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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its growing awareness by public today, along with our heritage gaining higher standing - such as being listed as World

Heritage - the needs for managing cultural heritage that meet global standard is required, and public's interest towards national

heritage growing higher,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s actively pursuing related projects for scenic amenity that include

systematic preserve/manage/restore the heritage including surrounding environment, also propose harmonious landscape. 1,834

cases of allowance limit for state-designated cultural heritage change are prepared as part of the plan, and the standards are

being expanded actively towards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across the country, contributing towards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living conditions of the locals significantly. 11)

However, some definitions are unclear and possible complaints might arise when applied due to choice of the law, this

research prepares the base material for efficient management of the establishment by diagnosing overall operational status and

proposing alternatives towards the limit and improvements after reviewing the result.

Through this, we expect to see establishment of policies for better management of cultural heritage and its scenic amenity

via maximizing administrative efficiency, whilst positively enhance resident satisfaction around the heritage area as well as

settling the regulations in short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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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잇따른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우리 문화재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는 한편, 국민 의식수준 향상으로 문화재 향유에 대한 

관심도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 회복하고,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경관적 쾌적성 

확보를 위해 ‘현상변경허용기준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834건의 국가지정문화재의 허용기준이 마련되었고,

전국적으로 시·도지정문화재의 허용기준 작성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적용개념의 모호한 정의와 적용 시 지침의 포괄적 해석으로 인해 기준의 일관성확보 및 구체적 

행위기준의 근거가 미약하여 행정 투명성 확보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 제도정착을 위한 종합적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도의 전반적인 운용현황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서 나타나는 한계와 개선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제도의 안착과 더불어 문화재행정의 만족도 증진을 통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적극적 

경관조성정책의 추진을 도모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역사문화환경의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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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문화적 영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21세기, 문화의 시대

를 맞아 세계 각국은 국토의 문화적 품격 제고와 더불어 세계

문화유산 등재 등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이를 활용한 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G20 비상임이사국 및 UN안보리 의장국 

선출 등 국격 상승과 국제적 위상 강화와 함께 소득수준 및 생

활환경 개선으로 문화적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국토의 문

화적 품격 제고 및 역사문화체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잇따른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우리 문화재의 위상이 높

아짐에 따라 세계화에 걸 맞는 문화재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

고, 국민들의 문화재 향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문화재행정

은 문화재 및 주변 경관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일환으로 문화재청은 2000년에 문화재 영향검토제도를 

도입하여 점적 개념에서 면적 개념으로의 관리 패러다임 변화

를 도모하고, 2006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마

련 지침(이하, 지침)의 제정을 통해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

경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 회복하고,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도

모하는 등 경관적 쾌적성 확보를 위한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 결과 1,834건(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14)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이 

마련되었고, 전국적으로 시·도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허용

기준 작성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행정 효율성 제고 및 정주

환경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측면에서 적용개념의 정의가 모

호하고, 지침 적용 시 해석의 여지로 인해 임의적 판단우려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바(Cultural Heritage Administr

ation, 2014), 제도안착과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의 

적극적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 3.0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전략(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13)에 

발맞춰 규제 합리화와 국민 불편경감을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의 전반적인 운용현황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서 나타나는 한계와 개선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

을 모색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

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제도의 안착과 더불어 

문화재행정의 만족도 증진을 통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적극적 경관조성정책의 추진을 도모함으로써 보다 쾌적

한 역사문화환경의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2014년 5월 30일 기준, 국가지정문

화재 3,603건(중요무형문화재 제외) 가운데, 허용기준(고시문 

및 고시도면) 고시자료가 확보된 2,021건(변경고시 포함)을 대

상으로 하였고, 시·도지정문화재는 7,972건(무형문화재 등록문

화재 제외) 가운데, 고시자료가 확보된 2,742건을 대상으로 하

였다. 시간적 범위는 지침 제정(200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고

시된 것을 주된 대상으로 하였고, 고시자료는 미확보된 광역

시·도의 경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 군 구 홈페이지 등

을 통해 확인된 주민의견 청취자료를 포함하여 현황진단을 실

시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현상변경과 관련된 논문, 정책보고서, 관계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학술 및 정책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적

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현황진단 및 특성분석을 통

해 지침 적용 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앞서 전반적인 현황진단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

을 도출하고, 개선목적 실효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제도개선 로드맵’ 을 설정하였으며, 본 연구

는 제도개선 과정 가운데 기초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도 개

선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개념 정의 및 향후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Ⅱ. 개념의 이해

1. 대상의 범위

문화재 및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보존·관리·회복을 위해 문화

재(지정구역), 보호물,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어 법률(문화재보호법, 시행 2014.08.29)

적 정의에 의거, 문화재 및 주변 환경을 공간적 개념으로 구분

하여 대상적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Figure 1. Roadmap for improvement scheme on the allowance 

limit for cultural heritag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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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재(지정구역)

‘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에서 인위적이거나 자

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

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크게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로 분류되며, 지정문화재

는 지정주체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문화

재자료로 구분된다.

2) 보호물

‘보호물’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

물’(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5항)로 해당 문화재가 비(碑)나 불

상․전적류․판각 등 동산문화재일 경우, 보호를 위해 설치한 

비각(碑閣)이나 보호각 등을 ‘문화재 보호물’이라 한다.

3)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제2조(정의) 제4항을 통해 ‘보호구역’을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

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

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으로 정의하

고 있다. 즉, 문화재를 물리적·환경적·경관적으로 보호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소재지·지번·지목·면적·토지소유자 주소·성명 순으로 관보에 

고시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6항에 의거 문화

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

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으로 규

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별히 역사문화환경의 보호를 위한 

지역을 동법 제13조 제1항을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

로 규정하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무형문화재 제외)

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igure 2. Classification by spatial concept about cultural heritage 

and its surrounding

2. 문화재 관련 행위의 구분

문화재 관련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35조에 의거 문

화재 자체(보호구역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와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

가 있는 행위로 구분되고, 그 세부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이 부

정적(위해) 행위와 긍정적(보완) 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지정문화재 보

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현상변경 행위를 주된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Figure 3. Classification by actions taken related to heritage

3. 문화재 현상변경 대상의 범위 구분

문화재보호법(시행 2014.08.29) 상 현상변경의 허가 및 허용

여부에 대한 검토대상은 크게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로 구

분되고, 지정문화재의 경우,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검토하기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검토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4. 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행위 구분

문화재 현상변경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시행 2014.08.29) 제

35조(허가사항)에 의거 당해 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자체의 현상변경 행위(천연기

념물을 표본·박제하는 행위 포함)와 당해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현상변경 행위로 구분된다.

동법 제13조(역사문환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의거 ‘지정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

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일반

적으로 ‘문화재 주변’ 또는 ‘역사문환환경 보존지역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으로 통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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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상변경 행위의 정도에 따라 크게 허가사항과 허가기

준, 경미한 현상변경 허가기준, 허용기준, 신고사항 등을 구분

하여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데, 상대적 관

계를 구분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Figure 4. Classification of actions of cultural heritage changes

Ⅲ. 동향분석

1. 분석개관

현재까지 확인된 현상변경 관련자료 총 264건(문화재 관련

지침 23건, 보존·관리 기준(편람, 매뉴얼 등) 22건, 관련연구자

료(논문, 보고서 등) 219건)을 토대로 문화재 현상변경 제도와 

관련한 동향을 대상에 따라 크게 연구동향과 정책동향으로 나

누어 동향분석을 실시하였다.

2. 정책 동향

1)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회복

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사유재산권의 보호 

및 행정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제도

(이하, 제도)’가 2006년에 도입되었다. 그 성과로 국가지정문화

재 1,834건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이 마련(2014.01 기준)되었으며,

시·도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이 지침을 근거로 전국적

으로 활발히 작성되고 있다.

2009년에는 지침 일부개정을 통해 문화재 유형 및 특성과 관

계없이 일률적(반경 500m 이내)으로 규정하던 영향검토구역

을 유형별, 입지별로 차등 적용하는 ‘현상변경허용기준 작성범

위 규정’을 신설․운영하고 있다.

2010년에는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0000호)을 전부개정하면

서 기존 영향검토구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명시하

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침 적용 및 제

도 운용과정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

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

연도별 계 국보/보물 사적 명승/천기 중민

∼2006 66 10 43 12 1
2007 41 2 32 7 0
2008 358 184 61 66 47

2009 606 228 171 156 51
2010 515 204 166 97 48
2011 200 77 3 109 11

2012 35 17 3 8 7
2013 13 2 2 7 2
계 1,834 724 481 462 167

Table 1. Result for the allowance limit preparation for changing 

the cultural heritage (as of Jan.2014,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from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policy seminar materials, 31st Mar. 2014)

2) 법령의 개정

1980년대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문

화재 보존정책이 점적 보존방식에서 면적 보존방식으로 전환

됨에 따라 관계법령이 변천되어 왔다.

1999년 5월,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 지역 건축행위 시 상

구분 관련제도 주요 내용

1982.

12.31

법률 
제3644호
(전부개정)

∘문화재에 관한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

재자료로 구분

1999.

07.01

법률 
제5719호
(일부개정)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예방
하는 체제 마련

 -건설공사 사업계획 수립 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
도록 함

2000.

01.12

법률 
제6133호
(일부개정)

∘문화재보호구역 관련 제도 개선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적정성 검토(법 제8

조제2항 신설)
 -문화재 외부지역 중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

사에 대해 인·허가 전에 건설공사가 문화재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함(법 제74조제2항 신설)

2002.

12.30

법률 
제6840호
(일부개정)

∘보호물·보호구역 관리 강화
 -지정문화재 또는 보호물·보호구역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
역에 속하는 경우 이를 동법에 의한 보존지구로 지
정·고시된 것으로 봄(법 제79조 제3항 신설)

2010.

02.04

법률 
제10000호
(전부개정)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실효성 확보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

행계획 수립·시행(5년 단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가대상 구체화 및 구

체적 행위기준 고시(법 제13조)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기준 및 허가사항 취소에 

관한 사항 구체화

Table 2. Major transition of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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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관의 사전승인제도(건축법시행령 제8조)가 폐지되고, 2000

년 1월 문화재보호법이 개정(현상변경 허가 관련 조항 신설)되

면서 문화재보호법(법 제74조 제2항)에 의해 건설행위에 대한 

규제(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이내 지역)가 시행되었다.

2010년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0000호)이 전부 개정되면서 

기존 영향검토구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명시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의 허가대상 및 행위기준이 구

체화되었다.

3) 지침의 개정

2006년 9월, 지침(행정지침 제25호)이 제정되면서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이 구체화되었다. 2008년도에는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구역에 관하여 문화재 유형이나 지역적 특성과 관계없이 

500m 이내로 규정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로「문화재주변 영향

검토구역 개선연구용역(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08)」이 진행되었고, 일률적인 영향검토구역을 문화재 유형 

및 입지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12월, 지침 개정(문화재청 훈령 제192호)으로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현상변경허용기준 작성범위(지침 별표3)가 규정

되었다

구분 내용

2006.09.27
∘ 문화재청지침 제25호(제정)
 - 허용기준 범위, 절차, 검토기준 규정

2008.11.06
∘ 문화재청지침 제41호(일부개정)
 - 시·도 문화재위원회 검토조항 삭제

2009.08.28
∘ 문화재청훈령 제165호(제정)
 - 지침을 훈령으로 변경

2009.12.14
∘ 문화재청훈령 제189호(일부개정)
 - 일반서식 자체정비

2009.12.17

∘ 문화재청훈령 제192호(일부개정)
 - 현상변경허용기준 작성범위 규정(별표3 신설)
 - 보존구역, 그외 지역 등 근거마련(제7조7항 신설)
 - 주민의견 수렴방법의 구체화(제8조2항 신설)

2010.11.16
∘ 문화재청훈령 제220호(일부개정)
 - 현상변경허용기준 작성범위(별표3) 조정
 - 허용기준 작성범위 초과지역 처리방법 개선

2011.04.01
∘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 문화재보호법」등 타법제·개정

2014.03.11
∘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 재검토기한 연장(2017년 3월 28일까지)

Table 3. Major transition of guidelines for the allowance limit for 

state-designated cultural heritage change

3. 연구 동향

현재까지 확인된 총 219건의 관련 연구자료(논문, 보고서,

관행본 등)를 대상에 따라 개론에 해당하는 ‘이론연구’, ‘정책연

구’ 와 각론에 해당하는 ‘대상연구’, ‘기법연구’ 으로 구분하여 

동향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제도개선을 정책연구와 특정대상에 

대상으로 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론연구는 역사경관, 역사지구 등의 개념정

의와 현상변경허용기준 제도 관련 연구가 일부 확인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문화재청은 지침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Industry-

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2006)를 통해, 현상변경 및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현상변경허

용기준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 및 마련 절차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점적문화재, 면적문화재, 천연기념물, 명승으로 문화재 

유형을 구분하여 허용기준 검토기준을 제시하였으나, 국보, 보

물, 사적, 중요민속문화재 등의 문화재 종별 특성을 면(面)·점

(点)으로 일반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문화재 성격 및 입지기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

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상변경 작성범위를 개선하기 위한 영

향검토구역 개선연구(Korea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008)의 경우, 문화재와 그 주변 속성 및 입지성

격을 고려하고 도시규모, 용도지역, 문화재유형에 따른 5개 유

형으로 구분, 제시하여 지침 상 개별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작성범위’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문화재 특성보다 주변지역의 

도시화 여부와 가능성 등에 초점이 맞춰져 문화재의 체계적 보

존·관리 수단으로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Ko(2012)는 사적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행위제한 내

용의 구체화와 법령 개선 등을 제안하였으나, 분석대상을 사적

에 한정하고 있어 국보, 보물, 명승, 천연기념물 등 문화재 전반

에 대한 진단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정책연구의 경우, 문화재 보존과 주변지역의 관리방안 연구

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표적으로 역사문화환

경 보존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리방식의 합리화와 투

명화를 목적으로 하는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2012)의 연구가 주목된다.

광역적 역사문화환경 관리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역사문화환

경 보존지역 세분화, 현상변경허용기준 표준화 등을 제시하고 

도시계획과의 정합성 제고 방안을 제안하여 향후 정책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대상연구는 특정 문화재의 보존 및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역

사문화환경 보존방안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지역으로 보면 서울(21건), 경주(8건), 전주(5건), 수원(4

건) 등 대도시 및 고도(古都)에 집중에 되어 있고, 문화재 유형

으로 구분하면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전통건축물을 대상으

로 하는  연구(Chung, 1989; Cho et al., 1995; Heo, 1999.;

Lee, 2000)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며 근대건

축에 관한 연구(Cho et al., 1999; Shin, 2014)가 확인되고 있어,

전통건축물과 더불어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관

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법연구는 문화재 주변 경관관리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등의 고도제한 관련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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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관찰자의 시지각 특성

을 고려한 고도제한 기법에 관한 연구(Yoon et al., 1986; Choi

, 2001; Oh et al, 2004)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

터 조망축, 조망점 등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제안하며 

GIS, 경관시뮬레이션 등을 적극 활용한 연구(Park et al., 2011;

Cho, 2012)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문화재 주변 경관관리를 보

다 체계화·계량화하려는 시도로 주목된다.

연구동향의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문화재 보존적 관점에서 

문화재 활용적 관점으로의 연구흐름의 변화가 확인되는데, 이

는 문화재 관리정책기조가 문화재의 동결 보존적 가치를 생산

(활용)적 가치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Cho et al., 2001).

또한, 대체적으로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범위의 한계를 보이

고 있거나, 현실성을 감안한 개선방안을 도출한 연구성과는 미

흡하였다. 또한, 대다수의 자료가 논문(188건)에 해당하며 관

련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을 위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연구에 있어 문화재 및 주변지역의 쾌적

하고 조화로운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보다 다양하고 적극

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Figure 5. Research trends regarding the cultural heritage change

Ⅳ. 현황진단 및 특성분석

1. 국가지정문화재

1) 분석 개관

지침 제정(2006년 9월) 이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

기준 작성 용역이 2011년 완료를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

었고, 이후 일부 고시가 누락된 문화재와 신규지정문화재, 기 

고시 허용기준의 변경에 대한 고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현

재까지 2,021건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문이 

확인되었다.

2) 특성분석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은 시·도문화재보호조례로 

구분 지정건수(a)
허용기준 고시문 변경 고시문

건수(b) 비율(b/a) 건수(c) 비율(c/b)

국보 364 100 27.5% 23 23.0%

보물 1,973 627 31.8% 71 11.3%

사적 486 565 116.3% 128 22.7%

명승 107 111 103.7% 25 22.5%

천기 390 425 109.0% 51 12.0%

중민 283 193 68.2% 15 7.8%

계 3,603 2,021 56.1% 313 15.5%

Table 4. Current data collection of the limit for state-designated 

cultural heritage change
- Categorized by cultural heritage (as of 30th May. 2014)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안에서 지침에 따라 작성되

고, 최종 고시단계에서 문화재청의 별도 작업이 이루어져 시도

지정문화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관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건설공사 등의 구역별 허용기준 작성에 있어 그 특징을 정리하

면, 아래와 같다.

(1) 현상변경허용기준 구역 설정기준

첫째, 쾌적하고 조화로운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

화재 왜소화 방지와 문화재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일체

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역(보존구역)을 설정하는 한편, 문화재 

내·외부로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배경을 보호함으로써 양호한 

스카이라인을 확보하기 위한 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둘째, 주변의 개발정도, 건축물 현황 등 지역여건을 반영하

기 위해 형평성을 고려한 건축행위를 허용하거나, 임야 배면지

역 등 지형특성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지역은 타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주요특징 내용

왜소화 방지
(완충공간)

∘문화재의 왜소화 방지를 위한 문화재 인접지역 원지형보존
∘노거수, 수림지의 경우 식생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인접지
역 원지형보존

 -뿌리 생육공간, 일조량 확보

일체성 확보

∘문화재 유형별 특성에 따른 관련유적 및 경관요소의 보존
 -전통건축물의 경우 전통마을 입지특성(배산임수)을 고려한 

구역설정
 -지하유구 등 관련유적의 존재가능성을 고려한 구역설정 

조망권 확보∘문화재 내・외부로의 조망을 고려한 구역설정

배경 보존
∘문화재 배경이 되는 후면의 보호를 위한 구역설정
 -전통건축물의 경우 마루선(처마선) 고려한 스카이라인 확보 

진입경관 
확보

∘주요 진입부의 높이제한으로 문화재로의 진입부 개방감 확보

형평성 고려
∘기 개발이 진행된 지역은 주변 건축물 현황 등 형평성 고려 
∘지형특성에 따라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은 
관련법 준용

Table 5. Main characteristics of setting standard of the state-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change limi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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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 최고높이 규제항목

현상변경허용기준은 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을 통해 

문화재의 왜소화 및 고립화를 방지하고, 주변 지역의 입체적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최고높이 제한은 높이와 층수, 두 가지 

수단이 이용되고 있는데, 제도 초기에는 건축물 최고높이와 층

수를 동시에 규제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으나, 2012년 전후로 

시·군 특성에 따라 층수제한을 삭제하고, 건축물 최고높이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규제항목

비고
높이층수 사례

기존(2012 이전) ○ ○ ∘ 5m이하
  (1층 이하)

-

현재(2012 이후)
○ ○ 서울, 충주, 담양, 강진, 밀양, 단양 등 

○ × ∘ 5m이하 부산, 경주, 영월, 창녕, 논산, 영월 등

Table 6. Limit criteria on max. height of the buildings around 

state-designated cultural heritage

2. 시·도지정문화재

1) 분석 개관

시·도지정문화재는 2008년 이후, 꾸준히 작성되어 2014년 5

월 현재, 2,742건이 고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주(196개소), 인천(81개소)지역의 경우, 허용기준 작성을 

완료한 반면, 일부 시·도는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계류되

고 있거나, 최근 첫 허용기준 작성 용역을 발주하는 등 지역별

로 진행상황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지정건수(a)
허용기준  고시문 변경 고시문

건수(b) 비율(b/a) 건수(c) 비율(c/b)

유형 3,234 676 20.9% 17 2.5%

기념 1,682 915 54.4% 19 2.3%

민속 564 207 36.7% 2 1.0%

문자 2,492 944 37.9% 14 1.5%

계 7,972 2,742 34.4% 52 1.9%

Table 7. Current data collection of the limit for provincial level 

cultural heritage
- Categorized by cultural heritage (as of 30th May. 2014)

2) 특성분석

시·도지정문화재는「문화재 보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대상으로 지침에 따라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문과 

공람공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용 및 표기상의 차이점이 확

인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설정 기준

대부분의 시·도는 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을 ‘주거·상업·공업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

는데,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대상구역의 기준을 문화재를 하

는 경우와 주변지역으로 해석하는 경우로 구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기·강원 등이 주변 지역의 도시계획 현황을 기

준으로 하는 반면, 부산·인천·충북 등은 문화재가 위치한 지역

의 도시계획 현황을 기준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위치
기준

주요 
지역

주요 사례
도시계획현황 현상변경허용기준

문화재 
중심

부산‧
인천‧
충북

등 

주변
지역 
중심

경기‧
강원‧
경북

등

Table 8. Examples for establishing the scope for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 

(2) 높이기준

서울·부산·경기 등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높이기준을 준용하

고 있고, 인천·전남·전북 등은 문화재 특성과 시·군별 특성에 

따라 높이기준을 상이하게 운용하고 있는데, 그 세부내용은 아

래의 표와 같다.

인천은 자체규정을 두어 경사지붕 2층 10m, 3층 이상은 1층

에 3m씩 가산하고, 경남은 평지붕에 대해 심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평지붕에 대한 높이기준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문화재청
서울, 부산, 충남, 

제주 등
인천, 충북 등

평지붕
경사
지붕

평지붕
경사
지붕

평지붕 경사지붕

1층
∘5m
  이하

∘7.5m
  이하

∘5m
  이하

∘7.5m
  이하

∘4m이하
  (제천) 
∘7m이하
  (무주 등)

∘6m이하
  (제천)
∘9m이하
(여수, 고흥 등)

2층
∘8m
  이하

∘12m
  이하

∘8m
  이하

∘12m
  이하

∘8m이하

∘10m이하
  (인천)
∘11m 이하
(정읍, 고창 등)

3층 
이상

매층 높이 
3m 가산

매층 높이 
3m 가산

매층 높이 3m 가산

Table 9. Height limit by cities and provi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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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역별 행위기준

대전·강원·충남·충북·경남은 구역별 건설공사 등의 행위기준

을 두고 있고, 그 외 시·도는 문화재 특성에 따라 구역을 설정

하여 운용하고 있다. 특히, 경남은 평지붕의 경우, 전 구역에서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고, 경사지붕은 7.5m(1층), 15m(3층),

21m(5층)의 홀수 단위로 구역별 행위를 규정하여 시·군에 적

용하도록 하고 있다.

구분
대전/충남 경남

평지붕 경사지붕 평지붕 경사지붕

1구역
개축, 증축 허용
(증축 10%이내)

개축, 증축 허용
(증축 10%이내)

2구역 1층(5m) 1층(7.5m)

심의대상

7.5m(1층)

3구역 2층(8m) 2층(12m) 15m(3층)

4구역 3층(11m) 3층(15m) 21m(5층)

5구역 4층(14m) 4층(18m) 관련법에 따라 처리

6구역 5층(17m) 5층(21m)

7구역 관련법에 따라 처리

Table 10. Cases for regulations by zones

(4) 건축물 최고높이 규제항목  

서울·부산·인천 등은 층수제한 없이 높이만을 제한하고, 대

구·울산·대전·경기 등은 높이와 층수를 함께 규제하고 있다.

충북·전북은 시·군 특성에 따라 높이와 층수를 함께 규제하

는 방식과 높이만을 규제하는 방식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구분 규제항목 예시 비고

서울/부산/인천/ 강원/경북 높이 ∘8m이하 경북 2012년 이후

대구/울산/대전/  
충남/경남/전남/ 제주 

높이+층수
∘8m이하
  (2층 이하)

경기/충북/전북 

높이 ∘8m이하

혼용
높이+층수

∘8m이하
  (2층 이하)

Table 11. Limit criteria on max. height of the buildings around 

cultural heritage at provincial level

(5) 공통사항

부산·충남·강원·제주 등은 공통사항을 통일하여 운용하고 있

고, 서울·경기·전남·전북 등은 문화재 특성에 따라 공통사항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특히, 충남은 아래의 표와 같이 개별심

의 범위와 대상을 당초 100m에서 300m로 확대 조정하고, ‘축

사’ 와 ‘10층 이상 건물’을 포함, 공통사항을 변경 고시(2013.10)

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분 기존 변경

1구역
기존건물 범위 내 개축, 증축 허
용 (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 이내)

기존건물 범위 내 개축, 증축, 재
축 허용(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
적 10% 이내)

공통
사항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지역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도문
화재위원회 개별심의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의 지역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축사, 분뇨 및 쓰레
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
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은 도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

-
<신설>영향검토 구역 내 10층 이
상 건물은 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

Table 12. Change notice of common issues for Chungcheongnam-do

Ⅴ. 개선방안

1. 개선 기본방향 설정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주변지역의 쾌적한 역사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

된 본 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인 역사문화환

경 보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개선 기

본방향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으로 제도의 합리화 방안 마련을 통한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제도개선을 목표로 세우고, 접근전략을 보

존, 조화, 개선으로 구분․제안하였다.

비전
체계적인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체계 구축

⇧

목표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제도개선

개념 제도의 합리화 방안 마련

접근
전략

보존 조화 개선

원형유지를 
목적으로 한 
정체성 확립

문화재의 경관적 
쾌적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규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안정화

Figure 6. Setting up the master plan for improvement

2. 개선방안

선행 제도의 개념 정립, 연구동향 분석, 허용기준 작성현황 

분석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개념적,

운용적, 제도적 측면으로 개선방안을 구분하여 제안하였는데,

제도적 측면의 경우, 제언을 통해 전체적 맥락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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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적 측면

(1) 문화재구역의 표기 통일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구역은 크게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으

로 구분되는데, ‘보호구역’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시행 2014.08.

29) 제2조에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구역'으로 정의

하고 있는 반면, ‘지정구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개념이 모호한 

실정이다.

따라서, 문화재보호구역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

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

하여 지정된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화재 지정구역은 ‘지정

문화재의 점유면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분
주요 사례

지형도면 현상변경허용기준

‘문화재지정·
보호구역’을 

‘문화재구역’으
로 표기

(2011.03.18.고시) 

‘문화재지정구역
’을 

‘문화재보호구역
’으로 표기

(2011.12.20.고시)

Table 14. Examples of incorrect notation between the 'designated' 

and 'protected' area of the cultural heritage 

또한, 문화재구역은 ‘문화재 현상변경 업무 편람(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09)’을 통해 문화재지정구역과 동

일한 의미로 정의하고 있어 허용기준 작성 시 혼용될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 문화재지정·보호구역을 문화재구역으로 고시하

거나, 문화재지정구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고시하는 사례가 

아래 표와 같이 빈번히 확인되고 있다.

이에, 지정·보호구역, 문화재구역 등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

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대표적으로 편람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화재구역을 문화재지정구역과 문화재보호구

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추가 정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문화재구역

문화재구역(보호구역)

문화재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구역

문화재구역(지정구역)

문화재로 지정된 구역 
(문화재 점유면적)

Figure 7. Improving cultural heritage area

(2) 허용기준 대상(건축물, 시설물 등) 표기 개선

일반적으로 현상변경허용기준은 구역별 허용 가능한 건축물 

최고높이를 제시함으로써 건축물이 허용기준의 주된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침․업무편람․고시문 등을 보면, 건축물 이외에

도 시설물, 건물 등의 용어가 명확한 정의없이 혼용되고 있다.

특히, 문화재 현상변경 업무 편람 중 기존 시설물에 관한 사

항(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09: 81)에서도 ‘기존 

시설물은 재 개축을 허용하고, 기존 건축물의 일정범위 내에서 

증축을 허용한다’고 기술하며, 건축물과 시설물이 혼용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주요내용

건축물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

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시설물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

 -도로·철도·항만·댐·교량·터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

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

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물 등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관리하는 시설물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Table 15. Definition of buildings and facilities

건축물과 시설물은 위의 표와 같이 건축법 등에 의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지만, 건물은 법률적 용어이기 전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에 해당한다. 건물은 일반적으로 거주, 작업, 물

건의 적치 등을 위하여 만들어진 건조물로 정의 할 수 있으나,

구분 문제점 주요 개선사항

개념적
 측면
(용어)  

 ① 문화재지정구역, 문화재보호구
역, 문화재구역의 혼재
 ② 허용기준 대상(건축물·시설물 
·건물 등)에 대한 정의 없이 혼용
 ③ 보존구역의 명칭 및 행위제한
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표현 
 ④ 기존 건축물 건설행위 허용범
위에 대한 다양한 표현(개보수, 대
수선, 개·재축 등)
 ⑤ 모호한 행위제한(조화되는, 과
도한, 지양 등)
 ⑥ 다양한 고시도면 작성 방식

 ① 문화재구역의 표기 통일

 ② 허용기준 대상(건축물, 시
설물 등) 표기 개선
 ③ 보존구역의 행위제한 표기 
개선 
 ④ 기존 건축물·시설물 건설
행위 허용범위 표기 개선

 ⑤ 모호한 행위제한 규정 개
선
 ⑥ 도면작성 방식 개선

운용적
 측면

 ① 기 고시 허용기준과의 중첩지
역 고려 미흡
 ② 허용기준 작성범위에 대한 해
석의 여지
 ③ 경계선(지역 및 구역경계 등)
에 대한 해석의 여지
 ④ 행정주체에 따라 상이한 높이
기준(최고높이 및 층수)

 ① 기 고시 허용기준과의 중
첩지역 관계기준 설정
 ② 허용기준 작성범위 기준 
설정
 ③ 경계선 해석(지역 및 구역
경계 등) 기준 설정
 ④ 높이기준(최고높이 및 층
수)의 설정 등

제도적
 측면
(제언)

 ① 기 고시 허용기준의 적정성 검
토 제도 부재
 ② 보존 위주의 규제
 ③ 정합성 미흡
 ④ 자발적인 주민 참여 유도 불가

 ① 허용기준의 정기적 적정성 
평가 제도 제안 
 ② 합리적 규제 도모
 ③ 정합성 제고
 ④ 지원 및 자구책 보완

Table 13. Major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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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정의가 없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고시문 및 고시도

면에 표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좀 더 정제된 표현이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3) 보존구역의 행위제한 표기 개선

2009년 12월, 문화재청은 지침 일부개정(훈령 제192호)을 통

해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지형, 삼림, 수계 등

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 건물 규제가 불가피한 지역, 기타 특별

한 검토가 필요한 구역은 ‘보존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

다(지침 제7조7항1).

이는 문화재의 보존·관리·회복에 건설공사가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지역, 문화재와의 상관성 또는 자연환경 우수지역 등에 

대하여 건설행위를 제한하고, 보존을 위한 구역설정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 하겠다.

‘보존구역’은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상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구획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행위제한에 대한 표현법은 아래의 

표와 같이 문화재 종별 및 지정주체, 지역, 시기 등에 따라 ‘원

지형 보존’, ‘신축 증축 금지’, ‘심의구역’,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등 다양한 표현으로 고시되고 있어 허용기준을 해석․적

용함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보존구역의 행위

제한에 대한 표현법을 통일시킴으로써 일관성 확보 및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구분 허용기준

국가
지정

국보‧
보물

∘원지형 보존      ∘보존구역 등

사적
∘보존구역         ∘신축 및 시설물 설치불가 등
∘신축금지         ∘심의구역 등 

천기‧
명승

∘신축 및 시설물 설치불가  ∘원지형 보존
∘기존규모 개축‧재축 허용  ∘기존규모 재‧재축 허용 등

중민 ∘신축불가         ∘원지형 보존지역 등

시‧도
지정

서울 ∘보존구역         ∘심의구역 등

부산 ∘기존 시설물 규모 내 재‧개축 허용 등

인천
∘원지형보존
 -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 기존 건축물은 개축 허용  등

대전
∘현상유지: 기존 건축물 범위내 개축, 증축 허용  
  (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 이내) 등

경기 ∘원형보존구역     ∘현상유지구역 등

강원
∘원지형 보존
∘신축 및 신규시설물 설치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Table 16. Examples of notation of the preserve area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시행 2014.08.29) 제13조 6항(구체적

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

하여지는 건설공사는 인 허가 전 영향 여부 검토를 생략함)에 

의거, 보존구역에서의 건설행위가 원칙적 제한이 아닌 문화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법률적 해석을 근거

로 ‘개별 심의구역’ 으로 통칭하는 것이 설정 취지 및 이해도 

제고에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4) 기존 건축물(시설물) 건설 행위기준 표기 개선

문화재보호법(시행 2014.08.29) 제13조 2항(건설공사의 인

허가 전 영향 여부 검토)에 근거하여 허용기준은 건축물의 신

축·증축 등 건설공사의 인 허가를 필요로 하는 신규공사에 대

한 허용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문

화재 현상변경 업무 편람을 통해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또는 ‘건축면적·연면적 10% 범위 내 증축 허용’ 등의 문

구를 제시하여 문화재 특성, 주변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

로 적용하도록 하였다(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09: 81).

그러나, 아래의 표와 같이  ‘개·보수 허용’, ‘개축 및 대수선 

허용’ 등 다양한 표현이 빈번하게 확인되고 있고, 증축을 허용

하는 경우는 수평증축에 한하거나, 20%까지 완화하여 고시된 

사례가 확인되는데, 개 보수 및 수선은 현상변경허용기준의 대

상이 되지 않는 경미한 행위로 규제의 실효성이 없고, 기준이 

상이한 증축의 허용은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는 바, 적용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범위 내 증축 허용은 지역특성

에 따라 충분히 운용 가능하다 판단되나, 행정구역이 상이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우, 개 재축에 한해 허용되는 경우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광역적 측면의 동일한 기준설정이 이루

어져야 한다.

구분 기존 시설물에 관한 사항

사적 제00호○○○
(2008.02.18 고시) ∘기존 건물 개보수 허용

사적 제00호○○○
(2009.05.06 고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20% 내에서 
  증축 허용(단 1회에 한함)

보물 제00호
(2010.08.30 고시) ∘신축불가, 기존건축물 개‧보수, 재축 허용

사적 제00호○○○
(2010.10.08 고시) ∘기존 건축물 규모 내의 개축 및 대수선 허용

중민 제00호○○○
(2012.08.24 고시)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개수 및 
  보수 가능

Table 17. Examples of notice regarding existing facilities

(5) 조화, 지양 등의 모호한 행위기준

개별문화재 특성에 따라 절·성토 범위, 용도, 면적 및 층수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공통사항’으로 고시함에 있어 ‘주변경관

과의 조화되는 건축양식’, ‘과도한 성·절토 금지’ 등 기준이 모

호하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표현이 아래의 표와 같이 다수 확

인되었는데, 이러한 모호한 행위기준은 민원인에게 혼란을 초

래할 수 있어 좀 더 명확하게 표현·표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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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중민 제00호○○○
(2008.04.10 고시) ∘가급적 원지형 보존, 과도한 성‧절토 금지

중민 제00호○○○
(2009.09.11 고시) ∘○○마을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양식만 허용

중민 제00호 ○○○
(2010.08.25 고시)

∘한옥, 절충한옥 등 ○○고택경관과 조화되는 건축양
식에 한하여 적용

사적 제00호 ○○○
(2011.07.22 고시)

∘농가 창고 외관 색상은 무채색, 저채도 계열로 하여 
돋보이지 않도록 한다.

천기 제00호 ○○○
(2011.08.02 고시) ∘1구역중 우량농지가 아닌 지역은 2구역 기준 적용

보물 제00호 ○○○
(2012.03.07 고시) ∘평지붕, 원색의 건축재 지양

Table 18. Examples of ambiguous restriction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권장’ 등의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필요시 문화재 특성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높이 이외

에 지붕형태, 색상, 재질 등을 심의할 수 있는 ‘개별 심의구역’

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6) 허용기준·허가기준 등의 명칭사용

일부 현상변경허용기준에서 ‘현상변경기준’, ‘현상변경허가기

준’,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 등의 명칭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표현이 민원인 및 관계자 등에게 허용기준 및 구역별 행위기준 

설정 취지를 전달함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바, 지침 제2조

(허용기준의 의의)에 의거, 현상변경허용기준의 명칭과 의의를 

명확히 숙지하고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명칭 현상변경허가 기준 현상변경 허가기준

도면

경기 기념00호○○(’09.01고시) 경북 유형00호○○(’09.04고시)

명칭 현상변경 기준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

도면

전북 문자00호○○(’11.08고시) 인천 기념00호○○(’12.02고시)

Table 19. Examples of different notations for the limit for cultural 

heritage change

(7) 도면작성법(구역별 색상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개별적으로 작성된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최종 고시 전 문화재청의 별도작업을 통해 일괄적으로 

설정된 색상을 적용하여 허용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반면, 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 인천·충남·경북 등은 국가지

정문화재와 같이 자체 색상기준을 정하여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광역시·도는 용역기관별로 달리 작성된 허용기준

안을 심의·의결된 내용을 반영하여 그대로 고시하고 있어 다양

한 색상이 사용되고 있다.

구분 표기방식 구분 표기방식

서울 ○
(높이별 색 지정) 충남 ○

(구역‧높이별 색 지정)

부산 ○
(구역순서별 색 지정) 충북 ×

대구 - 경남 ○
(구역‧높이별 색 지정)

인천 ○
(높이별 색 지정) 경북 ○

(구역순서별 색 지정)
광주 - 전남 ×
울산 - 전북 ×

대전 ○
(구역‧높이별 색 지정) 제주 ○

(높이별 색 지정)

경기 × 세종 -
강원 ×

Table 20. Color settings for published drawings by cities and 

provinces

이는 개별 문화재의 허용기준 해석에는 무리가 없으나, 복수

의 허용기준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허용기준 해석 및 적용에 혼

란을 초래할 수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된 색상표현 규정을 

마련하거나, 색상을 지정하지 않은 광역시・도에서 자체 색상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고시도면 작성에 있어 레이아웃 및 선두께 등이 각각 

다르게 고시되고 있고, 일부 시·군은 고시도면을 핸드드로잉으

로 작성·고시하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구분 유형문화재, ’11.01.25 고시 문화재자료, ’11.03.18 고시

도면

Table 21. Examples of hand-drawn published drawings

이에 따라, 도해력 및 정확성의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AUTO CAD 등을 활용한 디지털데이터 구축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도면 작성기준’ 을 별도로 마련, 적용할 필요가 있다.

2) 운용적 측면

(1) 기 고시 허용기준 중첩지역의 기준 설정

지정문화재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겹칠 경우, 지침 제7

조3항에 의거 허용기준을 통합·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고시된 사례의 경우, 중첩되는 지정문화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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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문화재 인접지역까지도 건축행위가 가능한 구역

으로 고시되거나, 동일 필지에 둘 이상의 상이한 허용기준이 

고시된 사례가 일부 확인되고 있는 바, 운용단계에서 강화기준

을 우선 적용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판

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기 고시 허용기준이 당해 문화재를 고려한 경우에는 

기 고시 허용기준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둘째, 당해 문화재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최고높이 등의 

행위를 규정한 지역은 기 고시 허용기준의 변경 여부를 검토하

여 필요시에는 별도기준을 작성하여 운영한다. 단기적으로는 

두 허용기준을 모두 적용하되 강화기준을 적용하나, 장기적으

로는 상이한 기준에 따른 혼란 예방차원에서 기 고시 허용기준

의 변경고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한다.

셋째,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는  ‘그 외  지

역’의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고려한 현상변

경허용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한다.

구분 개선방안

당해 문화재 고려시 ∘기 고시 기준 반영

당해 
문화재 
미고려

시

행위규정 
구역(최고높
이 제한 등)

∘변경 필요 시 별도 기준 작성
∘단기:양측 허용기준 모두 적용(강화기준 적용 개념) 
∘중장기:상이한 기준에 따른 혼란 예방차원에서 기 고
시 기준 변경

관련법 
적용 구역

∘당해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작성 및 적용

Table 22. Plans to reform permit-overlapping area when contribute

(2) 허용기준 작성범위 기준 설정

서울과 전북, 제주를 제외한 광역시 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은 200m, 그 외 지역은 300m 또는 500m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된 유사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지역에 대한 해석방

법에 따라 운영상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산 인천 충북 등은 문화재가 위치한 지역의 

도시계획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설정하

는 반면, 경기 강원 경남 등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해당 

필지의 도시계획에 따라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구분 문화재 기준 주변지역 기준

해당 
광역시‧도

부산, 인천, 충북, 울산, 
전남, 충남

경기, 강원, 경남, 경북, 
대구, 대전

Table 23. Interpretations of city plans for the historical & cultural 

preserve area

특히, 문화재가 위치한 지역의 도시계획을 기준으로 하는 경

우, 문화재가 위치한 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해당하면,

그 주변 지역 자연환경의 특성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반경 

200m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반면, 문화재가 ‘그 외 지역’에 위치하면, 그 주변이 고밀도로 

개발된 시가지일지라도 300m 또는 500m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으로 설정하게 되는 등 해석방법에 따라 영향검토구역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명확한 해석기준이 필요한 실정이다.

<Table 24>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면적을 ‘100’으로 환

산하여 문화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주변 도시계획을 기준

으로 하는 경우의 면적을 수치로 보여준 것으로, 문화재를 기

준으로 하는 경우 문화재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위치하여 일

정부분 완충공간이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주변 도시계획을 기

준으로 하는 경우보다 더 넓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재 기준 주변지역 기준

구분 면적 구분 면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00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76.0

제1종일반주거지역 37.9 제1종일반주거지역 13.9

자연환경보전지역 62.1 자연환경보전지역 62.1

Table 24. Examples of setting up the range of the allowance limit
(  : various range of the limit, depe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ity plans)

이에, 당초 도시지역(주․상․공)에서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을 조정하였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시·도문화재보호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변 지역의 도시계획을 기준으로 

범위를 설정하는 방안이 본 제도의 취지에 좀 더 부합된다 하

겠다. 다만, 문화재 주변 지역의 도시계획지역·지구 변경 시에

는 행정주체간의 사전조율을 정책계획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겠다.

(3) 경계선 해석기준 설정

현재, 1필지 내 2이상의 구역이 설정되어 허용기준이 상이한 

경우와 둘 이상의 구역경계에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무조건적 

강화기준 적용, 건축물 위치에 따른 구분 적용, 건축물 점유면

적의 비율에 따른 구역 차등적용 등 방법이 공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인천·충남·경북이 공통사항을 

통해 일괄 적용하고 있는 반면, 경기·강원·전남 등은 일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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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한해 적용하고 있고, 부산·대전·충북 등은 구역경계선 해

석기준을 제외하고 고시 운용하고 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

준으로 하고, 건축물의 일부가 구역경계에 위치하는 경우, ‘강

화기준’을 적용하나, 강화기준을 표현함에 있어 상위기준, 상위

지역, 작은 숫자지역 등 다양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다.

구분 해석기준 상세내용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대전, 충북, 

전북, 제주 등

×  

인천 ◦ ∙적용경계 건축선 기준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 상위기준에 따름

경기 ◦
∙적용경계 건축선 기준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작은 숫자지역 기준 적용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기준 적용)

강원 ▴
∙적용경계 건축선 기준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 적용
  (예:1구역과 2구역이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충남 ◦
∙적용경계 건축선 기준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 적용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1구역 적용)

경남 ◦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 적용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경북 ◦
∙적용경계 건축선 기준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 적용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전남 ▴
∙적용경계는 실재 건물·시설물이 설치선을 기준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 적용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Table 25. Operating status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boundary 

by city & province
(◦: Exist, ▴: Mixed, ×: None)

이와 같은 건설행위시의 구역 적용경계에 대한 다양한 표현

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함에 따라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표현이 

필요하다. 이에 기 고시된 허용기준 및 해석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광역시 도를 고려하여 지침 상 해석기준을 추가 보완하

여 이해도를 높이는 개선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높이기준(최고높이 및 층수)의 설정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지침 제17조(기본원칙)에 의거, 문화

재의 조망과 경관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최고 돌

출점(옥탑, 계단탑 등 이와 유사한 것의 최고점)으로 하고, 높

이의 기준점은 지표면으로 하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에는 그 건축물 등의 주위가 접하는 부분을 가중 평균한 지점

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제도의 건축물 최고높이 산정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이 건축법 상의 기준과 다른 것으로 행정주체에 따라 기준이 

다름으로 인해 민원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한편, 적용기분의 불

명확성으로 인해 기준적용의 당위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는 실

정이다.

구분 정 의

건축물
최고높이
(지침 및 
업무편람)

∘문화재의 조망과 경관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건축물의 최고높
이는 건축물 등의 최고 돌출 점으로 함(예시 : 건물의 옥탑부
가 있는 경우 옥탑의 최고점)

∘높이의 기준점은 지표면으로 하되, 지표면에서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등의 주위가 접하는 부분을 가중 평균한 
지점으로 함(지침 제17조 기본원칙)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

 (문화재 현상변경 업무 편람, 문화재청, 2009)

건축물 
높이

(건축법)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1층 전체에 필로
티 설치되고 일조 등을 높이 제한받은 경우 필로티 층고 제외)
로 함

∘가로구역으로 높이 제한 받은 경우는 다음과 같음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
 -단, 노면 고저차가 있는 경우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

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
 -또는,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Table 26. Defining max. height of the building 

따라서, 건축물 최고높이 산정기준을 건축법의 높이산정기

준과 정합성을 높이는 방안 및 기타 세부기준 설정을 통한 적

용효율성 제고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 검토기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가중 평균한 지점’을 높

이의 기준점으로 하고 있는 지침상의 내용을 문화재로부터 외

부 조망 시 입면투영면적이 변화되지 않도록 ‘해당 지점’, 또는 

‘문화재방향의 낮은 지점’ 을 높이산정의 기준점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상변경허용기준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요구되

고 있는 임의성의 배제 및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현황을 진단하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관련 논문, 정책보고서, 법령 등에 기초하여 공

간적 개념을 구분·정의하고, 현상변경 대상과 행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연구 및 정책동향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개념과 운용적 측면으로 구분하

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념적 측면은 관련용어 및 고시문

(고시도면) 표기방법 등에 관하여 문화재구역의 표기 추가, 허

용기준 대상 표기법, 보존구역의 행위제한 표기법, 도면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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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개선을 제안하였다. 운용적 측면은 관리주체 및 행

정차원의 허용기준 마련·운영에 대하여 기 고시 허용기준과의 

중첩지역의 관계기준, 허용기준 작성범위 기준, 경계선 해석 기

준, 높이기준 등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제도적 측면의 개선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언한다.

1. 기 고시 허용기준의 재조정

지침 제12조(허용기준의 변경)에 의거, 시간경과 및 재난 그

리고, 지역개발 등으로 인해 문화재 및 주변 여건이 상당부분 

변화된 경우, 허용기준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변

경 고시한 실적은 국가지정문화재 313건, 시·도지정문화재 52

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문화재의 특성변화와 급변하는 사회환

경의 특성을 감안할 때 허용기준에 대한 주기적인 적정성 재검

토를 위한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2. 규제 개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시·도별 범위 및 규제내용이 상이

하고, 문화재유형 및 보호구역 존재 여부 등이 고려되지 않고 

일괄 거리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문화재 유형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다. 특히,

1구역(보존구역)은 대다수의 고시에서 개 재축만 허용하고 있

어 허용기준 제도의 당초 취지를 감안하여 1구역(보존구역)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여 개별 심의가 필요한 지역과 보호

구역 개념의 확대적용이 필요한 지역 그리고, 기준의 완화적용

을 통해 도시계획과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 등으로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3. 정합성 제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용도지역 지구와 관계없이 문화재

지정(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거리를 기준으로 설정된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 지구 지정 시에도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고려되지 않아 문화재 관련규제와 

도시계획간의 상충으로 인한 민원이 빈번한 실정이다.

따라서, 용도지역 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문화

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관계 부처 간의 협의절차 제도화가 요구된다.

4. 지원 및 자구책 보완

적극적인 역사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인센티브제도(용적률 완화, 조세감면 등)를 적극 도입함으

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 관리와 역사문화콘텐츠 개

발을 통해 매력있는 맞춤형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 마케팅지원 등에 대한 행정적 지

원노력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겠다.

더불어 향후, 본 연구를 기초로 현상변경허용기준 작성 및 

허가심의 시 세부 검토기준에 대한 과학적 분석기법의 연구를 

비롯하여 기 고시 허용기준의 적정성 평가, 지정주체별 및 지

역 간 허용기준 격차해소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그리고 관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한 법제개편 등에 대해 단

계적으로 심화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 나아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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