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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목조문화재의 외부소방환경 실태조사 연구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External Fire-Fighting Environment for
Important Wooden Cultural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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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signation status, general aspects and fire characteristics of 159 important wooden cultural assets designated as national
treasurers were reviewed in this study. And, the access roads for fire trucks, mobilization time and distance of fire trucks, and
establishment status of fire trees and fire lines among the external fire-fighting environmental elements surrounding the important
wooden cultural assets were analyzed through the actual condition survey of important wooden cultural assets to draw any existing problems. Through this study, the improvement schemes for fire-fighting measures in future were presented.
Key words : State-designated historic timber architecture, Surrounding environment, Field survey

요

지

본 연구에서는 국보, 보물로 지정된 159개소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해 지정현황 및 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중요목조문화재
실태조사를 통하여 중요목조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소방환경 요소 중 소방차 진입로, 소방차 출동시간 및 거리, 방화수림
및 방화선 구축 현황, 주변 위험물 환경 등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중요목조문화재 향후 소방대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 중요목조문화재, 외부소방환경, 소방차 진입로, 소방차 출동거리 및 시간, 방화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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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진화가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2008년 국보 1호인 숭례문 화재, 2009년 여수 향일암 화

본 논문에서의 소방환경이란 화재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

재, 2010년 범어사 천왕문 화재, 2012년 구례 화엄사 각황

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에 대하여 공간적으로 구분하

전 방화사건, 정읍 내장사 대웅전 화재 등 매년 화재 발생으
로 많은 목조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다. 이에 문화재 안전관리

여 내부소방환경, 주변소방환경, 외부소방환경으로 나누어 분
류하였다. 국가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내부적인 소방환경요인

를 위한 인력 보충, 법/제도 강화, 시설 확보, 예산 확충 등

은 내부 소화시설, 내부 감지시설, 내부 경보시설, 방염여부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등이 있고, 주변소방환경적 요인에는 안전경비인력, 자위소방

목조문화재의 본질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주재료가 나무이

대, 주변 소화시설, 주변 감지시설, 종합방재상황실 등이 있

기 때문에 연소성이 높고 화재 저항성에 대하여 매우 취약하
며 오랜 세월이 경과되어 건조된 상태에 있으므로 작은 화원

다. 또한 외부소방환경은 소방차의 출동여건, 소방차 진입도
로의 수 및 형태, 주변산림 및 방화선 등이 있으며 세부적인

에 의해 쉽게 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착화 후에도

내용은 Table 1과 같이 정리 할 수 있으며 개념도는 Fig. 1

매우 빠른 속도로 화재가 성장하고 화염이 전파되어 단시간

과 같다.

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 보통 목조문화재는 내장재가 타기

이처럼 목조문화재는 고정시설로서 내부의 소방환경 뿐만

쉬운 가연물로 되어 있어 순간적으로 F.O(Flash Over)에 도
달하여 10분 내에 화재 최성기에 도달, 최고 약 1,100oC까

아니라 주변과 외부소방환경도 고려해야 한다. 외부소방환경
의 미흡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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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atus of Firefighting Environment in Historic Timber Architecture
문화재 소방환경 항목
문화재 지정위치
문화재 부지면적
문화재 건축면적
문화재
내부 소화시설
자체 특성
내부 감지시설
내부 경보시설
방염여부
안전경비인력
자위소방대
소방안전관리자
주변
소방환경
주변 소화시설
주변 감지시설
종합방재상황실
소방차 출동 여건
소방차 진입로 형태
외부
소방환경
주변산림 및 방화선
주변 위험물 현황

내용
도시형 문화재, 산악형 문화재, 해안형 문화재
최대부지면적, 최소부지면적, 평균부지면적
최대건축면적, 최소건축면적, 평균건축면적
소화기, 간이형소화기구, 미분무소화시스템
CCTV, 감지 및 침입센서,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경보기
방염여부활동
대응인원수, 평균연령, 자격
자위소방대의 조직, 업무, 구성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역할
소화기, 옥외소화전(호스릴소화전), 방수총, 간이형소화기구, 수막설비
CCTV, 감지 및 침입센서, 감지기
모니터링 시스템, 업무담당자 배치 및 역할, 방재시설 배치도, 비상연락망
소방차 출동시간, 소방차 출동거리
진입도로 수, 도로면상태, 유형, 특징, 장애물 유무
주변산림과의 거리, 방화선구축 여부
소각시설, 전기위험시설, 가스위험시설, 유류위험물시설, 기타 위험물시설 등

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중요목조문화재 지정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둘째,
중요목조문화재 외부소방환경 요소 중 소방차 진입도로, 소방
차 출동시간 및 거리, 방화수림 및 방화선 구축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중요목조 문화재의 소방대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작성하였다.

2. 중요목조문화재 지정현황 검토
문화재는 지정권자에 따라 크게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국보,
보물, 사적, 중요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등의 국가지정문화재
Fig. 1. Mimetic diagram of firefighting environment status in
historic timber architecture

와 지방정부가 지정하는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사례를 살펴보면 2004년 낙산사 화재가 있다. 이는 양양산불

며 보물은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

로 인해 불씨가 낙산사까지 확산되어 목조문화재가 훼손되었다.

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으로 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요목조문화재의 외부소방환경에 대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말하

정하고 있다.

Table 2. Status by Type National Treasure and Treasure in State-Designated Cultural Timber Property

여수 진남관 등 3개소
-

보물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2)
해남 미황사 등 69개소
창경궁 돈화문 13개소
서울 흥인지문 5개소
의성김씨 종택 13개소
전주 풍패지관 1개소
도산서원 전교당 7개소
경주향교 대성전 등 7개소
삼척 죽서루 등 14개소

사묘재실

서울 종묘 정전 1개소

공주 계룡산 중악단 6개소

합계

24개소

135개소

구분
종류
사찰
궁궐
성곽
고가
관아
서원
향교
누(정)각

국보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1)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등 15개소
경복궁 근정전 등 4개소
서울 숭례문 1개소
-

1,2)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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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및 보물로 지정된 중요목조문화재는 전국에 159개소
로 분포되어 있으며 국보는 24개소, 보물은 135개소로 나누
어져 있다. 국보 24개소 중 15개소는 사찰문화재이며 다음으
로 궁궐, 관아, 성곽 순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물은 135개
중 69개소가 사찰문화재이며 궁궐, 누(정)각, 고가, 서원, 향
교, 사묘재실, 성곽, 관아 순으로 지정되어 있다. Table 2는
국가지정 중요목조문화재 국보, 보물지정 및 유형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Fig. 2. Position status in historic timber architecture

3. 중요목조문화재 외부소방환경 실태조사

재에 대해 현장실측, 사진촬영을 통한 분석, 체크리스트 작성
3.1 조사개요
전국에 분포해 있는 국가지정 중요목조문화재 159개소 중

을 통한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숭례문을 제외한 158개소3)에 대하여 2012년 4월부터 11월까

조사내용은 중요목조문화재의 면적 및 지형적 조건, 소방대
책 등 일반적 현황, 외부소방환경 요소 중 소방차 진입로 유

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각각의 중요목조문화

형, 소방차 출동여건, 방화선 및 방화수림 구축 현황, 주변

Table 3. Outline of Field Survey in Historic Timber Architecture

위험시설의 분포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경북 및 대구지역이 46개소,

구분

내용

조사
일시

수도권 및 강원도지역 43개소, 전라도 및 제주지역 38개소,

2012년 4월~11월(약 8개월)

충청도 및 대전지역 19개소, 경남, 부산지역 12개소였다.

국가지정 중요목조문화재 158개소
수도권, 강원지역
(44개소)

조사
대상

충청도, 대전지역
(18개소)
전라도, 제주지역
(38개소)
경북, 대구지역
(46개소)
경남, 부산지역
(12개소)

Table 3은 국가지정 중요목조문화재 조사개요를 나타낸 것이
다.
3.2 중요목조문화재의 일반적 특성 검토
문화재는 위치한 환경, 건축유형, 지역특성에 따라 화재피
해에 대한 원인, 확산경로, 피해범위가 다르게 나타난다. 따
라서 기본적인 특성을 충분히 검토되어야하며 이에 대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지정 중요목조문화재 위치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도시에 위치한 문화재, 산지에 위치한 문화재, 해안가 근처에
위치한 문화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이 중 산지에 위

조사 -문화재 일반적 현황(중요목조문화재 부지면적, 지정문화재
범위 건축면적, 지형적 현황)
및 -문화재 외부소방환경(소방차 진입로 방향수 및 유형, 소방
대상 차 출동여건, 방화선 및 방화선 구축 현황, 주변 위험시설)

치한 문화재가 103개소로 가장 많았다.

조사 국가기정 중요목조문화재 외부소방환경의 현 실태의 문제
목적 점을 도출하고 이에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

계문이었다.

둘째, 중요목조문화재의 건축면적은 8 m2부터 6,646 m2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그 중 6,646 m2가 최대 건축면적
인 통영 세병관이고 최소 건축면적은 8 m2인 부산 범어사 조
또한 해당목조문화재 평균건축면적을 살펴보면 345.04 m2

Fig. 3. Distribution status of building area in state-designated cultural timber property
3)숭례문은 화재로 인해 복구 중으로 조사 미실시

중요목조문화재의 외부소방환경 실태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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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stribution status of site area in state-designated cultural timber property

로 면적범위가 20~500 m2에 집중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3은 국가지정 중요목조문화재 건축면적 분포 현황을 나
타낸 것이다.

345.04 m2로 조사되었다.
3.3 중요목조문화재 외부소방환경 조사결과

산악에 위치한 문화재는 103개소, 해안에 위치한 문화재는

3.3.1 소방차 진입도로

1개소이다. 산지에 위치한 문화재 103개 중 84개소가 사찰문

중요목조문화재의 외부소방환경 중 소방차 진입도로는 화

화재이고 누(정)각이 8개소이며, 서원, 고가, 사묘재실 순으로
나타났다.

재 발생 시 소방차의 출동시간과 피해규모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셋째, 부지면적은 국가지정 중요목조문화재를 포함한 건물

소방차 진입로는 1방향으로만 진입이 가능한 곳이 124개소

이나 기타 구조물이 차지하고 있는 땅의 면적으로 검토하였

로 가장 많았고 2방향 진입이 가능한 곳은 13개소, 3방향은

으며, 국가지정 중요목조문화재의 총 부지면적은 407.22 m2에
서 24,106,111 m2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최대면적은

1개소, 4방향은 3개소, 5방향 이상은 4개소로 나타났다. 그리

합천해인사로 24,106,111 m2 최소면적은 안동 의성김씨 종택으

수 있었다.

2

2

로 407.22 m 이다. 또한 전체 부지면적의 평균은 699,885 m

이었다. Fig. 4는 국가지정 중요목조문화재 부지면적을 나타
낸 것이다.

고 무려 13개소가 해당 문화재까지의 진입로가 없는 것을 알
이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Table 4는 소방차 진입로 방향 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지정 중요목조문화재는 산지 주변에 위치한
문화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 중 사찰문화재가 대

또한 소방차 진입도로의 유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진입불
가인 도로, 경사가 있는 도로, 곡선도로, 평탄한 도로, 도로

부분이며 평균 부지면적이 699,885 m2, 평균 건축면적이

폭이 협소한 도로, 장애물이 있는 도로가 대표적 유형으로

Table 4. Status in a Number of Direction for Access Road on Fire Engine
소방차 진입로 방향수

대표적 유형 현장사진

1방향 진입로
124개소(86%)
보은 법주사

해당문화재

모식도

수원 서북공심돈, 영주 소수서원, 강학당, 영주 성혈사
나한전, 대구 동화사, 달성 태고정, 공주 계룡산 중악
당, 대전 회적 동춘당, 구리 동구릉 건원릉 정자각, 숭
릉 정자각, 목릉 정자각, 여수 진남관, 고흥 능가사, 순
천 정혜사, 해남 미황사 응진당, 대웅전, 나주향교 등
서울 사직단 정문, 수원 화서문, 강릉 오죽헌, 창경궁
명정전, 통명전, 홍화문, 명전문 및 행각, 김제 금산사
대웅전, 미륵전,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강화 전등사 약
사전, 대웅전

2방향 진입로
13개소(9%)
부산 범어사

3방향 : 서울 문묘 및 성균관
4방향 : 수원 팔달문, 전주 풍남문,
5방향 : 경복궁 경회루, 근정전, 근정문 및 행각, 자경전

3방향 이상 진입로
8개소(5%)
서울 흥인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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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ype Analysis of Access Road on Fire Engine in Historic Timber Architecture
소방차
진입로 유형

현장사진

모식도

진입불가인 도로
13개소
해당 지정문화재
근처까지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유형

수원 방화수류정

경주 양동 관가정

제천 청풍한벽루

밀양 영남루

제주 관덕정

삼척 죽서루

서울 창경궁

영천 숭렬당

전주 풍남문

영천 은해사 거조암

안동 개목사

강화 전등사

서산 개심사

춘천 청평사

청원 안심사

청양 장곡사

강진 무위사

여수 진남관

보은 법주사

서산 개심사

창녕 관룡사

영천 은해사 백흥암

대전 회덕 동춘당

울진 불영사

경주 양동 향단

완주 화암사

춘천 청평사

경주 양동 무첨당

서울 성균관 및 문묘

춘천 청평사

강릉 임영관 삼문

순천 선암사

성주향교

강릉 오죽헌

평탄한 도로
90개소

일반적인 도로 유형으로
도시형 문화재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유형

강릉 오죽헌

경사가 있는 도로
38개소

경사가 있어 문화재까지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어려운 유형

홍성 고산사

곡선 도로
72개소

도로가 곡선으로
소방차가 신속하게
진하는데 어려운 유형

안동 개목사

도로 폭이 협소한
도로 46개소

도로의 간격이 좁아
양방향으로 진입하거나
신속하게 소방차 진입시
어려움이 있는 유형

산청 율곡사

장애물이 있는
도로
28개소
주변상점, 차량, 문,
차단기 등의 장애물로
신속하게 진입하기
어려운 유형

청송 대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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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되었다. 그 중 평탄한 도로는 전체 158개소 중 90개소
이고 경사도가 급한 도로의 형태는 38개소로 나타났다.

또한 소방차가 중요목조문화재에 도착하는 소요시간을 조
사한 결과 해당문화재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15

이는 중요목조문화재가 주로 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로

분이 57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5분 이내가 37개소였고 6~9분,

폭이 좁아 양방향으로 차량이 진입할 경우 정체되어 신속하

16~20분, 20분 초과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문화재까지

게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곡선도로

소요되는 소방차 출동시간을 살펴보면 10분 이상이 61%로

는 심하게 휘어져 소방차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도 상당히 존
재하였으며 도로변 상점, 차량, 차단기 등 장애물로 인해 신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방대원의 초기대응에 어려움이 따르며
중요목조문화재 자체 내에서 초기대응을 위한 시설 및 인력

속하게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Table 5는 중요목조문화재 실태조사에 따른 소방차 진입로

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Fig 5, 6은 근거리 소방서와의 거
리 및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의 대표적인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중요목조문화재에 진입하기 위한 소방도로에 소방
차가 신속하게 진입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많은 부분을 차

3.3.3 방화수림 및 방화선 구축
국가지정 중요목조문화재 주변의 방화수림 구축 현황은 중

지하고 있었으며 좁은 도로 폭, 급한 경사도, 심한 곡선도로,

요목조문화재 158개소 중 47개소가 구축되어 있었다. 도시형

장애물이 있는 도로, 해당지정문화재까지 진입하기 어려운 도

문화재로 방화수림대 구축이 필요가 없는 문화재도 포함되어

로 등 다양한 형태상의 문제가 존재하였다. 또한 주변 상점

있었지만 대부분이 산악형 문화재 중에서도 정비되어 있지

이 진입로를 차지하거나 차량이 진입로를 막고 있어 원활하

않은 곳도 있었다. 이는 산불 등의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화
재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존재한다.

게 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도로가 1방향이어서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와 마주치면 소방차의 초기대응에 장애가
되는 곳도 다수 있었다.

국가지정 중요목조문화재 158개 중 주변에 방화선을 구축
한 문화재는 118개소이며 방화선이 미구축 된 문화재가 40개
소이다. 이에 방화선이 구축된 118개소 중 구축 폭 현황을

3.3.2 소방차 출동거리 및 시간
해당 목조문화재와 소방서와의 거리 및 출동시간에 대해

살펴보면 21~50 m로 구축한 방화선을 가진 문화재가 43개소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2 km미만이 43개소로 가장 많았으

100 m가 6개소, 100 m을 초과한 곳이 14개소의 순으로 나타

며 그 다음으로 3~5 km, 10~19 km, 20 km이상 순으로 분

났다. 즉 방화선을 구축은 하였으나 거리에 대한 최소기준이

포되어 있다.

없어 문화재마다 방화선 구축거리가 각기 상이하였다. 다음

이는 지정문화재와 소방서와의 거리가 5 km미만인 곳이
50%정도였고, 10 km이상이 30%이상을 차지하여 초기대응에

Fig 7, 8은 중요목조문화재 주변 방화수림 및 방화선 구축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를 차지하였고 11~20 m가 34개소, 1~10 m가 21개소, 51~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도 있었다.

Fig. 5. Distance of short distance in fire station

Fig. 6. Move time of short distance in fir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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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tatus of build in fire prevention line and forest

Fig. 8. Status of build distance in fire preventio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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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tatus of surroundings risk facilities in State-designated
Cultural Timber property
구분

사진

서부터 24,106,111 m2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부
지면적은 699,885 m2이었다.
둘째, 소방차가 문화재까지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 전체의
9%를 차지하였으며 산속에 위치하여 경사가 급한 도로는
24%였고 도로의 폭이 좁은 유형은 29%를 차지하고 있었다.

유류시설
관리현황

또한 장애물이 있는 도로는 18% 곡선도로 45%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도로는 별도의 소방대책이 요
순천ㅇㅇ사

순천ㅇㅇ사

구되며 다양한 방향 진입도로의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근거리 소방서와의 출동거리 중 10 km 이상인 곳이
34%로 1/3이상 존재하였다. 목조문화재의 화재특성상 초기대

전기시설
관리현황

응을 고려할 때 소방서와의 출동거리가 먼 경우에는 중요 목
조문화재 자체의 소방대책이 요구된다.
강진ㅇㅇ사

안동ㅇㅇ사

넷째, 국가지정 중요목조문화재의 주변에 방화수림이 미 구
축 된 곳이 70%나 되며 방화선은 25%가 미 구축되어 있었
다. 또한 우리나라 중요목조문화재의 65%가 산악형 문화재로
산중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이 침엽수림대가 많이 존재하여
산불 등의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다.

소각시설
관리현황
논산ㅇㅇ사

나주ㅇㅇ사

이에 문화재 주변 산림에 대한 방화선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
고 정비사업 등을 통한 방재대책이 요구된다.
다섯째, 문화재 주변에 유류 기름통, 정리 상태가 불량인

국가지정 중요목조문화재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주변 환

전기시설, 소각시설 등 위험시설이 있어 이로 인한 화재, 폭
발 등으로 피해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곳이 있었다. 이에

경에 위험시설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가 있었다. 직접 생활을

문화재 주변 위험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구획된 공간

하는 고가(古家) 문화재의 경우 화로, 유류시설, 소각시설, 정

확보와 이에 대한 관리기준의 마련이 요구된다.

3.3.4 문화재 주변 위험시설

리가 미비한 전기시설 등 다양한 위험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사찰문화재의 경우 방치된 유류시설, 정리 상태가 불량

References

한 전기시설, 소각시설 등 화재확산 및 폭발에 우려가 있는
시설들이 나타났다. Table 6은 중요목조문화재 주변 위험시설
의 대표적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보, 보물로 지정된 159개소 중 숭례문을
제외한 158개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하여 문
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소방환경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국보, 보물로 지정된 중요목조문화재는 도
시 내에 위치한 형태가 34%, 산악에 위치한 형태가 65%,
해안가에 위치한 형태가 1%로 약 2/3 정도가 산악지역에 위
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중요목조문화재의 건축면적
은 8 m2부터 6646 m2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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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345.04 m2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지면적도 407.22 m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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