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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eservation status of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s, designated as

Chungcheongbuk-do designated heritage in Jeche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damage cause and

the preservation method of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s. It was conducted using the research methods of the

existing literature and field survey to compare a current status of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s.

The result are as followings. Firstly, it was found the problems of a break, a damage, etc. in the platform and

the problems of a cracking, an exfoliation, a corrosion, a warp, etc. in the wall. And, it was found a cracking of

the beam(梁) and a roof tile(瓦), a falling of Angto(仰土), a sagging roof, etc. in the roof. Secondly, the damage

causes of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s were mostly caused by the physical limitations of the materials. And, it

was caused by a rainwater, a subsidence of ground settlement, a destruction of waterproof membrane, etc.

Lastly, the repair methods are making a quicklime layer in the soil mound on a cracking and an exfoliation part,

a resin treatment or strut operation on a corrosion part of column, etc.

Keywords 문화재, 목조건축, 훼손 원인, 보수방안,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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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

문화재보호법 제3조에서는 “문화재의 보존· 리 활

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라는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한번

소실 는 훼손되면 원형으로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이

실 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의 상태에서 최 한

보호하는 것이 최 의 보존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소실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때 보수·정비가 이

루어지지 않아 문화재의 훼손이 심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화재 보수가 이루어지는 장에서도 문화재청의

문화재수리 표 시방서를 기 으로 하고 있지만 부분

이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경험 등에 의해 보수공사가 진행

되고 있고 이러한 내용 한 공유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

이다.

본 연구는 제천시의 목조 건축문화재에서 발생한 훼손

사례와 원인을 살펴보고 이에 한 보수방안을 조사하

다. 이는 기후 등 다양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목조 건축문화재의 훼손 종류, 부 범 등을

각 지역별로 체계 으로 정리해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한 일환으로 진행된 것

이다. 제천지역을 포함해 국 으로 이러한 자료들이

정리되고 비교․분석된다면 우리나라 목조 건축문화재에

한 방 차원의 보존방안 즉, 산, 재료, 보수

보강기술 등 련 분야에서 최 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

을 것이며 이를 통해 건축문화재 보존정책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최종 목표 달성을 한

기단계의 연구로 제천지역의 황을 기록하고 분석하

고자 하 다. 한 재 제천지역 목조 건축문화재의 훼

손 황과 이에 한 보수방안을 제시한 것은 이러한 작

업들이 타 지역과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함이며 이를 통해 보수에 한 정성 추후 최

의 방안 연구를 한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 상을 제천시로 선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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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충청도 지역으로 북쪽과 남쪽 지역을 비교·분

석할 수 있는 기 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

기 때문이다.

1.2. 연구 방법 범

본 연구는 제천시 목조 건축문화재의 보존상태와 문제

즉, 목조 건축문화재의 부 별 훼손 황을 조사·분석

하고 이에 한 보수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연구방법으로 제천시 소재의 충청북도 지정 목조 건축

문화재를 상으로 장답사(2014년 2월)하고 기존 문헌

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보존상태 즉, 훼손 황을 조사

하 다. 그리고 이들 목조 건축문화재의 훼손에 한 원

인을 규명하고 이에 한 보수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본 연구는 향후 제천시 목조 건축문화재의 유지

보수 등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정책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진행은 2장에서 목조 건축문화재의 구성과 훼손원

인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제천시 목조 건축문화재의

황 보존상태를 조사하여 연구 상 목조 건축문화재들

이 재 지니고 있는 문제 을 분석하 다. 그리고 4장

에서는 제천시 목조 건축문화재의 부 별 훼손원인 규명

보수방안을 제시하고, 5장에서 결론을 도출하 다.

2. 목조 건축문화재의 일반 고찰

2.1. 목조 건축문화재의 구성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에 “무릇 가옥에는 삼분(三分)이

있다. 들보(梁) 이상은 상분(上分)이요, 땅(地) 이상은

분(中分)이요, 기단(階)은 하분(下分)이다.”라고 고 있

듯이 한국 통건축의 입면은 3분(三分)의 수직체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기록들에서 알 수 있다. 통건축의 3

분법 수직체계 속에는 통사화의 조화된 우주 질서

가 건축물의 형태 속에 축소된 모형으로 표상되어 있다

는 것이다.1) 본 연구는 목조 건축문화재를 3부분 즉, 기

단부, 축부2), 지붕부로 나 고 각 주요 부 별 보존 황

보수방안을 조사·분석하 다. 이를 하여 각 부 별

구성을 살펴본다.

(1) 기단

기단 기 는 잔잔한 돌을 터 기한 자리에 다져놓고

첫 단을 거의 맞 는 듯이 면을 바르게 쌓아야 한다. 돌

뒤에는 기단이 높을수록 뒤채움돌을 많이 넣어 토압을

감소시킨다. <그림 1>과 같이 기단 윗면에 돌깔기, 돌

깔기를 할 때는 기단 윗돌은 뒷면도 일정한 나비를 주고

다듬고, 기단 모서리는 석재마구리가 교 로 교차되게

1) 강 환, 傳統建築의 立面體系: 그 象과 形, PLUS, 1989.04, p.153

2) 축부에 바닥, 마루/구들을 포함하 다.

하지만 때로는 1.5자~2.5자 정도 되는 모서릿돌을 쓰기도

한다.3) 기단 끝부분이 탈락하거나 바닥 면석이 벌어지는

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2) 석과 기둥

석과 기둥은 <그림 2>와 같이 상부하 을 지면에

달하는 수직 구조재로 기둥을 세울 때는 원래 나무가

자라던 방향에 맞추어 세운다. 이것은 나이테가 남쪽은

넓고 북쪽은 조 하기 때문에 방향을 구분하여 원래 방

향 로 세워야 비틀림이나 갈라짐을 조 이라도 일 수

있기 때문이다.4) 석과 맞닿는 기둥 하부는 빗물이 튀

거나 하 의 향으로 부식되거나 손되는 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1> 장 석기단 단면
<그림 2> 자연석 석

(단양, 조자형가옥)

(3) 벽체와 창호(窓戶)

통건축에서 벽은 주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구조체인

기둥이나 보 등의 목재와의 합부에서 건조·수축에 의

한 틈이 생길 수 있다. 벽은 토벽, 벽, 심벽 등으로 구

분되며 우리나라에서는 <그림 3>5)과 같이 심벽 구조가

가장 흔히 사용된다. 벽체부는 수분에 의한 곰팡이 발생

과 하 등으로 인한 균열, 기울림, 배불림 상 등에 유

의해야 한다. 한 창호는 출입, 채 , 환기, 통풍 등의

목 으로 벽에 설치되며 문짝과 문틀로 구성된다. 다른

구조재 보다 취약하기 때문에 변형이나 훼손이 쉽게 발

생한다.

<그림 3> 심벽구조 <그림 4> 우물마루(조자형가옥)

(4) 마루

마루는 지면으로부터 떨어져 있어 습기를 피할 수 있

으며, 장마루와 우물마루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우

3) 장기인, 목조, , 보성각, 서울, 1996, p.93

4) 김왕직, 알기쉬운 한국건축용어사 , , 동녘, 주, 2012, pp.27-28

5) 장기인, 앞의 책,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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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지붕 단면

(조자형가옥)

물마루가 주로 사용된다. 우물마루는 <그림 4>와 같이

장귀틀과 동귀틀 사이에 마루 청 이 끼워지는 구성으로

이러한 구조는 사계 변화에 따른 팽창과 수축을 고려

한 것이다.

(5) 지붕

지붕은 서까래, 산자, 보토, 기와 등으로 구성되며, 서

까래 사이에는 산자 는 개 이 깔리는데 이때 서까래

와 같이 길이 방향으로 깐다. 부분 싸리나 수수깡 등

을 새끼로 엮은 산자를 사용하며 산자 아래에서는 진흙

이나 회를 치받이하여 마감한다. <그림 5>와 같이 산자

로 심과 일정한 두께의 보토가 놓이고 강회다짐, 새

우흙, 암키와 수키와의 순으로 마감하게 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

수, 온도 변화 등에 의

해 수 등이 발생하게

되고 목조 건축문화재의

변형을 가져오게 된다.

2.2. 목조 건축문화재의 훼손 원인

(1) 제천의 기후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그림 6, 7, 8>6)과 같이 2014

년 국의 연 평균기온은 13.1℃, 연 평균강수량은

1173.5㎜, 강수일수는 111.9일로 조사되었다. 연구 상 지

역인 제천은 내륙의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치한 산으

로 둘러싸인 분지지형으로 30년간의 기후자료에 의하면

연 평균기온은 10.2℃, 강수량의 평균값은 1387.8㎜, 평균

습도는 69.8%, 풍속의 평년값은 1.4m/s으로 나타났다. 해

마다 차이는 있지만 제천은 국 연 평균기온보다 낮았

고 연 평균강수량은 많았다. 이러한 제천의 기후변화는

목조 건축문화재의 훼손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 연 평균기온 <그림 7> 연 강수량 <그림 8> 연 평균풍속

(2) 재료의 물리 특성 한계

1) 재료의 물리 특성

목재는 재료의 물리 특성 상 갈라짐, 비틀림, 부식

6) www.kma.go.kr(기상청)-국내기후 자료

등이 발생한다. 먼 갈라짐은 목재가 햇빛에 직 노출

되어 건조가 반복되면서 발생하게 되며, 비틀림은 갈라

짐과 마찬가지로 한쪽 혹은 양쪽의 고정된 목재가 건조·

수축으로 인하여 축선 주 의 회 변형으로 인해 생기는

상이다. 한 목재의 부식 원인은 외 향과 생물학

변형에 의한 원인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외 향

에는 햇빛에 의한 변색, 비로 인한 향 등이 있으며, 생

물학 변형에는 흰개미와 같은 병충해에 의한 목재의

손상 등이 있다.

2) 재료의 구조 한계

목재는 구조 으로 손, 변 ․변형, 침하 등이 발생

한다. 손 상은 부분 목재의 이음부나 맞춤부와 같

은 취약부분이 하 으로 인하여 손상되는 것을 말한다.

한 목재에 압력이 장기 으로 가해지게 되면 모양이나

형태가 달라지는 변 ․변형이 발생하게 된다. 침하 상

은 자연 인 상과 인 인 상으로 구분된다. 자연

인 상에서는 지각의 변동, 재해로 인한 지변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인 인 상은 지하수의 과도한 양수나

매립하 에 의한 침하, 굴착에 따른 침하가 있다.

3) 보수의 문제

목조 건축문화재의 보수는 문화재수리 표 시방서를

기 으로 해야 하나 간혹 기 과 다르게 시공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공포의 경우 소로와 첨차사이에

으로 고정해야 하나 이를 생략해 부재들이 이탈하는

상이 종종 발생한다. 문화재의 보수 과정에서 발생하

게 되는 훼손원인 규명과 이에 한 철 한 리가 필요

할 것이다.

4) 기타

그 외 목조 건축문화재의 훼손원인으로는 복합 작용

으로 인한 성능 하와 자연재해 등이 있다. 목재가 부식

하게 되면 이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강도가

하된 부재에 물리 인 힘이 가해지면서 괴되는 상

이 가장 많이 발생하며 맞춤부의 손은 다른 부재의 침

하로 이어져 목조 건축문화재의 체 구조에 향을 미

치게 된다. 한 태풍, 홍수,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에 유

의해야 하고, 목조 건축문화재는 화재에 취약하므로 사

에 충분한 방이 필요하다.

3. 제천시 목조 건축문화재의 보존 황 분석

3.1. 제천시 목조 건축문화재의 황

재 제천시에는 충청북도 유형문화재가 14 , 충청북

도 기념물이 3 , 충청북도 민속문화재가 1 등 총 18

의 도지정 건축문화재가 있다. 18 의 목조 건축문화

재들은 주거, 서원, 향교, 정, 당, 아, 사찰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향교와 신륵사 극락 , 청풍 병헌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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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고 14 의 문화재들은 조선후기에 건립된 목조 건축

문화재들이다. 청풍향교와 제천향교는 고려후기, 신륵사

극락 은 조선 기, 청풍 병헌은 조선 기에 세워졌다.

본 연구는 장답사 결과 보존상태가 양호한 2 (청풍

응청각-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90호, 란정-충청북도

기념물 제92호)의 목조 건축문화재를 제외하고 <표 1>과

같이 16 의 목조 건축문화재를 연구 상으로 하 다.

번호 문화재 명칭 시기 소재지 용도 문화재유형

1 청풍향교
고려후기

청풍면
향교

충북

유형문화재

2 제천향교 교동

3 신륵사 극락 조선 기 덕산면 사찰

4 청풍 병헌 조선 기

청풍면

아

5 도화리고가

조선후기

주거
6 황석리고가

7 후산리고가

8 지곡리고가

9 청풍 남루
정

10 청풍 팔 루

11 김세균 서 고가 한수면
주거

12 리고가 성면

13 자양 당 양읍
당

14 황강 당 수암사 한수면
충북기념물

15 박약재 두학동 서원

16 명오리고가 한수면 주거
충북

민속문화재

<표 1> 제천시 목조 건축문화재 황

3.2. 제천시 목조 건축문화재의 보존 황

본 연구는 장답사를 통하여 건축문화재의 보존상태

와 문제 을 조사하 고, 재 제천시 목조 건축문화재

에서 나타나는 부 별 훼손 황은 <표 2>7)와 같다.

<표 3>과 같이 기단부에서는 기단 끝부분이 탈락하고

바닥면석이 벌어지는 상이 나타났다. 리 고가에서

는 기단 가장자리 부분이 소실되었고, 신륵사 극락 의

경우에는 바닥면석이 벌어지고 갈라졌다.

축부에서는 고막이의 균열 탈락 상과 마루의 청

이 벌어지거나 뒤틀리는 상이 발생했다. 기둥은 부

식되거나 갈라지는 상 기울어지는 사례가 있었으

며, 벽체는 하부의 균열, 탈락, 배불림 상 등이 발생했

다. 한, 실내 벽지가 갈라지거나 곰팡이가 발생한 사례

도 있었다.

7) 목조 건축문화재를 기단부(기단, 계단), 축부( 석/고막이, 마루/구

들, 기둥 등의 수직재, 인방 등의 수평재, 벽체, 창호, 공포), 지붕부

(보 도리, 천장, 서까래, 기와)의 3부분으로 나 어 항목별로 조

사하 다.

문화재 명칭 부
문제 (훼손 정도)

｛상(x), (△), 하(□)｝
훼손 사진

기단부 -

축부 고막이
균열 탈락

(x)

지붕부

기와 탈락(□)

기타
치받이흙

탈락(□)

제기고 고막이
1 청풍향교

기단부 -

축부

기둥

부식 갈라짐

(明倫堂,大成殿)(

△),

창호
문설주 갈라짐

(明倫堂)(□)

2 제천향교 지붕부

보
종보 머리 부분

훼손(大成殿)(□)

명륜당 기둥

서까래 훼손(大成殿)(□)

기와 탈락(明倫堂)(x)

기단부 기단
바닥면석

벌어짐(△)

축부

고막이 훼손(□)

기둥
뒤쪽으로

기울어짐(x) 극락 측면 기둥

3 신륵사 극락 지붕부 천장
노출 부재

훼손(□)

기단부 -

축부 기둥 하부 갈라짐(□)

4 청풍 병헌 지붕부 - 기둥 하부
기단부 -

축부

창호

벽장 문짝

살창(다락, 부엌)

훼손(□)

기타
실내벽지 곰팡이

발생(△) 실내벽지

5 도화리고가 지붕부 -

기단부 -

축부 마루
마루 일부

청 벌어짐(□)

마루6 황석리고가 지붕부 -
기단부 -

축부

벽체
하부 회벽

훼손(□)

창호
청 골 문

훼손(□)

기타
실내벽지 곰팡이

발생(△) 청 골 문

7 후산리고가 지붕부 -

기단부 -

축부

벽체

벽체 하부

훼손(부엌)(□)

창호
살창 훼손(건

방)

기타

장 벽지

곰팡이

발생(건 방)(△)
안채 건 방

8 지곡리고가 지붕부 -

기단부 -

축부 마루
마루(우물마

루) 뒤틀림(△)

지붕부
보

들보

갈라짐(△) 들보
단청 훼손(□)9 청풍 남루

기단부 -

축부

기둥
도로측으로

기울어짐(□)

공포
소로(小累) 일부

흘러내림(□)

10 청풍 팔 루 지붕부 - 기둥

<표 2> 목조 건축문화재의 부 별 훼손 황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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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명칭 부

문제 (훼손 정도)

｛상(x), (△),

하(□)｝

훼손 사진

기단부 -

축부

마루

/구들

쪽마루 구들

일부 훼손(x)

기둥
면 기둥

뒤틀림(□)

11 김세균 서 고가 지붕부 - 웃방 쪽마루

기단부 기단
일부

훼손(사랑채)(x)

축부 -

지붕부 기타
치받이흙 탈락

(안채 뒤 처마)(x) 안채 처마12 리고가

기단부 -

축부

마루
우물마루 장귀틀

훼손(□)

벽체
뒤쪽 벽면

배불림(□)

13 자양 당 지붕부 기와
북측 기와 일부

탈락(□)
우물마루

기단부 -

축부 창호
덧문 창살 일부

훼손(□)

14
황강 당

수암사
지붕부 - 황강 당 덧문

기단부 -

축부 기타
장 벽지

곰팡이 발생(x)

지붕부 기와
일부 훼손, 북측

기와면 처짐(x) 실내벽지 장15 박약재

기단부 -

축부
창호

장문 하부 훼

손(안채 부엌)

(□)

기타 굴뚝 균열(x)

16 명오리고가 지붕부 - 안채 부엌

<표 2> 목조 건축문화재의 부 별 훼손 황02

표 인 사례로, <표 4>와 같이 청풍향교의 제기고

에서는 일부 고막이의 균열 탈락 상이 발생하 다.

청풍 남루의 우물마루에서는 청 이 벌어지고 뒤틀리

는 상이 일어났으며, 제천향교 명륜당과 성 에서는

기둥이 부식되어 갈라지고 문설주가 훼손된 상이 발생

하 다. 지곡리 고가에서는 안채의 회벽에 균열과 탈락

이 있었으며, 도화리 고가의 창호에서는 문짝 살창

등이 부러지거나 훼손되었다. 청풍 팔 루의 공포에서는

소로 부재가 첨차와 만나는 부분에서 흘러내린 상도

일어났다.

<표 5>와 같이 지붕부에서는 보의 균열(제천향교의

성 등)이 일어났으며, 천장에서는 처마 치받이 흙(仰

土, 리 고가)이 탈락하고 천장부재가 갈라지는 상

(신륵사 극락 )이 나타났다. 한, 서까래가 훼손되거나

(제천향교의 성 등), 기와의 균열 탈락(제천향교

의 명륜당 등), 기와면의 처짐 상(박약재) 등이 발생하

다. 그 외 <표 6>과 같이 단청의 훼손(청풍 남루)과

굴뚝의 원형훼손(명오리 고가) 등의 문제 들이 발견되

었다.

기단부 훼손 바닥면 갈라짐

리고가의 사랑채 기단 신륵사 극락 의 기단

<표 3> 기단부에서 발생하는 표 훼손 황

고막이 균열 탈락 마루 뒤틀림

청풍향교 제기고 청풍 남루의 우물마루

기둥부식 갈라짐 벽체 하부 균열 탈락

제천향교 명륜당의 기둥 지곡리고가의 안채 벽

문짝 살창 훼손 소로 부재 이탈

도화리고가의 안채(부엌 살창) 청풍 팔 루의 상부 공포

<표 4> 축부에서 발생하는 표 훼손 황

보(梁) 서까래(椽木) 훼손 치받이 흙 탈락

제천향교 성 의 들보(宗梁) 리고가의 안채

기와 탈락 지붕 기와면 처짐

제천향교 명륜당 박약재

<표 5> 지붕부에서 발생하는 표 훼손 황

단청 훼손 굴뚝 훼손

청풍 남루의 들보 명오리고가 안채

<표 6> 기타 표 훼손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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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천시 목조 건축문화재의 보존 방안

4.1. 제천시 목조 건축문화재의 훼손원인 분석

목조 건축문화재의 훼손원인 가장 많은 부분은

부분 재료의 물리 한계로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본 연

구는 제천시 목조 건축문화재 16 을 상으로 훼손원인

을 규명하고 이에 한 보수방안을 연구하 다.

우선 기단부에서는 빗물이나 등의 낙수 는 고임

등에 의해 기단 끝부분이 탈락하거나 바닥면석이 벌어지

는 상이 나타났다.

축부의 마루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귀틀을 받아주는 동자주가 없거나 휘어져서 내려

앉는 경우와 기둥과 귀틀을 고정시켜주는 기가 빠졌을

경우에 마루가 내려앉아 뒤틀리거나 청 사이가 벌어지

는 상이 발생한다. 한 마루 은 지면으로부터 빗물

등으로 인해 습기의 직 인 향을 끼치지만 건조가

어려우므로 부식에 한 주의가 필요하며 항상 환기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기둥에서는 기둥을 받치는 석으로 자연석 는 가공

석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가 내릴 때 빗물이 기둥으로 튀

면서 기둥 하부가 부식되는 상이 생긴다. 한 자연석

석을 사용할 경우에는 석의 상부면이 고르지 못하면

서 빗물이 자연스럽게 흐르지 못하고 고여 기둥의 면

을 부식 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김세균 서 고가의 안채 면 방형 기둥은 뒤틀려 있

었는데 이는 목재 가공면의 수축 정도의 차 8)에 따른 것

으로 악되었으나 지속 인 찰이 요구되고 있다. 다

수의 기둥이 뒤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신륵사 극락 의

경우에는 지반이 침하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원인

악을 해 정 안 진단 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

리고 벽체의 균열 탈락 상이 일어난 것은 벽체를 고

정해주는 혹은 엮기의 부실과 미장의 배합불량으로

발생할 수 있다. 한 사균열인 경우 규칙 으로 생겼을

때 구조 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에 원인규명을 하여

보수를 하는 것이 시 하나, 사균열인 경우에도 불규칙

이라면 수축에 의한 것이므로 보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공포의 소로 부재가 이탈한 것은 소로와 첨차

사이에 그 둘을 고정시켜주는 이 있어야 하는데 이

없어 발생하 다.

지붕부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력 작용에 의해 치받

이 흙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빗물 등이 침투하여 서

까래 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가장 외부에 노

출된 기와는 외부 환경에 의해 흘러내리거나 깨지는 사

8) 목재의 함수율은 24% 이하로 하며, 사용부재에 따라 자연건조

는 인공건조를 한다. -문화재청, 문화재수리 표 시방서, 2013,

p.97

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박약재와 제천향교 성

등과 같이 북쪽 기와면에서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

고 있다. 이는 겨울철 들이 에 잘 녹지 않고 장기간

쌓여 있고, 동결과 해동의 상황이 몇 년간 지속됨으로

해서 지붕의 보토 심 등의 방수층을 뚫고 서까래

등의 상부 구조물에 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지붕면의 처짐9) 등으로 나타난다.

제천은 타 지역에 비해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많아 훼

손 부 빈도, 특히 지붕부의 훼손이 많을 것으로 생

각된다. 추후 타 지역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밝 질 수

있을 것이다.

4.2. 제천시 목조 건축문화재의 보수방안

제천시 목조 건축문화재의 각 부 별 훼손 황과 이에

한 보수방안은 <표 7>과 같다.

기단부에서 발생한 기단 끝부분의 탈락 상은 원형으

로 재시공해야 하지만 바닥면석이 벌어진 경우에는 바닥

면석을 수평으로 맞추고 그 사이를 강회다짐 한다. 이때

고막이 벽의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보수가 필요할 경우

에는 동시에 같이 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

축부의 석/고막이에서 나타난 균열 탈락 상들

은 재료들의 수축 건조, 비와 바람 등 시간상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훼손된 부분만 어내고 강회다짐을 해

다.

기둥은 힘을 많이 받는 수직부재로 구조 으로 요한

역할을 한다. 기둥의 부식된 면을 어보고 부식된 부분

이 심재까지 고 들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심재까지 부

식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수지처리만으로 가능하겠지만,

부식된 부분이 심재까지 고 들었으면 하 을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동바리 작업을 한다. 동바리는 1m 내외가

당하며 양면 각으로 주먹장과 나비장을 설치한다.

주먹장과 나비장을 설치할 때는 서로 같은 부재가 마주

보도록 하며 원부재보다 한 치(30㎜) 크게 설치해 추후

의 수축에 비해야 할 것이다. 한, 기둥에서 뒤틀림

상이 발생했을 때는 추를 띄어 어느 쪽으로 휘었는지

를 확인 후 드잡이를 해야 한다. 만약 뒤틀린 기둥이 더

이상의 진행이 없고 구조 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그 로 두는 것이 좋다.

마루의 뒤틀림과 청 의 벌어짐 상은 마루를 지지하

는 동자주와 연결부의 기 등에 문제가 있는지를 악

하고 문제부 를 원형으로 교체·보수한다. 이때, 벌어진

청 들을 어내고 마지막 장만 다시 본떠서 끼워 맞추

도록 한다. 마루는 보수 후 구부재와 신부재의 색을 맞

추기 해 고색가칠 10)을 해 다.

9) 박약재에서는 지붕면의 처짐 상 등이 발견되었는데, 산자 이상을

해체한 후 확인(2015년 5월)해 본 결과 서까래 등 많은 상부 구조

물이 훼손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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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제 보수 방안 사례 번호 발생 빈도(회)

기단

부
기단

기단 끝부분 탈락 원형으로 재시공 12 1

바닥 면석 벌어짐 강회다짐 3 1

축부

석, 고막이 고막이 균열 탈락 훼손된 부분 제거 후 강회다짐 1,3 2

마루, 온돌

우물마루의 청 벌어짐 뒤틀림

등
청 을 어낸 후 마지막 장만 본 떠 끼워 맞춤 6,9,11,13 4

장 구들 훼손 원형으로 재시공 11 2

기둥

부식 갈라짐 수지처리 는 동바리 작업 2,4 2

기울어짐 정 실측 후 해체보수 3,10 2

뒤틀림 추를 띄어 확인 후 드잡이 11 1

벽체

곰팡이 발생 벽지 제거 후 곰팡이제거제로 2번 이상 바르고 건조 후 새로 도배 5,7,8,15 4

균열 탈락 훼손된 부분 제거 후 재시공 7,8 2

벽면 배불림 안 진단 후 심벽 보수 여부 결정 13 1

창호(窓戶) 문짝 살창 등 훼손 기존상태를 유지하는 범 내에서 훼손된 부분만 다시 목재를 짜 붙여 보강 2,5,7,8,14,16 6

공포 소로 흘러내림 소로와 첨차 사이에 고정 10 1

굴뚝 균열 원형으로 재시공 16 1

지붕

부

보(梁) 균열 안 진단 후 탄소섬유 는 띠철 보강 2,9 2

천장
처마 치받이 흙 탈락 앙토 바름 1,12 2

천장부재 갈라짐 기존부재와 동일 수종의 신재로 교체 3 1

서까래(椽木) 갈라짐 안 진단 후 기존부재와 동일 수종의 신재로 교체 2 1

기와(瓦)
균열 탈락 기와 고르기 는 교체 1,2,13,15 4

지붕 처짐 안 진단 후 서까래 등 상부 부재 교체여부 결정 15 1

단청(丹靑) 훼손 원형으로 재시공 9 1

<표 7> 제천시 목조 건축문화재의 부 별 훼손 황에 따른 보수방안

벽체에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의 실내벽지를

완 히 제거한 후 곰팡이 제거제를 2번 이상 바르고 건

조시킨 후에 새롭게 도배해야하며, 벽체 하부에서 균열

탈락 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상된 부분을 어내

어 다시 바름을 해줘야 한다.

창호에서 문짝 살창 등의 훼손된 부분은 완 교체

보다는 기존상태에서 목재를 짜 붙여 보강하도록 한다.

공포에서 소로가 으로 흘러내린 것은 부분 으로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새롭게 을 만들어 교체해

주어야 할 것이다.

지붕부의 보에 발생한 균열은 안 진단 후 탄소섬유

보강을 하거나 띠철로 감아주는 방법으로 보강을 해야

한다.

외부에 노출된 처마 서까래 등에서 치받이 흙이 떨어

지는 상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치받이 흙이

잘 부착되도록 상부의 산자엮기를 거칠게 하고 그 사이

를 의 알매흙과 아래의 치받이 흙이 일체로 붙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바름을 한다. 이때 흙과 여물을 함께

개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

기와의 동 로 인해 종종 기와가 탈락하거나 균열이

발생하고 처지는 상이 일어난다. 부분은 정도에 따

라 기와고르기나 번와공사로 해결되지만 지붕처짐 상

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북쪽에 자리한 박약재에서

는 기와동 로 인해 북쪽 지붕부가 처지고 실내벽지에

곰팡이가 생기는 상이 외 상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는 구조 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산자이상 해체 후

상부구조재의 부식여부를 단해 보수 범 방법이

정해질 것이다. 공을 한 치수 키우거나 심 등을 활

10) 고색가칠은 오동나무 기름을 3회 정도 칠한다.

용해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물매를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북쪽에 치해 햇빛이 잘 들

지 않아 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근본 인 해결방안이 아

니므로 이에 한 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4.3. 소결

제천시 목조 건축문화재의 훼손원인으로 기단부에서는

빗물 등의 고임에 의한 기단 일부 탈락 바닥면석 훼

손, 축부의 마루에서는 지면의 습기 등으로 인해 청 과

귀틀의 변형, 기둥에서는 빗물 등에 의해 하부 부식, 뒤

틀림, 기울어짐 등, 벽체와 공포에서는 시공 상의 부실에

의한 균열 탈락, 이탈 등이 발생하 다. 지붕부에서는

비와 등으로 인해 기와 탈락 훼손, 치받이흙이 탈

락 등이 발생하 다. 이에 따른 보수방안으로는 문화재

청의 문화재수리 표 시방서를 기본으로 훼손정도에 따

라 보수범 내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기단부

에서는 훼손부 에 강회다짐 등으로 원형으로 재시공하

고, 축부의 마루는 원형으로 부재 교체, 기둥은 부식의

정도에 따라 수지처리, 동바리, 드잡이 등을 시행한다.

벽체는 훼손부 를 제거 후 바름을 하고 창호는 덧붙여

보강을 한다. 기붕부는 훼손정도에 따라 기와고르기, 번

와공사, 상부구조 해체 후 보수 범 방법을 결정하

고, 보의 균열은 안 진단 후 탄소섬유 는 철물 등으

로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표 7>과 같이 제천시 목조 건축문화재는 축부에서

창호, 마루, 벽지가, 지붕부에서는 기와에서 많은 훼손이

발생했다. 제천시는 이들 부분에 한 지속 인 모니터

링과 산확보, 보수 보강기술 개발 등 추후 목조 건

축문화재의 보존정책에서 반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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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제천시에 소재하고 충청북도 지정 문화재인

16 의 목조 건축문화재를 상으로 문화재에 한 보존

황을 조사하고 훼손 원인을 찾아 이에 한 최 의 보

수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연구 상인 목조 건축문화재를 기단부, 축부, 지

붕부로 나 어 조사하 으며, 기단부에서는 바닥면석이

갈라지고 기단 끝부분이 탈락하는 상이 발생하 다.

축부에서는 석/고막이, 마루, 기둥/벽체, 창호, 공포 등

에서 균열, 갈라짐, 부식, 기울어짐, 뒤틀림, 배불림 등의

상이 발생하 으며, 지붕부에서는 보, 서까래, 기와 등

의 균열과 치받이 흙의 탈락 등이 발견되었다.

둘째, 목조 건축문화재의 훼손원인 가장 많은 부분

은 재료의 물리 한계에 의해 발생하 다. 기단부에서

는 빗물의 낙수 는 빗물 고임 등, 축부의 마루에서는

동자주 등이 없거나 휘어짐 등, 기둥에서는 빗물의 튐,

석 상부면의 가공정도, 목재의 함수율, 지반침하 등,

공포에서는 의 유무 등에 의해 훼손이 발생하 다. 지

붕부에서는 빗물과 동 등에 의한 방수층의 괴, 력

등에 의해 훼손되었다.

셋째, 목조 건축문화재의 보수방안으로는 기단부의 벌

어진 부 와 탈락 부 에 강회다짐 등을 해주고, 축부의

마루는 부재의 교체 후 고색가칠, 기둥은 부식의 정도에

따라 수지처리 는 동바리, 뒤틀린 경우는 진행정도에

따라 드잡이 한다. 벽체의 균열 탈락 부 는 손상된

부분을 어 낸 후 바름을 하고, 창호의 훼손된 부분은

덧붙여 보강하도록 한다.

지붕부의 기와 탈락과 균열은 정도에 따라 기와고르기

는 번와공사를 하고 처짐이 보일 때에는 상부구조의

안 진단을 거친 후 보수 범 방법을 결정한다. 치받

이 흙의 탈락은 상부의 산자엮기와 알매흙 등이 일체가

되도록 바름을 하고, 보의 균열은 안 진단 후 탄소섬유

보강 는 띠철로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천시 목조 건축문화재뿐만 아니라

타 지역 건축문화재의 지속가능한 보존을 해 방

차원의 보존방안 마련에 일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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