을 전통 수종으로 바꾸는 수

목 갱신 등 문화재 보존·관리를 고려한 수목 관련 행위로, 

문화재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경미하고 문화재 주변 환경

의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대기오염물질, 먼지, 오·폐수, 천연기념물 손상과 관련된 

안건은 확인되지 않았다(그림 9).

(2) 건축용도별

건축용도별로 살펴보면 지자체 등에 의한 방문자안

내센터·화장실 등의 관광휴게시설과 전시관·박물관 등의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재 보존·관리 및 발굴조사를 위한 

그림 8 사적의 문화재(보호)구역 내 신청 주체별 분포 현황 및 처리 결과 

그림 9 사적의 문화재(보호)구역 내 영향행위별 안건 처리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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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2015~2019)간 국가지정문화재(사적)의 허가신청 안건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

표 5   사적의 문화재(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영향행위별 안건 현황(2015~2019년) (단위: 건)

구분  주요 유형 합계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소계 현상변경 행위 세부 유형 소계 보존영향행위 세부 유형

합계 (113개, 공통 67개) 5,243 1,734 85개 3,509 95개 

수리(3개) 문화재 수리(3개) 73 73 •보수·정비(61), 이전(9), 현판(편액) 설치(3) 0 -

경관

(75개)

건

축

물

·

시

설

물

설

치

·

증

설

건축물

(30개)
2,545 346

•  관광휴게시설(66 ), 단독주택(50 ), 가설건축

물(31), 근린생활시설(29), 문화 및 집회시설

(26), 업무시설(20), 공동주택(17), 교육연구

시설(17), 종교시설(16), 숙박시설(11), 창고

시설(7), 운동시설(5), 교정 및 군사시설(4), 

동·식물 관련 시설(4), 자동차 관련 시설(4), 방

송통신시설(2), 위락시설(1), 판매시설(1), 기

타(6)

2,199

•  단독주택(837), 근린생활시설(433), 공동주택

(291), 동·식물 관련 시설(73), 공장시설(69), 

가설건축물(62), 창고시설(57), 교육연구시설

(48), 숙박시설(38), 운동시설(35), 문화 및 집

회시설(34), 업무시설(32), 관광휴게시설(29), 

교정 및 군사시설(28), 종교시설(25), 주상복합

시설(16 ), 자동차 관련 시설(14 ), 야영장시설

(13), 노유자시설(11), 판매시설(9), 수련시설

(8), 의료시설(3), 장례시설(3), 방송통신시설(2), 

발전시설(1), 운송시설(1), 묘지 관련 시설(1), 

기타(21)

•  용도 변경(29) •  용도 변경(5)

토목

시설물

(교통)

(15개)

487 161

•  도로 개설(58), 도로 정비(34), 도로 확·포장

(29), 사방 공사(21), 교량(5), 석축(3), 호안 

정비(3), 버스 승강장(2), 계류시설물(1), 관수

시설설비(1), 지하수 관측정(1), 지하차도(1), 

터널(1), 옹벽(1) 

326

•  도로 개설(165), 도로 확·포장(54), 도로 정비

(37), 교량(19), 사방 공사(16), 옹벽(11), 석축

(7), 호안 정비(7), 계류시설물(5), 지하차도(2), 

철도(2), 버스 승강장(1)

설비

시설물

(16개)

151 65

•  전주(24), 방재·방범·단속설비(17), 전기설비

(12), 자동안내기(4), 이동통신중계시설(2), 

우수저류조(2), 가스관설비(1), 배관설비(1), 

소방설비(1), 전기기기설비(1) 

86

•  전주(51), 전기설비(11), 방재·방범·단속설비(8), 

송전철탑(7), 폐기물처리장(2), 배수펌프장(2), 

매몰형정압기설비(2), 배관설비(1), 신호등(1), 

취수장(1)

조경시설물

(8개)
280 179

•  탐방로(69), 공원(42), 편의시설(38), 문화재 

주변 조경 정비(12), 등산로(11), 안내판(5), 

기타(2)

101
•  공원(41), 탐방로(31), 편의시설(15), 등산로(7), 

안내판(4), 시가지 조성(3)

기타시설물

(4개)
204 128 •  기타시설물(65), 조형물(49), 묘지(5), 기타(9) 76 •  조형물(31), 묘지(19), 기타시설물(18), 기타(8)

수

목

식재 제거

(1개)
150 82 •  수목 식재·제거(82) 68 •  수목 식재·제거(68)

숲 가꾸기

(1개)
77 3 •  숲 가꾸기(3) 74 •  숲 가꾸기(74)

환경

(25개)

생태

(15개)

유

해

인

자

발

생

소음·진동

(4개)
27 11 •  철거 공사(6), 지하 철도 개설(5) 16 •  철거 공사(4), 터널(5), 매장물 인양 시추(7)

악취

(3개)
124 2 •  축사(1), 동물 사육(1) 122 •  축사(114), 동·식물 관련 시설(8) 

대기오염

물질
0 0 - 0 -

먼지 0 0 - 0 -

화학물질

(2개)
27 6 •  위험물저장처리시설(3), 자원순환관련시설(3) 21 •  위험물저장처리시설(13), 자원순환관련시설(8)

빛·열

(6개)
188 71

•  경관 조명(49), 전광판(9), 가로등(4), 태양광

발전시설(4), 조명(2), 행사·축제(3)
117

•  태양광발전시설(94), 경관 조명(9), 가로등(6), 

전광판(5), 조명(2), 행사·축제(1)

오·폐수 등 0 0 - 0 -

지리

(10개)

형

질 

변

경

굴착

(3개)
286 187 •  관로(101), 조사(71), 굴착(15) 99 •  관로(49), 굴착(33), 조사(17)

부지 조성

(7개)
164 45

•  주차장(33), 농지 개량(3), 부지 조성(3), 기타

(5), 지목 변경(1) 
119

•  주차장(44), 부지 조성(33), 농지 개량(22), 절·

성토(11), 지목 변경(3), 해안 매립(1), 기타(5)  

기타

(10개)

기

타

행사·축제

(1개)
405 352 •  행사·축제(352) 53 •  행사·축제(53)

하천

(6개)
45 17 •  하천 정비(11), 저수지(4), 제방(2) 28

•  하천 정비(19), 보(3), 제방(2), 저수지(2), 샘 정

비(1), 하천 조성(1)

탁본·영인

(1개)
6 6 •  탁본(6) 0 -

500m 외

(1개)
3 0 - 3 •  하천 정비(3)

연결 유적

(1개)
1 0 - 1 •  근린생활시설(1)

※ 녹색 미중복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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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등 문화재와 연관성이 높은 용도의 건축물 신

청(28.6%)이 가장 많고 허가율(72.7%)도 높은 것으로 분

석된다. 그 외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단독주택 및 근린생

활시설 등의 허가신청이 다수 확인되었다. 

(3) 안건 처리 사유별 

안건 처리 사유별로 살펴보면 매장문화재적 특성이 

강한 문화재 89건의 개발행위 시행 전 시굴·발굴조사 및 시

행 시 관계 전문가 입회 조사와 관련된 조건부 허가가 가장 

많았고, 행사·축제 시 문화재 및 탐방객 등의 각종 안전관

리대책 마련이 미흡함에 따라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이행

과 관련된 조건부 허가가 많았다. 이 밖에 조건부 허가로 

건축물·시설물 설치·증설로 인한 경관 저해가 우려됨에 따

라 관계 전문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확인되었다. 

한편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와 관련된 불허가 많이 

나타났는데, 개발행위 시 수반되는 형질변경 행위로 인해 

문화재의 구조적 안전 저해가 우려되거나 문화재와 연관

성이 미흡한 시설물·조형물 설치로 인한 문화재 가치 훼

손 등 문화재 보존·관리가 우려될 경우로 확인되었다. 또

한 개발행위의 부적절한 시행 위치 및 규모로 인한 경관 

저해 우려와 관련된 불허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그림 10).

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안건 처리 특성 분석

1) 안건 처리 기초 분석 결과

역·보지역 내 현상변경 인·허가 신청 안건(3,509건)

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심의 안건이 58.6%로 보고 안건

(41.4%)에 비해 1.4배 이상 많았다. 

신청 유형별로는 신규 안건 86.8%, 변경 안건 13.2%

로 나타났다. 변경 안건의 변경 사유는 면적 변경(31.4%)

이 가장 많았는데, 특히 길이 변경·허가 기간 연장(73건) 

관련 변경 요청 사유는 대부분 허가되었다.

신청 주체별로는 민간 중에서도 개인(59.6%)이 가

장 많았다. 특히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 생활환경 개선

과 공장 및 축사를 포함한 동·식물 관련 시설 등 생계를 

목적으로 한 신청이 많았는데, 건축 규모·위치 등이 부적

절하거나 유사시설의 난립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정적

인 판단이 다수 확인되었다(그림 11). 

2) 안건 처리 심층 분석 결과

(1) 영향행위별

영향행위별로 살펴보면 건축물·시설물 설치·증

설(79.3%)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형질변경

(8.1%), 수목 식재·제거 행위(4.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50m 이상 굴착 행위의 허가율(93.9%)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정 개발, 지열 냉·

난방관 설치 등 농업 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굴착 행위

가 다수 반영된 결과로, 시행 위치가 매장문화재 유존지

역에 해당되지 않고 굴착 구경 및 공수가 적절하여 문화

재의 구조적 안전 저해 우려가 없음에 따라 긍정적으로 

판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밖에 빛 또는 열 방출 관련 행위의 불허율(42.4%)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

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증설 관련 허가신청으로, 설치 

위치, 규모, 패널 좌향 등이 부적절하여 문화재 특성과 주

그림 10   사적의 문화재(보호)구역 내 안건 처리 주요 사유 분포 현황(원안 허가 

제외, 20건 이상) 

그림 11 사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신청 주체별 분포 현황 및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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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부정적으로 판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빛 공해로 인한 정주환경·탐방환경

의 쾌적성 훼손 우려에 대한 판단도 확인되었다.

한편 대기오염물질, 먼지와 관련된 안건은 확인되지 

않았다(그림 12).

(2) 건축용도별

건축용도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공

동주택 등 민간 차원의 생활 및 편의와 관련된 건축물의 

허가신청(74.1%)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고층 또는 면단위 밀집시설로 건축

됨에 따라 문화재 및 주변 경관 외 일체성을 저해할 우려

가 있어 부정적인 판단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 밖에 생계 

목적의 공장, 동·식물 관련 시설 등의 허가신청이 다수 확

인되었다. 

이와 같이 역·보지역은 주로 문화재와 연관성이 높

고 문화재 탐방환경 형성을 위한 공익 목적의 건축이 주

로 이뤄지는 문화재(보호)구역과는 달리 생활환경 개선

과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개발행위 유형이 주를 

이루는 것이 특징적이다.

(3) 안건 처리 사유별

안건 처리 사유별로 살펴보면 매장문화재적 특성

이 강한 문화재 156건의 개발행위 시행 전 시굴·발굴조

사 및 시행 시 관계 전문가 입회 조사와 관련된 조건부 허

가(26.3%)가 가장 많았다. 또한 조건부 허가로 사업 계획

상 문화재 및 주변 환경의 경관적 일체성 저해가 우려됨

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다. 

반면 개발행위의 규모 및 시행 위치와 관련된 불허

가 많은데, 특히 개발행위 규모는 허용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주변 개발 정도에 비해 과도하여 경관 저해가 

우려되는 경우로 확인되었다. 한편 개발행위 시행 위치

와 관련된 불허는 시행 위치가 문화재의 주요 동선상으로 

직접 조망되거나 문화재 특성상 주변 환경과 일체적인 관

리가 중요한 문화재 주변으로, 문화재를 구성하는 하천, 

풍수지리 등 유기적인 요소를 훼손하는 등 부적절하여 경

관적 일체성 저해가 우려되는 경우로 확인되었다.

이 밖에 현장의 실제적 지형·지세 및 개발 정도를 면

밀히 파악하기 위한 보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3). 

특히 매장문화재적 특성이 강한 사적의 주변에서 

‘개발행위 시행 전 시굴·발굴조사 및 시행 시 관계 전문

가 입회 조사와 관련된 조건부 허가’와 ‘문화재 및 주변 

환경의 경관을 고려해 관계 전문가 자문을 전제로 한 조

건부 허가’는 문화재(보호)구역에서도 유사한 현상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문화재(보호)구역과 역·보지역에서 동일

하게 나타나거나 각 공간별로 공통적인 특징 또는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안건 처리 사례는 유형화를 통해 현상

변경 허가행정에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참고자료로 마

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2 사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영향행위별 안건 처리 분포 현황

그림 13   사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안건 처리 주요 사유 분포 현황 

(원안 허가 제외, 2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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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적 현상변경 안건 처리 유형 분석

1. 사적 현상변경 인·허가 안건 처리의 대표 유형

앞서 제시한 공간별 안건 처리 특성 분석 내용을 토

대로 ‘행위유형’과 ‘안건 처리 결과 및 판단 사유’와의 관계

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허가신청 빈도가 높은 안

건을 유형화하였다.

총 5,243건의 사적 관련 인·허가 안건 처리 실태를 

분석하여 유사 특징의 안건을 유형화한 결과, 문화재 보

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해행위 관련 인·허가 유

형은 총 78개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화

재(보호)구역에서는 31개, 역·보지역에서는 37개의 유형

으로 확인되었는데, 특히 문화재(보호)구역과 역·보지역

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허가 유형은 10개로 확인

되었다(그림 14). 

10개의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발행위

로 인해 원지형 훼손 및 형질변경이 없거나 규모 및 디자

인 등 개발행위 계획이 주변 개발 정도와 유사하여 경관 

변화가 없으면 원안으로 허가되었다. 또한 문화재 및 주

변 환경의 보존·관리·정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에도 원

안으로 허가되었다.

개발행위 중 절·성토 및 굴착 등 형질변경 행위가 수

반될 경우에는 사적의 매장문화재적 특성을 감안하여 시

굴·발굴조사 선행 또는 사업 시행 시 관계 전문가 입회를 

전제로 조건부 허가되었다. 또한 신청된 개발행위로 인해 

주변 환경의 경관 저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경관적 조화도

를 고려해 개발행위의 시행 위치, 규모, 디자인 등에 관해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되었다. 

개발행위 시행 전 현장의 실제적 지형·지세 및 개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현지조사가 필요하거나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검토하기 위한 세부 사업 계획 등 자

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로 보류되었다. 

개발행위와 문화재 종합정비계획, 능제복원계획, 발

굴조사 계획 등 문화재 관련 계획과의 부합도가 낮아 문

화재 및 주변 환경의 보존·관리 저해가 우려되거나 유사 

행위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개발행위로 인해 문

화재 가치 훼손 등 문화재의 역사적 의미가 퇴색할 우려

가 있으면 불허되었다.

이상의 10개의 유형은 문화재(보호)구역과 역·보지

역을 구분하지 않고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변경 인·허

가 유형으로, 향후 허가신청 빈도가 높은 문화재의 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활용도 높은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2. 문화재(보호)구역 내 행위별 안건 처리 유형

1) 문화재 수리·정비 등

문화재 수리·정비 등과 관련된 안건은 주로 문화재 

원형 유지와 보존·관리를 고려하여 검토되었다. 특히 미

장 탈락 및 세굴 등 문화재가 직접적으로 훼손되었거나 

긴급한 보수·정비(부속물 설치·교체 등)가 필요한 경우에

는 문화재 원형 유지와 추가 훼손 예방을 위해 대부분 원

안으로 허가되었다. 

반면 문화재 보수·정비에 있어 원형 복원을 위한 추

가적인 시대 및 기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에 대한 관계 전문가 자문을 전제로 조건부 허

가되었다. 

2) 건축물·시설물 설치·증설

건축물 설치·증설 행위와 관련된 안건은 문화재 보

그림 14  사적의 현상변경 인·허가 안건 처리 대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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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관리 및 경관을 고려하여 검토되었다. 특히 문화재와 

연관성이 미흡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문화재 보

존·관리 및 경관을 고려하여 불허되었다. 

반면 문화재와 연관성은 미흡하나 기 거주민의 생

활환경 개선을 위한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

축물을 설치·증설할 경우에는 건축 위치, 규모, 디자인 등

이 문화재 및 주변 환경과 조화로우면 원안으로 허가되었

다. 또한 문화재 관리 또는 발굴조사를 위한 가설건축물

을 한시적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우려가 경미하여 원안으로 허가되었다. 

이 밖에 문화재 탐방환경과 연관성이 높은 화장실, 

방문자안내센터 등의 관광휴게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위치 선정에 있어 주차장 등 기 구축된 인프라와의 연계

성을 고려하여 건축 위치, 디자인 등에 관한 관계 전문가 

자문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되었다. 한편 전시관, 홍보관 

등 문화 및 집회시설을 신축할 경우 사업 계획으로 인해 

문화재 및 주변 환경의 경관적 일체성 저해뿐만 아니라 

문화재 가치 및 역사성 등이 퇴색될 우려가 있으면 건축 

및 전시 내용에 대한 관계 전문가 자문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되었다.

토목시설물 설치·증설 행위와 관련된 안건은 주로 

문화재 보존·관리와 경관 외 사업 타당성을 고려하여 검

토되었다. 특히 기 조성된 도로를 정비할 경우에는 노면

을 단순 포장하여 원지형 변화 등 추가적인 경관 변화가 

없으면 원안으로 허가되었다. 반면 도로 신설에 있어 설

치 위치가 문화재(보호)구역을 침범 또는 통과하거나 공

사 기법이 부적절하여 매장문화재 훼손 및 원지형 훼손이 

우려되면 불허되었다.

한편 문화재로의 소규모 진입로·경사로 또는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필요 시설물임을 고려하여 문화재와의 경관적 조화도를 

높이기 위해 설치 위치와 축대 등 부속 구조물의 규모 및 

디자인 등에 대한 관계 전문가 자문을 전제로 조건부 허

가되었다.

설비시설물 설치·증설 행위와 관련된 안건은 문화재 

보존·관리와 경관을 고려하여 검토되었다. 특히 지상에 

노출되는 전주 등 대규모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위치가 부적절하거나 규모가 과도하여 문화재 내·외부 

조망성 훼손 등 문화재 및 주변 환경의 경관 저해가 우려

되면 불허되었다. 아울러 설치 위치가 세계유산 또는 추

진 문화재 주변일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문화재 보존·관

리가 필요함에 따라 불허되었다. 이 밖에 전기설비·방범

설비 등의 시설물 설치·증설에 있어 설치 위치, 수량, 디

자인 등이 부적절하여 경관 저해가 우려되거나 터파기 등

의 형질변경으로 인해 문화재의 구조적 안전 저해가 우려

되면 관련 사항에 대한 관계 전문가 (현장)자문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되었다.

조경시설물 설치·증설 행위와 관련된 안건은 문화재 

보존·관리와 경관을 고려하여 검토되었다. 특히 공원 및 

탐방로의 노후(훼손)된 시설물을 보수·정비하거나 향유 

주체의 문화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물 설치·증설에 

있어 문화재 경관 개선과 활용도 및 향유권의 제고가 예

상되면 원안으로 허가되었다. 또한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파고라 등 소규모 편의시설 설치·증설에 있어 문화재 경

관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면 원안으로 허가되었다. 

반면 터파기 등 형질변경이 수반되거나 필요도가 낮

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위치, 규모, 디자인 

등이 부적절하여 문화재 가치 훼손과 문화재 및 주변 환

경의 경관적 일체성 저해가 우려되면 불허되었다.

이 밖에 공원 및 탐방로 등의 신설에 있어 주제(컨

셉)를 포함한 사업 계획이 문화재 가치를 훼손하거나 문

화재 활용에 부적절하면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가 우려

되므로 최대한 문화재와 조화롭게 사업이 조성될 수 있도

록 관련 사항에 대한 관계 전문가 자문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되었다.

기타시설물 설치·증설 행위와 관련된 안건은 문화재 

보존·관리 및 경관 외 사업 타당성을 고려하여 검토되었

다. 특히 해당 문화재와 관련성이 미흡한 동상, 비석 등의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문화재 가치 훼손 및 문화재 

및 주변 환경의 경관 저해가 우려되므로 불허되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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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디지털 사이니지, 무인 계측기 등 문화재 탐방 관련 시

설물 설치에 있어 설치 위치, 규모 등이 적절하여 문화재

의 구조적 안전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원안으

로 허가되었다.

3) 수목 식재·제거 행위

수목 식재·제거 행위와 관련된 안건은 문화재 보존·

관리와 경관 외 사업 타당성을 고려하여 검토되었다. 특

히 고사목·재해목·형질불량목 등 필요에 의한 수목 제거

와 외래 수종을 전통 수종으로 바꾸는 수목 갱신의 경우

에는 문화재 보존·관리 측면에서 필요도가 높고 경관 개

선이 예상됨에 따라 원안으로 허가되었다. 

한편 수목 식재에 있어 식재 수종이 외래 수종이거

나 문화재(특히 궁궐, 능·원·묘, 성 등) 특성과 부합하지 

않아 문화재 보존·관리 및 경관 저해가 우려되면 수종에 

대한 관계 전문가 자문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되었다.

4) 유해인자 유발 행위

유해인자 유발 행위는 소음·진동 유발, 악취 유발, 

화학물질 방출, 빛 공해 유발 행위로 구분된다. 지하철도 

개설, 철거 공사 등 소음·진동 유발 행위 관련 안건은 문

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기록 보

존, 실시간 진동 모니터링 등 적절한 문화재 보존·관리 대

책 수립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되었다.

악취 유발 행위와 관련된 신청 건수는 미미하나 문

화재 가치 훼손 외 탐방환경의 쾌적성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불허되었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물 설치 등 화학물질 방출 

행위와 관련된 안건은 문화재 가치 훼손뿐만 아니라 정

주환경·탐방환경의 쾌적성을 고려해 시설물 안정성 입증 

자료 검토를 통해 차폐시설 설치를 전제로 조건부 허가되

거나 불허되었다.

인공 조명 설치·증설 등 빛 공해 유발 행위와 관련된 

안건은 문화재 보존·관리와 경관 외 환경(자연·정주·탐

방)을 고려하여 검토되었다. 특히 기 설치된 경관 조명을 

보수·정비할 경우에는 조명의 위치 이동 및 배선 등의 신

설 공사로 인해 원지형의 변화가 없어 문화재 경관 저해 

우려가 경미하면 원안으로 허가되었다. 

한편 경관 조명 설치·증설에 있어 사업 계획과 설치 

목적이 부합하지 않고 설치 수량, 위치, 표현 기법 등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문화재 보존·관리와 문화재 및 주변 

환경의 경관적·환경적 일체성 저해가 우려됨에 따라 관

련 사항에 대한 관계 전문가 자문 또는 현지 조치를 전제

로 조건부 허가되었다. 

5) 형질변경 행위

형질변경 행위와 관련된 안건은 문화재 보존·관리 

및 경관을 고려하여 검토되었다. 특히 매장문화재적 특

성이 강한 사적의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관로 설치 또

는 관정 개발 등의 굴착 행위를 할 경우에는 문화재의 구

조적 안전 저해가 우려됨에 따라 시굴·발굴조사 선행 및 

사업 시행 시 관계 전문가 입회를 전제로 조건부 허가되

었다. 

한편 주차장 조성에 있어 설치 위치가 적절하고 기존 

지표면을 단순 포장하여 원지형 훼손 등 문화재의 경관적 

일체성 저해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원안으로 허가되었다. 

또한 학술 목적의 시굴·발굴조사는 사업이 타당하고 조사 

계획이 적절할 경우에는 문화재의 구조적 안전 저해 등 

추가적인 훼손 우려가 없어 원안으로 허가되었다.

6) 기타 현상변경 행위

기타 현상변경 행위는 행사·축제와 수계영향 행위

로 구분된다. 행사·축제 행위와 관련된 안건은 문화재 보

존·관리 및 탐방객 안전을 고려하여 검토되었다. 특히 문

화재와 연관성이 높고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축제의 

경우에는 문화재 및 탐방객 등과 관련한 각종 안전관리계

획이 마련됨에 따라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가 우려되지 

않으면 원안으로 허가되었다. 또한 문화재와의 연관성은 

미흡하나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지역 행사·축제도 동일한 

허가 유형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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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2015~2019)간 국가지정문화재(사적)의 허가신청 안건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

한편 문화재 훼손 이력이 있거나 문화재 및 탐방객

과 관련한 각종 안전관리대책이 미흡한 행사·축제의 경

우에는 문화재 보존·관리의 저해뿐만 아니라 탐방객 안

전도 우려됨에 따라 행사·축제 세부 사항에 관해 지자체 

관리·감독 하에 진행, 문화재 및 탐방객 안전관리대책 수

립 및 이행 등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되었다.

반면 문화재와 연관성이 미흡한 행사·축제는 문화재 

가치 훼손 및 역사적 인식 왜곡이 우려되고 허가 여부에 

따라 유사 성격의 행사·축제 개최로 인한 문화재 보존·관

리 저해가 우려됨에 따라 불허되었다. 

수계영향 행위와 관련된 안건은 문화재 보존·관리와 

경관적 일체성을 고려하여 검토되었다. 특히 하천 정비·

보수에 있어 하천 선형 및 석축 등 부속 구조물의 조성 기

법, 디자인 등이 부적절하여 문화재 및 주변 환경의 경관

적 일체성 저해와 생태환경 훼손이 우려되면 관련 사항에 

대한 관계 전문가 자문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적의 문화재(보호)구역 내 주요 행

위별 안건 처리 유형 분석을 종합하면 <그림 15>와 같다.

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별 안건 처리 유형

1) 건축물·시설물 설치·증설

건축물 설치·증설 행위와 관련된 안건은 문화재 보

존·관리와 문화재 및 주변 환경의 경관을 고려하여 검토

되었다. 특히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생활

과 밀접한 용도의 건축물을 설치·증설할 경우에는 주변에 

유사 용도의 건축물이 입지해 있는 등 위치가 적절하고 

건축 계획이 주변 개발 정도와 유사하여 추가적인 경관 

변화가 없으면 원안으로 허가되었다. 반면 문화재의 주요 

동선상에서 직접 조망되거나 문화재를 구성하는 일체적

인 요소를 훼손하는 등 설치 위치가 부적절하고 건축 규

그림 15 사적의 문화재(보호)구역 내 주요 행위별 안건 처리 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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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디자인 등이 주변 개발 정도와 이질적이거나 부지 조

성 시 형질변경으로 인한 원지형의 변화 정도가 커 역사

문화환경의 경관적 일체성 저해가 우려되면 불허되었다. 

또한 비도시 지역에 동·식물 관련 시설 설치·증설에 

있어 설치 위치가 문화재에서 직접 조망되거나 주요 조

망축선상일 경우에는 문화재 특성과 문화재 및 주변 환

경의 경관 저해가 우려되어 불허되었다. 한편 비도시 지

역에 공장·창고 등 산업 관련 시설을 설치·증설할 경우에

는 설치 위치가 문화재에서 직접 조망되지 않거나 기존 

부지 내로 적절하고 건축 계획이 주변 개발 정도와 유사

하여 추가적인 경관 저해 우려가 없으면 원안으로 허가

되었다.

특정 규모(높이 32m, 한 변 길이 25m, 면적 330㎡ 

이상) 이상의 건축물 설치·증설에 있어 설치 위치가 문화

재의 주요 조망축선상에서 가시 정도가 낮고 건축 규모가 

주변 개발 정도와 유사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경관 저해 

우려가 없어 원안으로 허가되었다. 반면 건축 높이가 허

용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고 건축 규모, 디자인 등이 주

변 개발 정도와 이질적이면 역사문화환경의 경관적 일체

성 저해가 우려됨에 따라 불허되었다.

문화재 특성상 주변 환경과 일체적인 관리가 중요

한 문화재(성, 능·원·묘, 고분군·지석묘, 가마터 등) 주변

에 건축물을 설치·증설할 경우에는 설치 위치가 부적절

하여 문화재와 일체를 구성하는 풍수지리, 지형·지세, 하

천 등 환경적인 요소와 잔존 유구의 훼손이 우려되면 불

허되었다. 그 밖에 가설건축물 설치·증설에 있어 설치 위

치가 문화재에서 직접 조망되지 않고 설치 규모가 18㎡ 

내외로 소규모이거나 한시적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역사

문화환경의 경관 저해 우려가 경미하므로 원안으로 허가

되었다. 

토목시설물 설치·증설 행위와 관련된 안건은 문화

재 및 주변 환경의 경관적 일체성을 고려하여 검토되었

다. 특히 도로 정비의 경우에는 석축 등 부속 구조물이 문

화재에서 직접 조망되지 않고 기존 노선을 단순 포장하는 

등 형질변경 규모가 작아 추가적인 원지형 훼손이 없으면 

역사문화환경의 경관적 일체성 저해 우려가 경미하므로 

원안으로 허가되었다. 

또한 도로 신설 및 확·포장의 경우에는 설치 위치가 

적절하고 형질변경으로 인한 원지형 훼손이 없으면 문화

재 및 주변 환경의 경관적 일체성 저해 우려가 경미하므

로 원안으로 허가되었다. 아울러 해당 계획이 종합정비

계획 등 문화재 관련 계획과 부합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저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 

주변 환경의 개선이 예상되면 원안으로 허가되었다.

반면 도시계획도로·고속도로 등의 도로 신설에 있어 

설치 위치가 부적절하여 문화재와 일체화된 경관을 훼손

하고 과도한 형질변경으로 인해 원지형이 훼손될 경우에

는 역사문화환경의 경관적 일체성 저해가 우려되어 불허

되었다. 이 밖에 토목시설물 설치·증설과 관련된 안건은 

면단위 문화재이자 군집형·복합형 문화재인 사적의 속성

을 감안해 공사 시 발생 가능한 진동 및 비산먼지 등이 중

첩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존관

리대책 수립을 전제로 검토된 것이 확인되었다.

설비시설물 설치·증설 행위와 관련된 안건은 문화재 

및 주변 환경의 경관적 일체성을 고려하여 검토되었다. 

특히 전주, 철탑 등 대규모 설비시설물 설치·증설에 있어 

설치 위치가 기 개발된 지역이거나 설치 위치 주변에 유사 

시설물이 입지해 있고 수목이 분포하여 차폐가 가능할 경

우에는 경관 저해 우려가 경미하여 원안으로 허가되었다. 

반면 설치 위치가 세계유산 추진 문화재 주변이거나 

문화재의 주요 동선상에서 조망되고 전선이 문화재를 횡

단하는 등 부적절할 경우에는 문화재 및 주변 환경의 경

관적 일체성 저해가 우려되어 불허되었다.

조경시설물 설치·증설 행위와 관련한 안건은 문화재 

보존·관리와 문화재 및 주변 환경의 경관적 일체성을 고

려하여 검토되었다. 특히 기 설치된 시설물을 기반으로 

공원·탐방로·등산로를 조성 및 보수·정비할 경우에는 사

업 계획에 따라 일부 시설물을 개축, 이전·철거함으로써 

경관 개선이 예상되면 원안으로 허가되었다. 또한 해당 

행위를 함에 있어 형질변경 규모가 과도하지 않고 현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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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2015~2019)간 국가지정문화재(사적)의 허가신청 안건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

사 의견, 관계 전문가 자문을 사업 계획에 충실히 반영함

에 따라 사업이 최대한 조화롭게 이뤄질 경우에는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및 경관적 일체성 저해 우려가 없어 원안

으로 허가되었다. 

한편 공원·탐방로·등산로 신설에 있어 주제(컨셉)를 

포함한 사업 계획이 해당 문화재 가치를 훼손하고 설치 

시설물 수량, 배치, 디자인 등이 문화재와 조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문화재 보존·관리와 문화재 및 주변 환경의 경

관 저해가 우려됨에 따라 최대한 조화롭게 사업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관계 전문가 자문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되었다. 이 밖에 세계유산 주변에 공원·탐방

로·등산로를 보수·정비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 관련 계

획을 고려하고 기 설치 시설물과의 경관적 조화도를 높이

기 위해 세계유산센터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 추진을 전

제로 조건부 허가되었다. 

반면 문화재와 연관성이 미흡한 공원·탐방로·등산로

를 조성 및 보수·정비할 경우에는 사업 계획이 문화재 가

치를 훼손하거나 종합정비계획 등 문화재 관련 계획과 부

합하지 않아 문화재 보존·관리와 문화재 및 주변 환경의 

경관적 일체성 저해가 우려되면 불허되었다. 

기타시설물 설치·증설 행위와 관련된 안건은 문화재 

보존·관리를 고려하여 검토되었다. 특히 문화재와 연관

성이 미흡한 동상·비석 등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문

화재 가치 훼손과 역사 인식의 왜곡이 우려될 뿐만 아니

라 문화재 및 주변 환경의 경관적 일체성 저해가 우려되

어 불허되었다.

2) 수목 식재·제거 행위

수목 식재·제거 행위와 관련된 안건은 문화재 보존·

관리와 문화재 및 주변 환경의 경관을 고려하여 검토되었

다. 특히 수종 갱신 등 대규모 수목 식재·제거 행위의 경

우에는 사업 대상지가 문화재에서 직접 조망되지 않고 형

질변경 없이 수종만 교체하여 문화재 및 주변환경의 경관 

저해 우려가 경미하면 원안으로 허가되었다. 

또한 고사목·재해목·형질불량목 등 필요에 의해 수

목을 제거할 경우에는 문화재 및 주변 환경의 경관 개선이 

예상되거나 경관 저해 우려가 없어 원안으로 허가되었다. 

반면 조망축 등 주변 환경과 일체적인 관리가 중요

한 문화재(관방 유적, 궁궐, 능·원·묘 등) 주변에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시행 위치가 부적절하거나 사업 면적이 

과도함에 따라 문화재 및 주변 환경의 경관적 일체성 저

해가 우려되면 불허되었다. 

이 밖에 해당 문화재와 식재 수종이 부적합하여 문

화재 가치 및 특성 훼손이 우려되면 불허되거나, 식재 수

종에 관해 관계 전문가 자문 또는 지정 수종 식재를 전제

로 조건부 허가되었다.

3) 유해인자 발생 행위

유해인자 유발 행위는 소음·진동 유발, 악취 유발, 

화학물질 방출, 빛 공해 유발 행위로 구분된다. 터널 개

설, 건축물·시설물 철거 공사 등 소음·진동 유발 행위와 

관련된 안건은 문화재 균열을 포함한 구조적 안전 등 문

화재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실시간 진동 

모니터링 등 적절한 문화재 보존관리대책 시행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되었다. 

악취 유발 행위와 관련된 안건은 문화재 및 주변 환

경의 경관 외 악취로 인한 정주·탐방환경의 쾌적성을 고

려하여 검토되었다. 특히 축사 양성화에 있어 설치 위치

가 문화재로부터 직접 조망되지 않거나 해당 문화재와 축

사 사이에 숲 등의 완충 공간이 형성되어 있고 주변에 유

사 시설이 입지해 있어 문화재 및 주변 환경의 경관 및 쾌

적성 저해 우려가 경미하면 원안으로 허가되었다.

한편 기 허가된 축사 주변에 축사를 신·증축하거나 양

성화할 경우에는 설치 위치가 문화재의 주요 진입 동선상

에서 일부 조망되거나 계사·돈사 등 악취가 심한 종류의 축

사로서 문화재 및 주변 환경의 경관 저해 및 정주·탐방환

경의 쾌적성 훼손이 우려되면 외관 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되었다. 반면 문화재의 주요 

동선상에 위치한 축사를 양성화할 경우에는 문화재 및 주

변 환경의 경관 및 쾌적성 저해가 우려되어 불허되었다.



42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4. No. 3

이 밖에 축사를 신·증축함에 있어 설치 위치가 지형·

지세로 인해 문화재로부터 직접 조망되지 않고 신청지 주

변에 유사 시설이 입지해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경관 

저해 우려가 없어 원안으로 허가되었다. 

화학물질 방출 행위와 관련된 안건은 문화재 및 주

변 환경의 경관과 쾌적성을 고려하여 검토되었다. 특히 

설치 위치가 지형·지세 및 도로 등으로 인해 문화재와 공

간적으로 단절되었거나 주변에 유사시설이 입지해 있어 

추가적인 경관 변화가 없으면 원안으로 허가되었다.

빛 공해 유발 행위와 관련된 안건은 태양광발전시

설과 관련된 안건이 가장 많았는데, 문화재 특성 및 가치, 

경관적 일체성 외 빛 공해로 인한 정주·탐방환경의 쾌적

성 훼손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특

히 부지를 새롭게 조성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에는 설치 위치가 문화재의 주요 동선상이거나 구릉지 또

는 경사지로 부지 조성 시 과도한 형질변경으로 인해 원

지형이 훼손되는 등 경관 저해가 우려되면 불허되었다. 

또한 기존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증설할 경우

에는 시설물 포함 건축물 최고 높이가 주변 개발 정도에 

비해 과도하고 허가 여부에 따라 주변에 유사시설의 난립 

등 역사문화환경의 경관적 일체성 저해가 우려되면 불허

되었다. 이 밖에 태양광발전시설의 패널 좌향이 문화재

를 향하여 빛 반사로 인한 문화재의 조망성 등 특성이 훼

손됨에 따라 문화재 보존·관리가 저해되고 빛 공해로 인

한 정주환경의 쾌적성 훼손이 우려되면 불허되었다. 

반면 문화재와 공간적으로 단절된 공간에 부지를 조

성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높

이가 주변 개발 정도에 비해 낮아 경관 저해 우려가 경미

할 뿐만 아니라 패널 설치 좌향이 문화재와 반대로 향하

여 빛 반사로 인한 문화재의 조망성 저해 등 가치 훼손 우

려가 없으면 원안으로 허가되었다. 또한 기존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자가발전(거주)을 목적으로 주변 개발 

정도에 비해 소규모로 증설할 경우에는 역사문화환경의 

경관 저해 우려가 경미하면 원안으로 허가되었다.

4) 형질변경 행위

형질변경 행위와 관련된 안건은 문화재 및 주변 환

경의 경관적·환경적 일체성을 고려하여 검토되었다. 특히 

굴착 행위는 굴착 용도, 위치, 규모(구경, 공수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안건이 처리되었는데, 관정 개발·관로 설치 

등의 굴착 행위에 있어 설치 위치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에 해당되지 않고 굴착 규모가 적절해 문화재 보존에 영

향을 미칠 우려가 적을 뿐만 아니라 지하수계 등 생태환

경 훼손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원안으로 허가되었다. 

반면 시행 위치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거나 매장

문화재적 특성이 강한 문화재 주변일 경우에는 지하 유구

의 구조적 안전을 고려해 시굴·발굴조사 선행 또는 사업 

시행 시 관계 전문가나 담당 공무원 입회를 전제로 조건

부 허가되었다. 한편 학술 목적의 시굴·발굴조사의 경우

에는 사업의 필요도가 높고 조사 계획상 지하 유구의 구

조적 안전 저해 우려가 경미하면 원안으로 허가되었다. 

주차장 조성의 경우에는 설치 위치가 적절하고 잡석 

다짐 및 단순 포장을 통해 조성함에 따라 문화재 및 주변 

환경의 경관 저해 우려가 경미하고 발굴조사 계획 등 문

화재 관련 계획과 부합도가 높아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우려가 없으면 원안으로 허가되었다.

부지 조성의 경우에는 시행 위치가 적절하고 형질변

경 규모가 과도하지 않아 원지형의 변화 정도가 작으면 

문화재 및 주변 환경의 경관적 일체성 저해 우려가 경미

하므로 원안으로 허가되었다.

5) 기타 보존 영향행위

기타 보존 영향행위는 행사·축제와 수계영향 행위로 

구분된다. 행사·축제 행위와 관련된 안건은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탐방객 안전을 고려하여 검토되었다. 특히 특정 

장소에서 빈번하게 개최되는 행사·축제에 있어 사전에 

수립된 각종 안전관리대책 등이 미흡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 저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 지

자체 관리·감독 하에 진행하거나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이행 등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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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영향 행위와 관련된 안건은 경관적·환경적 일체

성을 고려하여 검토되었다. 특히 하천 정비·보수의 경우

에는 하천 선형, 석축 등 부속 구조물의 디자인 등이 부적

절하여 문화재 및 주변 환경의 경관적 일체성 저해뿐만 

아니라 생태환경의 훼손이 우려되면 관련 사항에 대해 관

계 전문가 자문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역·보지역 내 주요 행위별 안건 처

리 유형 분석을 종합하면 <그림 16>과 같다.

Ⅴ. 종합 결론

1. 결론

본 연구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현상변경 허가신청 안

건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적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허가

행정 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 마련을 목

적으로 진행되었다. 

‘허가행정의 일관성’이라 함은 획일적 의사결정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문화재적 속성과 입지 여건을 

지니고 있는 문화재 주변에 유사한 개발행위가 신청되었

을 경우 유사한 의사결정 또는 판단 근거가 제시되는 것

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5년(2015~2019)간 이루어진 사

적의 현상변경 허가신청 안건(5,243건)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문화재 유형과 입지 특성, 신청 개발행

위와의 관계성을 기초로 안건 처리 결과의 유형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적 관련 문화재 보존 

영향 위해행위와 관련하여 총 78개의 인·허가 유형을 확

인하였다. 

특히 문화재(보호)구역과 역·보지역에 공통적으로 

그림 16 사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주요 행위별 안건 처리 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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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10개의 인·허가 유형을 확인하였는데, 처리 결

과를 살펴보면 개발행위로 인한 원지형 훼손이나 경관 변

화가 없는 경우 원안 허가되었고, 신청지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될 경우 시굴·발굴조사 선행, 개발행위로 

인한 문화재 및 주변 환경 저해가 우려되는 경우 관계 전

문가 자문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되었다. 

현지조사가 필요하거나 신청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

는 보류되었고, 개발행위로 인해 문화재 가치의 훼손 또

는 환경 저해가 우려되는 경우 또는 문화재 관련 계획과

의 부합도가 낮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불허율

이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공간별로 문화재(보호)구역은 31개 유형, 

역·보지역은 37개 유형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공간별로 살펴보면 문화재(보호)구역

은 대체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문화재

의 경관 저해 여부를 중심으로 안건이 검토된 것을 확인

하였다.

특히 문화재와 연관성이 높은 행사·축제의 신청 비

중이 높았고, 문화재 및 탐방객의 안전관리대책 마련 여

부에 따라 원안 또는 조건부로 허가되는 비율이 높게 나

타났다. 또한 문화재 보수·정비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관광휴게시설, 공

원 및 탐방로 조성 등 지자체 등에 의한 공익 목적의 신청

이 많아 전반적으로 허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역·보지역은 민간의 건축물·시설물 설

치·증설 등 경관과 관련된 개발행위의 신청 비중이 높았

는데, 부정적 판단의 사유로는 규모, 높이 및 위치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해당 개발행위에 수반되는 과도한 형질변경에 

따른 원지형 훼손 우려도 다수 지적되었는데, 이는 사적

이 갖고 있는 매장문화재적 특성과 지형·지세, 풍수지리 

등 주변 환경과의 일체적 관리 필요성, 그리고 면단위 문

화재로 상대적으로 도심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재가 다수

라는 입지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유해인자 발생 행위 중 악취와 빛 공해 관련 허

가신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소음·진동, 대기

오염물질, 먼지와 관련된 행위는 적게 나타났다. 

그 밖에 허가신청 건수는 적으나 상대적으로 허가율

이 높은 행위가 일부 확인되는데, 50m 이상 굴착 행위 관

련 허가신청 건의 경우 위치상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

당하지 않고 굴착 용도 및 규모(구경, 공수 등)가 과도하

지 않으면 대체로 원안으로 허가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사적의 현상변경 인·허가 행정

에 실무적 참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허가행정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신청 빈도가 높

은 행위 가운데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여 

허가율이 높은 행위는 ‘경미한 행위 지침’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 제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더 나은 연구를 위한 지표로 

삼고자 한다. 

첫째,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행정은 규제를 기초로 하

고 있어 규제 행정의 신뢰가 훼손될 경우 형평성 및 투명성

에 대한 논쟁을 야기할 수 있는 바, 허가행정의 판단 근거

를 구체화하고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대한 기존의 

의사결정을 참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기존의 현상변경 인·허가 사례를 살펴보고 허가행정에 실

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다만 인·허가 행정 시 심의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참

고자료는 필요하나 자칫 선례가 규범적 당위성을 지니게 

되면 일반화의 오류로 인해 사안별 특수성이 간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참고자

료로서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표준 모델로서의 활용

은 지양되어야 함을 전제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사적에 한정된 것인 만큼 허용기준 

작성대상 수량이 많고 허가신청 빈도가 높은 타 종별(명

승,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

다. 이를 통해 여타 대상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신청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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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와 인·허가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현상변경 허가행정 

시 보다 범용적이고 통합적으로 활용 가능한 참고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시·도지정문화재까지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문화재의 특성별 맞춤형 허가행정이 이루

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셋째, 실태분석을 위한 DB 구축 과정에서 확인한 

바, 허가신청 서류 및 각 분과별 관리 방식의 일원화가 요

구된다. 특히 허가신청 서류의 경우 세부 작성 기준 및 매

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청인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안건 처

리 결과 분석 과정에서 확인한 바, ‘허가신청 자료의 미흡’

으로 인해 보류 처리된 경우가 전체 안건 가운데 1.8%(96

건)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상변경 허가신청 자료를 정리하고 검토하

는 과정에서 행정 효율이 저감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추후 지침 보완 등을 통하여 인·허가 도서 작성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개선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인·허가 관련 행정 자료 및 판단 결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노력을 기초로 허가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

고 관리 효율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역사문화환경 관리 

행정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20년 문화재청이 발주한 「사적 현상변경 인허가 검토기준 마련 연구」  용역의 일부 결과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표 6   사적의 현상변경 인·허가 유형 분석 종합  

범위 구분 연번 내용(동일 조건의 행위 유형별 안건 처리 결과) 건수(해당/전체)

공통

T01
개발행위로 인해 원지형 훼손 및 형질변경이 없을 경우 역사문화환경의 경관적 일체성 저해 우려가 경미하여  

원안 허가
1,678건/2,445건

T02
개발행위가 문화재 특성 및 문화재 관련 계획에 부합할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 및 경관 저해 우려가 없어 

원안 허가
767건/2,445건

T03
개발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저해되거나 사업 계획이 문화재 및 주변 환경의 경관과 조화롭지 않을 경우 조화

로운 역사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 전문가 자문으로 조건부 허가
262건/1,510건

T04
매장문화재적 특성이 강한 문화재의 경우 지하 유구의 구조적 안전을 고려해 시굴·발굴조사 선행 또는 사업 시행 

시 관계 전문가 입회 조사로 조건부 허가
678건/1,510건

T05
개발행위 시행 전 현장의 실제적 지형·지세 및 개발 정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후 재검

토로 보류
218건/337건

T06
개발행위의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사업 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한 경우 자료 보완 후 재검토로  

보류
96건/337건

T07
개발행위의 사업 계획과 주변 환경의 조화도가 낮거나 원지형의 변화가 있을 경우 문화재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

의 경관 저해 및 환경 훼손 우려가 높아 불허
1,286건/1,286건

T08
개발행위와 문화재의 연관성이 미흡하거나 시행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 문화재의 핵심 가치 훼손 외 직접적인 물

리적 피해가 우려되어 불허
127건/1,286건

T09
신청 개발행위와 해당 문화재 관련 계획의 부합도가 낮을 경우 장기적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가 우려됨에 따

라 불허
64건/1,286건

T10
개별 건은 영향이 경미하나 유사 행위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우 문화재 보존·관리 및 역사문화환경 경관적 

일체성 저해가 우려되어 불허
49건/1,286건

문화재

(보호)

구역

문화재 

수리 등 

T11 훼손된 문화재의 긴급한 보수·정비가 필요한 경우 문화재 원형 유지와 보존·관리를 위해 원안 허가 29건/33건

T12
문화재 보수·정비가 필요한 경우 문화재의 원형 유지를 위해 조성 기법 등에 관해 관계 전문가 자문으로 조건부 

허가
18건/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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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구분 연번 내용(동일 조건의 행위 유형별 안건 처리 결과) 건수(해당/전체)

문화재

(보호)

구역

설

치

·

증

설

건

축

물

T13
문화재 특성과 관련이 미흡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문화재에서 직접 조망되지 않는 등 문화재 경관 저해 우려가 

낮으면 원안 허가 
57건/132건

T14
문화재 특성과 관련 없는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위치·디자인 등으로 인해 문화재 보존·관리 및 역사문화환경의 

경관적 일체성 저해가 우려됨에 따라 불허
40건/69건

T15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을 신축 및 기존 규모 범위 내로 재·개축할 경우 문화재의 구조적 안전 및 경관 저해 우려

가 낮으면 원안 허가
26건/132건

T16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관 등)을 신축할 경우 문화재 보존(역사성 등)과 경관적 조화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 전문가 

자문으로 조건부 허가
10건/90건

T17
관광휴게시설을 조성할 경우 기 구축된 인프라와의 연계성 미흡, 위치·규모 등으로 경관 저해가 우려됨에 따라 

관계 전문가 자문으로 조건부 허가
11건/90건

T18
문화재 관리 또는 발굴조사 등을 위한 임시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한시적으로 사용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저

해 우려가 없으면 원안 허가
13건/132건

시

설

물

토

목

T19
도로를 정비(포장 등)할 경우 기 조성 도로 노면을 단순 포장하는 등 문화재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추가적인 경

관 변화가 없으면 원안 허가
19건/94건

T20
도로를 신설할 경우 설치 위치, 공사 방법 등으로 인해 문화재 보존과 경관적 일체성 저해(원지형 훼손 등) 우려

가 있으면 불허 
14건/27건

T21
소규모 도로(진입로·경사로 등)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와의 경관적 조화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 전문가 자문으로 

조건부 허가
13건/102건

T22
사방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 시설물임을 고려하여 문화재와의 경관적 조화도를 높이기 위

해 관계 전문가 자문으로 조건부 허가
5건/102건

설

비

T23
대규모 시설물(전주 등)을 설치할 경우 위치 및 규모로 인해 문화재 보존·관리, 문화재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경관 저해 우려가 있으면 불허
11건/14건

T24
전기설비, 방범설비 등의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터파기 시 문화재의 구조적 안전 고려 및 경관적 조화도를 높이

기 위해 관계 전문가 자문으로 조건부 허가
10건/35건

조

경

T25 공원 및 탐방로 등을 정비할 경우 문화재 경관 개선과 문화재 활용도 및 향유권 제고가 예상되면 원안 허가 36건/70건

T26
공원 및 탐방로 등을 신설할 경우 문화재와 조화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등 관계 전문가 자문으로 조건

부 허가
30건/61건

T27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편의시설(안내판, 펜스 등)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 경관 저해 우려가 경미하면 원안 

허가
24건/74건

T28
형질변경이 수반되거나 필요도가 낮은 편의시설(파라솔, 벤치 등)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 보존·관리 및 경관적 일

체성 저해가 우려됨에 따라 불허
8건/28건

기

타

T29
문화재와 관련성이 미흡한 조형물(동상, 비석 등)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 가치 등 문화재 훼손 및 주변 역사문화환

경의 경관 저해가 우려됨에 따라 불허
25건/37건

T30
문화재 탐방 관련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 규모 및 위치로 인해 문화재의 구조적 안전 및 경관 저해 우려가 적

으면 원안 허가
13건/40건

수목 

식재·제거

T31 수목을 제거할 경우 문화재 보존·관리 측면에서 필요도가 높고 경관 개선이 예상됨에 따라 원안 허가 35건/54건

T32
수목을 식재할 경우 문화재 보존·관리 및 경관적 조화도를 높이기 위해 식재 수종에 관해 관계 전문가 자문으로 

조건부 허가
10건/21건

유해

시설

빛 

공해

T33
기 설치된 경관 조명을 보수·정비할 경우 경관적 일체성 저해(원지형 훼손, 형질변경 등) 우려가 없으면 원안 허

가
13건/20건

T34 경관 조명을 설치·증설할 경우 문화재 보존 및 경관적 조화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 전문가 자문으로 조건부 허가 11건/18건

형질 

변경

T35
굴착 행위의 경우 문화재의 구조적 안전 저해가 우려됨에 따라 시굴·발굴조사 선행 및 시행 시 관계 전문가 입

회 조사로 조건부 허가
63건/91건

T36 지표면을 단순 포장해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대규모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아 경관적 일체성 저해 우려가 없

으면 원안 허가
15건/110건

T37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시굴·발굴조사를 할 경우 사업이 타당하고 조사 계획이 적절해 문화재의 구조적 안전 저

해 우려가 없으면 원안 허가
40건/1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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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2015~2019)간 국가지정문화재(사적)의 허가신청 안건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

범위 구분 연번 내용(동일 조건의 행위 유형별 안건 처리 결과) 건수(해당/전체)

문화재

(보호)

구역

기

타

행사·

축제

T38
문화재와 연관성이 높고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축제의 경우 각종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 저해 우려가 없으면 원안 허가
63건/184건

T39
문화재 훼손 이력이 있는 행사·축제이거나 일회성 행사·축제의 경우 문화재 보존·관리와 탐방객을 위한 안전관

리대책 마련 및 조치 사항 이행 시 조건부 허가
154건/155건

T40
문화재와 연관성이 미흡한 행사·축제의 경우 문화재의 성격 및 가치를 왜곡하는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저해됨

에 따라 불허
14건/14건

수계 

영향
T41

하천 정비·보수의 경우 과도한 하천 선형 변형 등 역사문화환경의 경관적 일체성 저해 및 생태환경 훼손이 우려

됨에 따라 관계 전문가 자문으로 조건부 허가
5건/10건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

건

축

물
·

시

설

물

설

치
·

증

설

건

축

물

T42
생활밀접형 건축물을 설치·증설할 경우(1) 추가적인 경관 변화가 없거나 역사문화환경의 경관적 일체성(원지

형 훼손 등) 저해 우려가 낮으면 원안 허가
646건/974건

T43
생활밀접형 건축물을 설치·증설할 경우(2) 건축 위치·규모 등이 부적절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및 경관 저해 등

이 우려됨에 따라 불허
473건/600건

T44
비도심 지역에 동·식물 관련 시설을 설치·증설할 경우 문화재의 주요 조망축 및 원지형 훼손 등 역사문화환경의 

경관적 일체성 저해 등이 우려되면 불허
16건/600건

T45
비도심 지역에 산업 관련 시설을 설치·증설할 경우 위치·규모로 인한 추가적인 경관 변화가 없어 경관 저해 우

려가 작으면 원안 허가
66건/974건

T46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설치·증설할 경우 건축 위치·규모로 인한 추가적인 경관 저해 우려가 없으면 원안 

허가
96건/974건

T47
주변 개발 정도와 이질적인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설치·증설할 경우 기 개발 정도 및 디자인에 있어 조망

성 등 역사문화환경의 경관적 일체성 저해 등이 우려됨에 따라 불허
104건/600건

T48
주변 환경과 일체적인 관리가 중요한 문화재 주변에 건축물을 설치·증설할 경우 유구 훼손, 원지형 훼손 등 역

사문화환경의 일체성 저해가 우려됨에 따라 불허
541건/600건

T49
가설건축물을 설치·증설할 경우 문화재에서 조망되지 않고 형질변경이 없는 등 추가적인 경관 저해 우려가 없

으면 원안 허가
45건/974건

시

설

물

토

목

T50
도로를 정비할 경우 문화재 내·외부 조망성, 형질변경 등 역사문화환경의 경관적 일체성 저해 우려가 없으면 원

안 허가
25건/172건

T51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포장할 경우 문화재 보존·관리와 문화재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경관적 일체성 저해 우

려가 낮으면 원안 허가
101건/172건

T52
도시계획도로, 고속도로 등을 신설할 경우 설치 위치, 형질변경 규모 등으로 인해 역사문화환경의 일체성 저해 

우려가 있으면 불허
19건/33건

설

비

T53
대규모 시설물(전주, 철탑 등)을 설치할 경우 주변 개발 정도에 따라 역사문화환경의 경관 저해 우려가 경미하

면 원안 허가
42건/58건

T54
문화재의 주요 동선상(조망축 등)에 대규모 시설물(전주, 철탑 등)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위치가 부적절하여 역

사문화환경의 경관적 일체성 저해가 우려됨에 따라 불허
7건/8건

조

경

T55
기존 시설물을 기반으로 공원·탐방로·등산로를 조성 및 보수·정비할 경우 문화재 보존·관리 및 경관적 일체성 

저해 우려가 없거나 경관 개선이 예상되면 원안 허가
40건/50건

T56
공원·탐방로·등산로를 신설할 경우 문화재 보존·관리 및 경관적 조화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계획 등에 관해 관

계 전문가 자문으로 조건부 허가
15건/34건

T57
세계유산 주변에 공원·탐방로·등산로를 보수·정비할 경우 문화재 보존·관리 및 경관적 조화도를 높이기 위해 유

관 기관과 협의 추진 시 조건부 허가
5건/34건

T58
문화재와 연관성이 미흡한 공원·탐방로·등산로를 조성 및 보수·정비할 경우 사업 계획 등으로 인해 문화재 가치 

훼손 및 경관적 일체성 저해 등이 우려됨에 따라 불허
6건/9건

기

타
T59

조형물(동상, 비석 등)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와의 연관성이 미흡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및 경관적 일체성 저해

가 우려되면 불허
16건/24건

수목 

식재·제거

T60
수종 갱신 등 대규모의 수목 식재·제거의 경우 위치, 수종 등으로 인한 역사문화환경 경관 저해 우려가 없으면 

원안 허가
42건/95건

T61
문화재 주변에 대규모로 수목을 식재할 경우 수종으로 인해 문화재 보존·관리 및 역사문화환경의 경관적 일체

성 저해가 우려됨에 따라 불허
10건/14건

T62
고사목, 재해목 등 필요에 의해 수목을 제거할 경우 역사문화환경의 경관 개선이 예상되거나 경관 저해 우려가 

없으면 원안 허가
36건/95건

T63
수목을 식재할 경우 문화재 보존·관리와 역사문화환경의 경관적 일체성 저해가 우려됨에 따라 수종에 관해 관

계 전문가 자문 및 지정 수종 식재 시 조건부 허가
4건/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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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구분 연번 내용(동일 조건의 행위 유형별 안건 처리 결과) 건수(해당/전체)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

유

해

시

설

악

취

T64
축사를 양성화할 경우 기 설치 정도, 설치 위치 및 입지로 인한 역사문화환경의 경관 및 쾌적성 저해 우려가 없

으면 원안 허가
24건/69건

T65
기 허가된 축사 주변에 축사를 신·증축 및 양성화할 경우 역사문화환경의 경관 및 쾌적성 저해가 우려됨에 따라 

외관 개선 및 시설 현대화 시 조건부 허가
12건/17건

T66
문화재의 주요 동선 및 조망축선상에 위치한 축사를 양성화할 경우 위치 및 악취로 인한 역사문화환경의 경관 

및 쾌적성 저해가 우려됨에 따라 불허
20건/27건

T67
축사를 신·증축할 경우 문화재에서 조망되지 않고 주변에 유사 시설이 입지해 있어 추가적인 경관 저해 우려가 

없으면 원안 허가
36건/69건

빛 

공

해 

T68
부지를 새롭게 조성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 위치 또는 입지상 문화재 보존·관리, 역사문화환경

의 경관 저해 및 환경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불허
38건/50건

T69
기존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증설할 경우 규모 및 패널 빛 반사로 인해 역사문화환경의 경관적 일체성 및 

정주환경의 쾌적성 훼손이 우려되면 불허
11건/50건

T70
문화재와 공간적으로 단절된 곳에 부지를 조성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 위치 및 입지, 패널 좌향

으로 인한 빛 반사로 역사문화환경의 경관 저해 우려 등이 없으면 원안 허가
9건/41건

T71
기존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기 개발 정도에 비해 소규모로 증설할 경우 설치 위치·규모 등으로 인한 역사

문화환경의 경관 저해 우려가 없으면 원안 허가
13건/41건

형질 

변경

T72
굴착 행위의 경우 위치상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지하 유구의 구조적 안전 저해 및 수계 영향 등 

생태환경 훼손 우려가 없으면 원안 허가
42건/138건

T73 매장문화재적 특성이 강한 사적 주변에서 굴착 행위를 할 경우 지하 유구의 구조적 안전 저해가 우려됨에 따라 

시굴·발굴조사 선행 및 사업 시행 시 관계 전문가 등 입회 조사로 조건부 허가
36건/54건

T74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시굴·발굴조사 등의 경우 필요도가 높고 조사 계획상 유구의 구조적 안전 저해 우려가 경

미하면 원안 허가
15건/138건

T75
주차장 조성 행위의 경우 설치 위치가 적절하고 형질변경 규모가 작아 역사문화환경의 경관적 일체성 저해 우

려가 없으면 원안 허가
28건/138건

T76
택지 등 부지 조성 행위의 경우 역사문화환경의 경관적 일체성 저해(내·외부 조망성 훼손, 형질변경, 원지형 훼

손 등)가 없으면 원안 허가
23건/138건

기

타

행사·

축제
T77

특정 장소에서 빈번하게 개최되는 행사·축제의 경우 문화재 보존·관리에 저해가 우려되면 지자체 감독 등을 조

건으로 조건부 허가
30건/32건

수계 

영향 T78
하천 정비·보수의 경우 역사문화환경의 경관적 일체성 및 생태환경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하천 폭·선형 등 관계 

전문가 자문으로 조건부 허가
5건/14건

※ 중복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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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June 2006, there have been active efforts to systematize the permission system including the amendment 

of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prepared standards on reviewing each 

type of  cultural heritages(CH) in 2015, promoted a project on the modification of  permission standards and 

showed remarkable performances in quantitative aspects. But as there has been little change for the cases applied 

for permission, additional studies on policy are required to improve the management efficiency and reduce the 

citizens’inconvenience. In respons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actual management status on the current state 

alteration permission system, and establish practically utilizable reference materials at permission review.

While historic sites(HS) constitute a relatively small proportion in state-designated CHs, they are subject to the 

designation of  permission standards. Also, with their location in the downtown area, the application rate is high 

(51.4%) and the results are commonly utilizable to other types of  CH. We constructed a DB based on the minutes 

of  Cultural Heritage Committee(CHC) on HS and categorized similar features in permission handling results.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Out of  a total of  5,243 cases for permission applied for HS, 1,734 cases of  

cultural heritage areas(CHA) and 3,509 cases of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s(HCEPA) have 

been applied. CHA has a great proportion of  the applications for events and festivals, which are highly related to 

CHs or representing the local area. There is a high permission rate on applications for the purpose of  public service 

by local governments. Meanwhile, HCEPA has a high proportion of  applying for the installation and extension of  

buildings and facilities at the private level. Thus, negative decisions were made for tall buildings, massed facilities, or 

suspected scattering of  similar acts. Our actual condition analysis has identified a total of  78 types of  harmful acts 

which may influence the preservation of  CHs. 31 types in CHA and 37 types in HCEPA are categorized. Especially, 

10 common types of  permission have been confirmed in both sectors.

As a result, it is expected to secure consistency in the permission administration, enhance th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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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cy and improve the public's satisfaction over the regulatory administration by providing practically utilizable 

reference materials for altering the current state of  CH and for decision making on the part of  CH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