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258 -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근접통과 구간의 철도노선 계획 사례 연구
Research for the Railway Route Planning Adjacent the Protective Zone of Cultural Assets

                                     노병국*                김재복**
Roh, Byoung-Kuk         Kim, Jae-Bok

------------------------------------------------------------------------------------

ABSTRACT
After rapid running is begun in domestic, problem by the train wind that was not considered at existent 
train running appeared. If the High-Speed railway business speed rises by 350km/h in the future, is going to 
become more big issue. This study conducts an experiment that measure in local about KTX train beside 
Gyeongbu High-Speed railway track about aerodynamics effect that happen by passage of train and analyzed.
In case KTX Ⅱ runs with the 350km/h speed, forecasted effect that get in the simple vertical surfaces 
parallel to tracks according to distance from rail center. Compared construction size with structural analysis 
in case do not consider with case that consider the train wind about soundproofing walls representatively.
As a result, proposed wind load standard that apply at soundproofing walls design.
------------------------------------------------------------------------------------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 의미하며1),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특색 있는 역사적인 전통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보존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어 도시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유형물이나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여 문화재 보호구역2)

으로 설정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시 문화재 현상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문화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위원회 등에서 문화재 주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관점이 문화재 외부에서 내부를 보는 측면과 문화재 내부에서 외부를 보는 측면
의 시야를 동시에 만족시키도록 주변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선형 및 구조물 계획을 중요시 하고 이의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화재 보호구역을 근접 통과하는 철도사업 현장의 실무업무를 하면서 문화재 현상변경을 
위한 노선계획 사례를 서술하였다.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을 투자하고 주민협의까지 마친 최적 노선
이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현상변경 심의과정에서 변경되어 사업기간 지연, 노선 변경에 따른 민원유발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철도건설사업의 초기단계인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과정에서 보호 문화재와 철도선형이 
근접되는 경우의 평면선형, 종단선형, 구조물계획, 경관설계에 대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향후 설계시 
이러한 갈등과 소모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화재 보호구
역을 근접통과한 대표적인 철도사업인 울산～포항 복선전철 경주시 구간의 사례를 중심으로 노선계획 
및 문화재 현상변경 과정을 분석하여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현상변경 심의를 고려한 철도사업의 사업
단계별 추진사항 및 선형, 구조물 계획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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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철도는 도로에 비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임에도 불구하고 정거장 설치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물
은 선로가 위치할 지역의 이해당사자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설계초기에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노출된 노선이 상세협의(특히 문화
재 현상변경 및 환경단체 민원 등) 과정에서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변경되는 경우 새롭게 변경될 노선
이 경유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역 민원은 초기의 민원 보다 더 강하고 집단화되어 사업 추진일정에 
큰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는 2장에서 국책사업에 의한 사회갈등의 특징과 문화재 관련법 현황을 살펴보고, 3장
에서는 2005～2008년까지 진행 중인 울산～포항 복선전철 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주시에 신청한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사례를 대상으로, 문화재위원회의 기본설계 노선에 대한 심의결과 
불허 통보 및 재신청을 위한 철도계획 변경내용, 재심의에서 승인된 노선과 기본설계노선의 차이점 및 
이후 승인노선에 대한 주민 집단민원 발생내용과 민원 등을 수용하는 최적대안노선 선정 및 합의과정, 
문화재 현상변경 재신청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4장 결론에서는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한 적절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신청 시기 및 이를 대비한 선형계획, 구조물계획, 경관설계 측면의 기
술적 주요 고려사항을 제언하기 위한 연구로 향후 철도 노선계획 수립시 문화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 협의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민원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철도사업에 의한 갈등과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변경
2.1 철도사업에 의한 사회갈등
    사회갈등은 집단 또는 개인 상호간에 권력, 지위, 이익, 자원 등과 관련하여 서로 대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쟁과 같은 물리적 충돌에서부터 의견대립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모습과 크기로 존재한다. 
대부분의 갈등은 이해관계의 대립․자원의 희소성․방해개념 등이 포함되어 있다.8) 그 중 국가가 시행하
는 중요한 공공사업은 국민생활에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갈등의 양상이 어느 
부문보다도 강하며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다.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변경 허가와 관련한 사업추진자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재위원회
와의 갈등은 정책목표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목표의 차이란 기관 상호간 각각이 
추구하는 조직 활동의 방향이나 사업달성의 평가기준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 집행기관 등은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
진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상호간의 정책의 충돌이 불가피해 진다. 정책목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
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의 차이에서 기인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도 비롯
된다. 현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의견의 일치를 심화시키고 공동체 의식이나 협력관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8)

    철도사업에 의한 일반적인 사회갈등은 철도가 다른 SOC사업과 달리 역사를 중심으로 일정 범위 
지역주민들에 혜택이 한정되는 관계로 용지 편입 지주와 노선대 주변 주민과의 갈등 등이 많이 발생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갈등이 크다고 갈등해소가 반드시 어려운 것은 아니다.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갈등문제를 정확히 정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와 갈등해소에 유리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상호 인식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대화하고 협의하며, 상호 신뢰, 정책의 일관성, 합의사항의 반영 등이 
갈등을 축소하고 해소하는 지름길이다.

2.2 문화재 관련법 현황

    문화재 관련법은 문화재보호법 및 시행규칙∙시행령, 문화재위원회 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7가지이
다. 문화재보호법의 제정 목적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3) 문화재는 인위적이
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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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하며,1) 그 중 우리나라의 역사, 예술, 학술 
방면에서 가치가 큰 것은 지정문화재로 정하여 관리하며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국가지정문화재와 특별
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가 지정한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구분한다.
    문화재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
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뜻
하며,4)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그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
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문화재
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안
으로 한다. 단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
를 정할 수 있다.5)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이라 함은 문화재를 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철거하는 행위 및 포획·채
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용도 변경하는 행
위,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절토·성토 등 지형 또는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등을 뜻하며,6)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보존에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가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서 행해지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7), 5)

    현상변경 허가절차는 신청자가 현상변경 해당 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소재지, 공사명칭, 현상변
경 기타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필요로 하는 사유, 착공일, 준공예정일, 설계서, 현장사진 등을 
기술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면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검
토하고,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며, 불가․허가의 결정이 신청자에게 통보되도록 되어있다.

3. 울산～포항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과정

3.1 사업의 개요

    울산~포항 복선전철화 사업은 동해남부선 울산~포항구간의 단선철도를 복선전철화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 ~ 2012년까지 총사업비 2조5,656억원이 소요
된다.
    사업의 목적은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복선전철(시공중), 동해중부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설계완
료) 사업과 연계하여 동해안축 철도망구축 및 경부고속철도 2단계 신경주역과 통합역사로 연결하여 울
산, 경주, 포항 지역의 여객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나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등과 연결되는 동아시아 횡단 철도노선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시행 위치는 울산광역
시 북구, 경상북도 경주시 및 포항시 일원이며 철도이정은 부산진 기점  진기(현)71km300.00~진기
(현) 146km995.92의 사업연장은 76.561km이다.
    사업시행 기대효과는 경부고속철도와 부산~울산 복선전철, 포항~삼척 철도건설, 중앙선과 연결하
여 철도 Network를 구축하고 연계 수송을 위한 기간철도망 구축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시베리아 횡
단철도(TSR)등 대륙철도와 연계 수송체계를 구축하고 경부고속철도(신경주역)와 울산, 경주, 포항시 
연결교통망 확립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울산~포항 복선전철화 사업의 추진경위는 2000.1월~2000.7월 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B/C : 
1.53, 기획예산처)하였고, 2003.3월~2003.11월 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과 문화재지표조사(영남
문화재연구원)를 시행하였으며, 2004. 6.18일에 기본설계를 착수하여 기본계획 고시(건설교통부 제
2004-179호, 2004.7.26)하였다. 이후 2004.12월에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를 착수하였고 2005. 6월에 
문화재 정밀지표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05.12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2006.11월부터 실시설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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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울산~포항 철도사업범위               Fig. 2. 울산～포항 복선전철 사업위치도

3.2 현상변경 허가 대상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울산~포항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인한 현상변경 허가 대상 문화재는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
리에 위치한 경주양동민속(慶州良洞民俗)마을이며 조선시대의 가옥형태 연구 등에 중요한 자료로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지정번호:중요민속자료 제189호, 지정연도:1984.12.24)되었다.

          Fig. 3. 양동민속마을 전경(1)                      Fig. 4. 양동민속마을 전경(2)

    양동민속마을은 경주에서 형산강 줄기를 따라 동북측 포항쪽으로 40리를 들어가서 위치하는 마을
이며, 안강평야에 임한 셈이나 서향한 좁은 골안에 다시 남향해서 물자형으로 이루어진 산골의 산등성
이나 골에 집들이 산재해 있다. 그 가옥들 중에는 전국에서도 보기 드물 만큼 다수의 가옥이 규모를 
갖춘 와즙반가들이며, 그 집단부락인 점에 큰 특색이 있다 하겠다. 그 반가들은 모두 산등성이나 중허
리에 터를 잡았고 산에는 샘이 귀하여 식수는 거의 모두가 산밑에서 길어 올려다가 사용한다는 점도 
이 마을의 특색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현재 양동마을 내에 보물, 중요민속자료 및 경상북도 민속자료
로 지정된 가옥은 모두 16가호인데 그 중 가장 오랜 예는 손동만씨의 서백당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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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계획노선이 양동민속마을 부근 근접통과가 불가피한 사유
    계획노선은 기존 울산역 구내에서 동해남부선과 직결한 후 고속철도 경주역을 경유하여 안강을 거
쳐 이설 포항정거장에서 동해선과 직결되어 삼척, 강릉에 이르는 노선으로, 노선선정의 주안점은 안강
도시개발계획과 기존 역세권을 감안하여 안강역을 최적의 위치로 이전하고 신설 동해선과 포항역에서 
연결하여 열차 직결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포항제철에서 발생하는 화물을 수송하기 위해 기존 괴동
선 부조～효자간 노선을 존치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Fig. 5.와 같이 안강역～신설 포항역에 이르는 유효 노선 축은 매우 제한적이며 양동민속
마을 근접통과가 불가피하다. 양동민속마을을 우회하는 남쪽대안은 안강정거장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지역주민 불편이 초래될 수 있고 북쪽대안은 안강역 설치는 가능하지만 괴동선 화물 연계수송을 위해
서 민속마을 앞의 기존선을 존치하여야 하고 노선 일부가 상수도보호구역을 통과하므로 실현이 곤란한
노선이다.
따라서, 기존선 존치 운영구간 연장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안강역 설치 및 접근성을 고려한 역 입지 선
정, 포항지역 화물연계 수송을 위한 열차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양동민속마을 근접통과가 불
가피하다.

       Fig. 5. 양동민속마을 부근 통과계획

3.4 사업추진 및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 경위
    울산～포항 복선전철 사업추진경위와 양동민속마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을 위한 협의경위는 
Table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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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내             용 비고
2005.10.10 : 기본설계 노선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한국철도시설공단→경주시), 대상 : 양동민속마을(중요민속자료 제189호)
기본설계

노선
2006. 1.10 : 문화재위원 현장조사(위원 3명)
2006. 1.20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심의결과 통보

  심의결과 : 마을 전통경관 및 조망권을 훼손하여 불허
2006. 5. 3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재심의 신청(한국철도시설공단→경주시) 
2006. 6.15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재심의 
2006. 7.25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결과 통보(문화재청)

 → 문화재보호법에 적합하여 허가
1차

승인노선
2006. 8.16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집단민원 제기

 → 인동리 주민들의 승인노선 노선변경 요구
2007. 9.~
 2007. 5 : 대안노선 검토 및 협의(국민고충처리위원회, 문화재청, 경주시)

2007. 5.23
: 현장 조정중재회의 개최(국민고충처리위원회, 문화재청, 경주시, 한국철도시

설공단, 민원인)
 → 양동민속마을 문화재 및 인동리마을 주거지역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대

안노선(마을사이 터널통과)으로 추진키로 합의
  2007. 6. : 현장조정중재회의 결과 마을 중간부를 터널로 관통하는 최적대안노선을 선정

하고 이 노선으로 양동민속마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재심의 신청
최적대안

노선

Table 1. 사업추진 및 현상변경 협의경위

3.5 사업추진 단계별 노선계획의 특징 및 주요 추진내용
3.5.1 기본설계 노선
    기본설계 노선은 장래 지역주민의 빠르고 편안한 열차(KTX, 고속열차)이용과 열차운영의 효율성
을 고려하고 민원 최소화를 위하여 경주시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한 노선이다.  또한, 
기존 동해남부선과 부조역에서 연계하여 괴동선의 기능을 유지하였다. 

Fig. 6. 기본설계 노선

    기본설계 계획노선의 중심을 양동민속마을 문화재 지정구역에서 120m(마을 경계에서 450m)이격
하였으나 2005.10월에 문화재 현상변경을 신청한 결과 2006. 1월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마을의 전통경
관 및 조망경관을 훼손하므로 문화재 보호법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불허 판정을 받았다. 이후 문화재 
현상변경 재심의 신청을 위해 승인노선을 새로이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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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1차 승인노선
    기본설계 노선이 양동민속마을과 근접하여 전통경관과 조망경관을 훼손하여 현상변경이 불허판정 
되었으므로 문화재 지정구역 경계부에서 최대한 이격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여 승인노선을 선정하였
다. 승인노선은 고속열차운행 효율은 다소 저하되지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곡선반경을 R=2,000m에
서 1,200m로 낮추어 양동민속마을 경계에서 530m 이상 확보하였으며 2006.6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재신청하였다. 이후 2006.7월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보호법에 적합하여 허가 승인되었
으나, 인접한 인동리 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었다. 민원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기본설계노선에 
대하여는 주민공람과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었으나 승인노선은 미인지 상태였고, 인동
리(150세대, 400여명) 마을 중간부 관통에 따른 정주환경 침해가 주된 이유이다. 

Fig. 7.  1차 승인노선

    그리고 잠재민원으로 부조정거장 후방의 유금리 마을 중간부 관통, 삼성아파트(960세대) 근접
(360m→120m) 등이 있으며 대절토부(h=60m)가 발생하여 사면붕괴에 따른 열차안전운행 측면에서도 
불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8.   잠재 민원지역 평면 및 횡단면도 

Fig. 9.   삼성아파트 주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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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최적대안노선 선정

3.6.1 대안노선 검토

    실시설계 과정에서 기본설계노선과 승인노선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안노선을 검토하였다. 양동민
속마을의 경관과 조망경관을 보호하고 고분군 등 문화재 저촉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인동리 집단민
원을 해소하고 유금리, 삼성아파트의 지역단절과 정주환경을 보호하며 철도 안전운행과 열차운영 효율
성을 고려하는 것이 대안노선 검토의 기본방향이다.

Fig. 10.  양동민속마을 주변 대안노선

    다양한 대안노선 중 고속열차 운행 효율은 다소 저하되나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곡선반경을 감소시
키고,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양동민속마을과 인동리마을 사이를 터널로 통과하도록 계획하였고, 양동
민속마을 경계부에서 600m(지정구역에서 270m) 이격으로 전통경관과 조망경관 훼손을 최소화한 대안
2 노선을 최적대안노선으로 선정하였다.

3.6.2 최적대안노선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노선에서 발생되었던 인동리 집단민원(국민고충처리 민원)과 잠재민원, 안전성 및 환경훼손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대안노선을 선정하여 2007. 5.23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주관으로 문
화재청, 경주시, 한국철도시설공단, 민원인 등이 참여한 현장 조정중재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인동마을과 양동마을 사이를 터널로 통과하도록 최적대안노선으
로 계획하고, 문화재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
하기로 최적대안노선을 선정하였다. 최적대안노선에 대하여 2007. 6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를 신청하였다.

Fig. 11.  현장조정위원회 회의 전경 및  최적대안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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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노   선

이격거리(m)

소음 예측값

(dB(A))

진동 예측값

(dB(V))

규 제 기 준

소 음 진 동

문화재지정구역 경계부 270 55.2 O.K 50.2 O.K 65

dB(A)

65

dB(V)관     가     정 700 46.9 O.K 42.6 O.K

Fig. 12.  노선별 양동민속마을 및 인동리 주변 통과방안

Fig. 13.  노선별 인동리 마을 통과방안

    최적대안노선에 대하여 노선 건설 및 철도 운용 중 양동민속마을에 미치는 소음 및 진동의 
영향성을 검토한 결과는 Table 2 ～ Table 4.와 같다. 

Table 2. 건설장비 가동시 소음·진동 영향성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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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노   선
이격거리(m)

소음 예측값
(dB(A))

진동 예측값
(cm/sec)

규 제 기 준

소 음 진 동

문화재지정구역 경계부 270 63.5 O.K 0.036 O.K 65

dB(A)

0.2

(cm/sec)관     가     정 700 53.1 O.K 0.008 O.K

위    치

노   선

이격거리

(m)

소음 예측값
(dB(A))

진동 예측값
(dB(V ) 규 제 기 준

주 간 야 간 지 상 터 널
소 음(dB(A)) 진 동(dB(V )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문화재지정구역 경계부 270 61.1 57.1 - 40.5
70) 60 65 60

관     가     정 700 56.8 52.8 - 25.8

Table 3. 발파시 소음·진동 영향성 검토결과

Table 4. 운영시 소음·진동 영향성 검토결과

       Fig. 14. 관가정에서 바라본 노선 전경             Fig. 15. 국도28에서 바라본 노선 전경

    최적대안노선에 대하여 노선 건설 및 철도 운용 중 양동민속마을에 미치는 소음 및 진동의 영향성
을 검토한 결과 양동민속마을 내 관가정은 기준치 이하로 충분한 여유가 있었으며, 문화재 지정구역  
경계부 최근접 지점에서도 기준치 이내로 다소 여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7 문화재 현상변경 재심의 신청

    현장 조정 중재회의에서 문화재와 주민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합의된 최적대안노선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다음과 같은 단계로 심의가 진행되었다.

3.7.1 문화재청 사전현장조사 (2007. 7)

       Fig. 16. 문화재청 사전 설명회                          Fig. 17. 현장 조사

    문화재청에서 사전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보완을 요청한 주요사항은 철도교각의 기초 상단부는 
현 도로의 지반높이(기존의 교량높이)로 최대한 낮추도록 하고 철도 교각 밑으로 통과하는 도로는 차
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과 경관설계는 교량구조전문가, 교량형태전문가, 조형가(경관), 전통조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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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경관), 역사학자 등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 철도교각 통과 도로에서 양동마을로 진입할 경우 당당하게 보이도록 정면성을 확보토록 하는 것, 
고도 경주와 양동민속마을이라는 전통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역사적 경관과 현대시설물이 조화가 이
루어지도록 경관설계(배수펌프장에서 터널입구 구간)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 터널입구는 인공구조물이 
보이지 않도록 조경 등으로 마무리하도록 하는 것, 철도 변경설계(안)이 인동마을 인근 주택 2동과 인
접하고 있으므로 종단면도로 이격거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7.2 교량형식 및 경관설계에 대한 자문회의 개최 (2007. 11)

     주요 자문내용은 통과구간 종단계획의 적정성과 교
량형식 및 경간의 적정성, 문화재 및 주변시설물과의 
경관측면 적정성 등 이다. 제기된 자문의견은 양동민속
마을 진입부를 1경간으로 횡단하면서 교량 빔 높이를  
최소화하는 의견과 양동민속마을 진입부를 2경간으로 
횡단하는 의견, 기존 철도노반 높이를 낮추어 신설 교
량의 종단 높이 최소화하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Fig. 18. 경관자문회의 전경

    자문회의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 및 회의결과 양동민속마을  진입부를 1경간으로 횡단하는 방안은 
교량자체의 미관과 진입도로의 정면성 확보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양동민속마을 진입부를 2경 
간으로 횡단하는 방안은 1경간으로 횡단하는 방안보다 약1.0m 정도 추가로 낮출 수 있으나 빔 높이 
차이 및 추가교각 설치로 교량자체 미관과 진입도로의 정면성 확보에 불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사중 우회철도를 부설하여 신설교량 종단 높이를 낮추는 방안은 지역여건과 열차안전 미확보 등으로 
추진이 곤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문회의 결과 경관 및 진입도로의  정면성  확보등을 고려하여 1경간으로 횡단하고 빔 높이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교량형식을  선정하여  현상변경 심의에 상정하기로 협의하였다. 선정된 교량형
식을 적용한 조감도는 Fig. 19 ~ Fig. 22. 과 같다.

      Fig. 19.  관가정에서 바라본 경관            Fig. 20. 양동마을 진입도로에서 바라본 경관

   Fig. 21. 국도28호선에서 바라본 경관-1            Fig. 22. 국도28호선에서 바라본 경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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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문화재 보호구역을 근접 통과하는 철도사업 시행시 기본계획, 기본설계를 거치면서 상
세 조사, 지자체 협의, 지역주민 노선설명회 등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을 들여 기본설계 최적안으로 
선정된 노선이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현상변경 심의 불허로 노선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되어 노선 변경
에 따른 사업지연, 역 민원 발생 등 문제점이 대두된 사례를 분석하여 철도노선 계획시 개선해야할 사
항을 제언하였다.

(1)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현상변경 허가 신청은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최적노선 선정 후 전문기관에 
의뢰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바로 문화재현상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만일, 
불가피하게 기본계획 단계에서 현상변경심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한 기본설계 착수단계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기본설계 완료 이후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만약에 심의과정에서 노선이 변경되면  
총사업비 변경, 구조물 재설계 및 각종 조사 재시행 등으로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고 노선 노
출에 따른 역 민원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 기본계획시 시행하는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영향권내에 국가지정문화재가 존재하는 경우 문화재 
외부에서 내부를 보는 측면과 문화재 내부에서 외부를 보는 측면의 시야를 동시에 만족시키도록  
주변경관을 훼손시키지 않는 선형 및 구조물 계획을 해야 한다.

(3) 문화재 근접 구간 및 조망 지역의 구조물은 단순하고 드러나지 않도록 계획하여 시각적으로 문화
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 교량으로 돌출되는 경우에는 교량 구조전문가, 
교량 형태전문가, 경관 조형가, 전통 조경(경관)전문가, 역사학자 등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경관
설계를 시행하고 이를 기본계획 단계부터 설계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4) 사적, 천연기념물, 건조물 등 문화재 종류별 문화재위원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철도노선계획에 따른 
문화재현상변경 과정 및 심의사례를 수집․정리하여 선형 및 구조물 계획시 참고하고 해당사업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문화재 현상변경심의 여부를 조속 판단하여 현상변경심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초기단계부터 문화재
위원에게 직접 설명하고 현장방문조사 등을 통해 이해를 도모하도록 하며 지자체, 발주처, 용역사
가 조직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6) 불가피 하게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 다양한 역 민원의 발생 가능성이 많아지므로 초기에 여러 가지 
대안중의 하나로 검토한 노선 및 정거장계획이 외부 민원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철도사업 추진시 사업지연의 주된 원인은 철도사업이 다른 SOC사업과 달리 역사를 중심으로 일정 
범위 지역주민들에 혜택이 한정되는 관계로 용지 편입 지주와 노선대 주변 주민과의 갈등 등 민원의 
영향이 가장 많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에 미흡하게 대처하여 노선 변경 등 허가의 지연, 지장물 조사 
미흡에 의한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인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여 문화재현
상변경심의 등 사전 행정협의를 성실히 수행하어야 한다. 이 경우 후속된 기본설계 초기에 선형 및 구
조물 계획을 확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시 선형과 구조물 계획이 변경되는 심각한 경우
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철도시설계획 수립시 철도 구조물에 대한 경관설계를 도입하는 것도 협의시
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민원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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