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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drafting the standards on changes in current conditions, the height or the number of stories is applied in a restrictive

manner by limiting to securing the distance to vertical surface for cultural properties within the influence investigation

area, but this is expecte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surrounding sceneries as well as results in the dwarfing

phenomenon for precious cultural properties. That is, the preparation for supplementing the insufficient objectivity that

is likely to take place during the process of drafting the standards on changes in current conditions.

Thus the author attempts to suggest the analytic method for the decision making related to objective and reasonable

determination and regulation of the changes in current conditions through computer based simulation work that considers

the cultural properties and surrounding environments under investigation.

In order to achieve such research objectives, the author reviewed the subject sites where the cultural property dwarfing

phenomenon was expected to occur in case of the permission for the changes in current conditions or where the impact

of natural landscape and natural feature on the earth is less than architectural building or artificial structure or where

the new policy program is likely to be adopted due to incomplete establishment of current condition change standard

within influence investigation area, among other cultural properties with architectural building or artificial structure nearby

located in Cheonan city and then selected Cheonansaji Dangganjiju(flag poles) and Jiksanhyun Gwana(government office).

The author then undertook the quantitative visibility analysis in order to determine the comprehensive prospect rights

for the cultural properties and surrounding environments concerned.

Key Words : Influence Investigation Area, Restriction on Height, Scenery of Cultural Properties, Changes in Current

Conditions, Simulation

국문초록
현재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 시 일률적인 규제방식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의 문화재 이격거리 확보에 국한하여 

높이(층수)규제만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재 왜소화 현상과 주변 경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현상변경 허용기준 안 작성 시 발생될 수 있는 객관성 결여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대상 문화재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가시율 전산모의분석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현상변경 규제방안 의사결정을 위한 분석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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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천안시에 소재한 문화재 중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밀집지역으로 현상변경 허가 시 문화재 왜소화 
현상이 예상되는 대상지, 자연 지형․지물의 영향이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대상지,

영향검토구역 내에 현상변경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가능한 대상지의 조건에 충족하는 
천흥사지 당간지주와 직산현관아를 선정하여 다중관찰자 시점을 중심으로 문화재와 주변 경관에 대한 포괄적인 
조망권 설정을 위해 정량적인 가시율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제어 : 영향검토구역, 높이규제, 문화재 경관, 현상변경, 시뮬레이션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유구한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는 역사, 문화적 가치가 풍부한 
수많은 문화재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화재들은 고유한 역사성
을 가지며, 역사적 변화와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
유산으로써 무한한 경제적 가치 또한 지니고 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국가 경제성장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
는 인위적 도시 구조물들을 생산하는 난개발로 이어졌고, 주변 
역사․문화 환경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 문화재 존치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도시화에 따른 문제는 다양한 문
화재 훼손을 야기했으며, 특히 도심지의 경우 고층건물 유치를 
통한 사무 및 상업 공간 확충이 이루어짐에 따라 문화재뿐만 
아니라 문화재와 연동된 역사․문화 공간이 주변 지역과 단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1980년대에 들어 역사경관과 그 주변지
역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사회적인 요구는 문화재 그 자체만을 
보존하는 점적인 보존에서 문화재를 포함한 주변으로까지 확
대되어 면적인 보존 정책으로 전환되었다1)

. 면적 보존 정책의 
일환으로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일어나는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제도가 운용되었다.

현재는 국가문화재의 경우, 해당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시․도문화재의 
경우 200m 또는 300m로 지정되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
화재 영향검토구역에 대한 현상변경 규제가 문화재의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도에서 규정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문화재만이 가지는 특성이 도외시 되고 
있다. 현상변경 허용기준 설정 또한 과업 수행자의 주관적인 
의사 결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기존 현상변경
의 한계는 일률적인 규제방식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의 문화재 
이격거리 확보에 국한하여 높이(층수)규제만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재 왜소화 현상과 주변 경관에 대
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현상변경 허용기준 
안 작성 시 발생될 수 있는 객관성 결여에 대한 보완책이 시
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현상변경 규제방안 마련 시 대상 문화재 및 주
변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가시율 전산모의 분석’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분석방법을 제공하

고자 한다.

1. 연구의 범위 
시행 중인 허용기준의 경계설정은 문화재 주체의 조망권 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관찰자 시점에 대한 고려는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찰자의 다중관찰자 시점을 중심으로 
문화재와 주변 경관에 대한 포괄적인 조망권 설정을 위해 정량
적인 가시율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천안시에 소재한 문화재 중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문화재를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첫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밀집지역으로 현상변경 허가 
시 문화재 왜소화 현상이 예상되는 대상지

둘째, 자연 지형․지물의 영향이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대상지

셋째, 영향검토구역 내에 현상변경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새
로운 제도의 도입이 가능한 대상지

위의 조건에 충족하는 대상지로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
화재를 각 한 개소씩 선정하였다. 대상지는 점․면적 문화재 특
성을 모두 지니고 있고, 두 대상지 모두 건축물이 밀집한 마을 
중심에 위치해 있다. 천흥사지 당간지주의 경우 연구진행 과정 
중 현상변경 기준안이 고시되어 포함한 채로 진행하였다.

2. 연구의 방법
연구의 방법은 선행 연구분석, 관계법령 및 규제방식 검토,

대상지 현황조사, 대상지 가시율 전산모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선행연구는 경관관리, 문화재 주변 건축물관리, 공학적 관점의 
시야분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지 현황조사는 2010년 
10월 9일부터 2011년 4월 14일까지 진행하였으며, 문헌조사와 
답사를 통해 현상변경 및 토지이용현황을 파악하였다.

관찰자 중심의 가시율 전산모의는 대상지 수치지형도를 바
탕으로 Autodesk AutoCAD 2008, Autodesk Ecotect Analysis

2010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지 주변에 형성되는 다중 관찰
자 시점에서 발생되는 가시율을 분석하여 추후 현상변경 설정 
시 의사결정을 위한 분석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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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1. 선행 연구
문화재 주변 경관에 관한 선행 연구는 크게 경관관리, 문화

재주변 건축물 규제, 공학적 관점의 가시권 분석으로 구분된다.

우선 경관관리부문은 역사․문화공간에서의 경관변화 및 장
애요소에 따른 경관관리 방안 내용(최창규, 1994; 이영경과 민창
기, 1998; 최형석, 1999; 이정수, 2000; 도동철, 2003; 김정원,

2004; 이일과 임승빈, 2005)이 주로 연구되었다. 또한 문화재주
변 건축물관리부문은 문화재 주변 건축물 규제방법 분석과 고도
제한 및 그 밖의 보존관리 전략에 대한 내용(윤장섭 외, 1986; 최
형석, 2002; 오성훈 외, 2004; 김용기, 2005; 금기반과 여흥규, 2005)

이 주를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공학적 관점의 가시권분석부문은 
공간에 따른 시각적 영역 분석과 조망점 이동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물 도출에 관한 내용(이동현과 백태경, 2000; 이인성과 김충
식, 2002; 김충식과 이인성, 2005; 김성운과 김찬호, 2008; 윤영미 
외, 2009; 안의순과 최재필, 2009; 김석태, 2011)을 검토하였다.

2. 관계법령 및 규제방식 검토
1) 문화재보호법
1962년 1월 10일 문화재를 보존․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과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후 
1999년 4월 30일 건축법 개정에 맞춰 규제 완화 정책으로 건축
법시행령 개정에 의한 문화재 외곽 100m 범위 내 건축에 대한 
사전승인제도가 폐지되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2000년 1월 12
일 500m 영향검토제도2)가 도입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규제가 더
표 1.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공통(안)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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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1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1층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2층 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3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3층 이하)

5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4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4층 이하)

6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5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5층 이하)

7구역 시․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1구역 및 2구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m2 초과 건물은 도문화재위원회 개별 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도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 적용(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지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

와 유사한 시설은 도문화재위원회 개별 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영향검토 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각종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
기 위하여 영향검토구역에 대해서도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문화재 현상변경이 당해 문화재의 원형 보전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것을 명시해 주는 것이다.

2)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기준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지정기준은 2010년 12월 29일 개

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
정기준) 제1항3)에 근거한다. 도지정문화재의 경우, 당해 문화재
가 위치한 행정구역 자치법규를 적용하게 되어 있다. 충청남도
의 경우,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6조 1항 
관련 별표 2의 내용이 2005년 12월 12일 일부 개정되었다.

3)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호
문화재보호법 제12조 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제13조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따라 시․도지사는 해당 지정문화재
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
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충청남도의 경우, 2010년 4월에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조
례가 개정되면서 국가지정문화재 중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
업지역)은 200m로 축소되었고, 도지정문화재는 각각 200m(주
거, 상업, 공업지역), 그 외 지역은 300m로 완화되었다4)

.

4)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상변경5)이란 문화재 원래의 모양이나 현재의 상태를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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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행위로서 문화재의 생김새․환경․경관․대지 등 문화
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건이나 현 상태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은 개별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
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관리․회복
하고, 대국민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허용기준을 작성하는 범위는 시․도문화재보호조례로 정한 
영향검토 범위 안에서 별표3에 따른 각 문화재별로 정한 허용
기준 작성범위를 적용하되, 지형 등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설정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초과하는 지역은 타 법령(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처리하는 구역으로 할 수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 제17조(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구역
을 구분하며, 허용기준은 공통기준과 특별 검토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허용 기준 마련 시 기초자료 조사 및 관련법규와의 관
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위치와 허
용기준 대상지역의 용도지역․지구를 종합적으로 검토․반영
한다.

3. 문화재 주변지역 건축물의 높이규제 방식
문화재 경관보호의 일환으로 주변의 건축물 신축, 개축, 증

축, 개․보수로 인하여 주변 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향검토구역 내 건축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주변 
건축물들의 고층화로 인한 보존대상 역사경관 왜소화 방지, 역
사경관의 스카이라인 형태 보존, 주변지역으로부터 역사경관으
로의 조망 확보, 역사경관 주변 배경 보존을 주요 목적으로 한
다.

1) 문화재 관련 높이규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서는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

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에 대해 규
제하고 있으며, 이는 곧 건축물 높이규제와도 상통한다. 높이규
제방법 중 현재 문화재에 적용하는 규제는 사선규제와 앙각규
제, 절대높이규제가 있다.

표 2. 서울시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

구분 규제내용

국가
지정

사대문
안

기준 1 문화재 건물 높이의 2배 지점에서 문화재 높이를 
기준하여 앙각 27°선 이내

기준 2 보호구역 경계 지표에서 문화재 높이를 기준하여  
27°선 이내

기준 3 보호구역 경계 지표에서 문화재 높이 3.6m를 기준하
여 앙각  27°선 이내

기준 4 보호구역 경계 지표에서 7.5m 기준하여  27°선 이내
시

지정
사대문
안․밖 기준 1 보호구역 경계 지표에서 7.5m 기준하여  27°선 이내

서울시는 앙각에 의한 사선규제를 국가지정문화재는 사대문 
안 기준, 시지정문화재는 사대문 안․밖으로 채택하여 사용하
고 있다(표 2). 그 밖에 시․도 문화재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지침 제2조 2항에 의거하여 시․도지
사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고 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2) 기타 높이규제
높이 규제는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 분류할 수 있다. 건축법의 높이규제는 가로구역의 경우, 건
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가 운용되고 있으며, 주거지역
의 경우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가 적용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높
이규제는 건축법에서 언급한 지역 이외의 특정지역에 적용되
는 것으로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
한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가 이에 해당한다.

현재 경관도시계획분야의 높이규제 방법은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사선제한방법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도로의 반대쪽, 북쪽 경계선, 인접지와의 경계선 등과 이루는 
일정한 사선 이내에서 건물의 높이를 억제하는 것이다.

둘째, 앙각규제는 대상지로부터의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가 
2:1의 비율을 가지는 앙각 27〫이하의 높이로 건축물 높이를 
규제하는 방법이다.

셋째, 절대높이규제는 도로, 건축물의 위치 조건 등에 따른 
상대적 제한이 아닌 건축물 높이를 수평적 절대치로 규제하는 
방법이다.

넷째, 조망규제는 경관 전망이나 시각회랑의 보호를 위해 건
축물로 인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규제하는 방법이다.

다섯째, 평균층수규제란 단지 내 평균층을 산정하여 건물 높
이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여섯째, 가로구역별 높이규제란 종전의 도로 사선제한을 대
체하는 높이규정으로 도시의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 확보 및 
도시미관과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축법에 의거하여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최
고 높이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4.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 문화재 주변 건물 높이 규제는 절대높이규제, 앙각규

제, 앙각에 의한 사선규제, 조례와 심의를 통한 규제가 있다.

조례와 심의를 통한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방식은 모두 일괄 
규제로써 행정적 편의성을 제공하지만 대상 문화재와 주변 환
경에 대한 객관적인 소통의 부재와 형평성의 한계를 야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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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현재의 규제 방식은 문화재를 주체로 한 주변 경관에 대한 
고려가 미비하며, 대상지 외곽 경계가 주가 되어 조망 권역이 
설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실제적인 문화재 관찰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건축물 높이 규제가 이루어지
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문화재가 주변 환경과 지속가능한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방안들이 적용되고 있으
나, 일률적인 규제라는 한계로 인하여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Ⅲ. 대상지 개요

1. 보물 제99호 천흥사지 당간지주
충남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234에 위치하고 있는 보물 제99

호 천흥사지 당간지주는 1963년 1월 21일에 지정되었다.

당간지주는 불교 국가 중 한국에서 독특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불교 도입 이전의 소도(蘇塗), 장승(長丞)사상에서 유
래되어 사찰 건립과 동시에 입구 측에 건립되어온 것이다. 일
반적으로 높이 약 3미터 가량의 두 당간지주 사이에 높이 약 15
미터 가량의 당간을 꽂아서 멀리서 볼 때 사찰의 위치를 알려
주고, 경계(境界), 상징(象徵), 벽사(辟邪) 등의 의미로 조성하
였으며, 당간 꼭대기에 폭이 좁고 길이가 긴 사찰의 깃발을 꽂
기도 했다.

천흥사지 당간지주는 고려 태조 4년(921)에 창건되었던 천
흥사의 당간지주로 현재 천안시 천흥리 마을의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다. 대상지 부근에 역시 고려시대의 작품인 천흥사지 
오층석탑(보물 354)도 보존되어 있어 이 일대를 사지로 추정하
고 있다. 당간지주의 높이는 3m이며, 양 지주는 60cm의 간격
을 두고 동서로 마주보고 있다. 본시 2층 기단 위에 당간과 지
주를 받고 있었던 것이나, 기단과 간대석(竿臺石) 모두 파괴되
어 흩어져 있고, 기단부의 안상(眼象)이나 지주 각 면의 치석
표 3. 대상지 위치

1. 보물 제99호 천흥사지 당간지주(1963.1.21) 2. 도지정유형문화재 제42호 직산현관아(1976.1.8)

충남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234 충남 천안시 직산읍 군동리 327-16

(治石) 등 양식수법은 통일신라시대에서 퇴화된 면을 보이고 
있다.

대상지 주변 용도지구 현황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문화
자원보존지구, 자연취락지구로 설정되어 있고, 대상 문화재가
마을 한 가운데 위치하여 자연취락지구가 넓게 형성되어 있
으며, 영향검토구역 가장자리로 천흥저수지가 위치하고 있다.

주변 건축물 현황으로 층수가 1층부터 4층까지 다양하게 나
타났으며, 3～4층의 건물은 빌라 건물로 나머지 주택에서는 
건물 1개만이 3층이었다. 건물 용도는 대상지가 위치한 곳이 
전형적인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서 주로 주택이고, 어린이집,

상업건물, 교회 등이었으며, 건물 지붕은 2층을 제외한 1층의 
대부분 건물이 맞배지붕이었다. 지붕 색채로는 청색, 회색, 적
색, 초록이 조사되었고, 청색 지붕들이 대부분 새로 보수한 건
물이다.

2. 도지정유형문화재 제42호 직산현관아
충남 천안시 직산읍 군동리 327-16에 위치하며, 1976년 1월 

8일 충청남도유형문화재 제42호로 지정되었다.

직산현은 지금의 천안시 성거읍, 성환읍, 직산면, 입장면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조선시대 행정단위로는 그리 큰 편은 아니
지만 제대로 갖춘 외삼문을 두고 있다. 직산현관아는 내동헌․

외동헌․내삼문․외삼문의 4동의 목조건물로 구성된다. 관아
가 경기도와의 경계지점에 있어 ‘호서계수아문(湖西界首衙門)’

이라고 적힌 현판이 외삼문의 어칸에 달려있다. 내동헌은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처마는 홑처마이다. 정면 4칸 중 오른
쪽 3칸에 툇마루가 설치된 온돌방을 두었으며, 툇마루의 왼쪽 
1칸에 부엌을 들였다. 외동헌은 현감이 공무를 보던 곳으로,

1988년까지 직산면사무소로 사용하다가 1990～1991년에 개축
하였다. 정면 7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이며, 처마는 홑처마이
다. 중앙의 4칸에 우물마루를 두었고, 오른쪽 1칸과 왼쪽 2칸에 
툇마루가 가설된 온돌방을 들였다. 내삼문은 동헌 앞에 있는 
문으로, 맞배지붕이며, 정면 9칸, 측면 1칸이며, 중앙의 1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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솟을대문이 있고,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3칸, 5칸의 고방을 두
었다. 외삼문은 관아의 정문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문루이
며, 지붕은 팔작지붕이고, 처마는 겹처마이다. 영향검토구역 내 
용도지구 현황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문화자원보존지구,

자연취락지구이며, 대상 문화재 주변으로 시도기념물 제109호 
직산향교와 시도지정문화재자료 제290호 민익현 가옥이 인접
하여 있다.

대상지 주변 건축물 현황으로 주변 건축물 현황으로 층수가 
1층부터 4층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1층 건물이 80% 이상
을 차지하고, 직산초교와 교회 건물이 3～4층 건물이었다. 대상 
문화재와 직산초교는 경계부분에 담장과 차폐식재가 되어 있
으며, 직산현관아 뒤쪽으로는 체육공원이 형성되어 있다.

대상문화재가 전형적인 농촌 마을에 입지하여, 건물의 대부
분 용도는 주택이며, 그 외 상가, 학교, 회사, 축사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상가는 직산현관아 앞 길을 따라 양쪽으로 밀집하여 
들어 서 있으며, 축사의 경우 영향검토구역 남측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있다. 건물 지붕은 1층 높이의 건물이 슬라브 맞배지
붕이고, 2층 높이의 건물은 대부분 새로 지어진 건물이다. 3～4

층의 건물은 평지붕고, 3층 높이의 교회 건물의 경우 첨탑의 높
이가 있어 현상변경 현황 조사 기준에 따라 4층 높이로 조사하
였다. 지붕 색채로는 상당수가 청색, 초록이며, 적색, 주황, 회
색, 검정은 10채 안팎으로 조사되었다.

Ⅳ. 전산모의를 통한 정량적 가시율 분석

1. 전산모의 개요
1) 전산모의 프로그램 개요
영향검토구역 내의 불특정 관찰자시점에서의 가시율 분석을 

위해 사용된 Ecotect Analysis는 영국 Square One(Dr. Andrew

J. Marsh)에 의해 개발되어 2008년 Autodesk사에 인수된 건물
에너지 및 환경분석 프로그램이다. 주로 태양복사에너지, 차양,

음영분석 등 일사관련 환경분석에 주로 사용되며, 단열, 조명, 음
향, 환기 등을 Radiance, Daysim, Winair4, NIST FDS, Energyplus,

Esp-r, DOE-s 등과 같은 다양한 전문 전산모의 프로그램과 연
동 가능한 Third Party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Ecotect Analysis의 기능 중 조망분석
부문을 활용하여 다중 관찰자 시점에 대응하는 문화재 경관을 
고려한 가시율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전산모의 과정
수치지도에 대상 문화재와 영향검토구역을 CAD 상에서 설

정하고, 조망 대상 문화재를 육면체로 단순화하여 시야분석 모 
델을 구축하였다.

영향검토구역 내에 공간분석 격자망(Spatial Analysis Grid)

그림 1. 공간분석 격자망(Spatial Analysis Grid) 설정 원리
6)

을 구획함으로써 다중관찰자시점을 설정하였고, 경계부문의 불
규칙 연속면은 Ecotect Analysis에서 제공하는 면적가중평균 알
고리즘(Area-Weighted Average Algorithm)을 적용한 Auto Fit

Grid 시스템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공간분석 
격자망을 통해 면적가중평균(Area-Weighted Average)이 산
출되어 조망대상 문화재에 대한 불특정 관찰자시점의 가시율
이 전산모의 된다.

 ∑ ×
∑××

Avg = 면적가중평균 (area-weighted average)

V = 격자망 교점 값
dx = 각 교점 간 형성되는 너비
dy = 각 교점 간 형성되는 높이

수식 1. 면적가중평균 산정수식

면적가중알고리즘은 영향검토구역 경계가 정방형 구획이 아
니므로 발생되는 격자망 적용에 대한 문제점 보완과 교점값 간
의 가중처리를 통한 시각화(Contour 표현)를 위해 사용된 계산
법이다.

따라서 각 교점값과 교점간에 형성되는 너비와 높이를 산출
하여 면적가중평균을 도출함으로써 그림 2와 같은 2차원 시각
화가 모의된다.

그림 2. 면적가중평균 도출 예시



韓國傳統造景學會誌 Vol.29. No.2 (2011年 6月)114

2. 전산모의 적용 
천흥사지 당간지주, 직산현관아의 문화재 영향검토구역을 대

상으로 가시율 전산모의가 이루어졌으며, 포괄적 다중관찰자 
시점을 고려하여 시선높이 1.6m, 건물의 경우 층별 높이 4m7)

를 기준으로 1～5층까지의 건물 내에서의 잠재적 관찰자에 의
한 문화재 가시율을 모의하였다.

1) 천흥사지 당간지주 가시율분석
천흥사지 당간지주의 경우, 반경 500m의 영향검토구역 중

앙에 위치한 문화재 1개소를 3,900×2,300×(h)3000mm의 육면
체로 단순 변환한 후 바닥면이 제외된 5개 면을 100%로 환산
하여 조망대상을 설정하였다. 가시율 모의를 위해 영향검토구
역 내에 20m간격으로 총 1,934개의 공간분석 격자망을 구축
하였다.

그림 3. 천흥사지 당간지주 조망 대상 문화재의 단순화 전산모델

그림 4. 천흥사지 당간지주 영향검토구역 격자망(교점 1934개)

구역 내 평균 가시율은 0～60% 내로 분포하였고, 이 때 가시
율 0%는 단순화 전산모델이 전혀 조망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
하며, 가시율이 높아질수록 대상문화재 전산모델 가시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1층 건물 및 도로상
에서의 영향검토구역 내 문화재 가시율은 평균 1.37%로 산출
되었고, 주로 문화재 주변과 정남향으로 가시율이 확보되는 
지역이 도출되었다. 2층 건물로 관찰자 시점이 이동할 경우 평
균 가시율은 3.68%로 증가하였으며, 정남향 외에 남동향, 서향,

범위 관찰자
시점 (%)

0～10 1,905 98.5

10～20 12 0.62

20～30 8 0.41

30～40 3 0.16

40～50 6 0.31

50～60 0 0

60～70 0 0

70～80 0 0

80～90 0 0

90～100 0 0

합계 1,934 100

그림 5. 천흥사지 당간지주 영향검토구역 내 관찰자 시선(1.6m) 가시율 분석

범위 관찰자
시점 (%)

0～10 1,695 87.64

10～20 214 11.07

20～30 12 0.62

30～40 7 0.36

40～50 6 0.31

50～60 0 0.00

60～70 0 0.00

70～80 0 0.00

80～90 0 0.00

90～100 0 0.00

합계 1,934 100

그림 6. 천흥사지 당간지주 영향검토구역 내 2층 높이(5.6m) 가시율 분석

범위 관찰자
시점 (%)

0～10 1,358 70.22

10～20 539 27.87

20～30 20 1.03

30～40 10 0.52

40～50 7 0.36

50～60 0 0.00

60～70 0 0.00

70～80 0 0.00

80～90 0 0.00

90～100 0 0.00

합계 1,934 100

그림 7. 천흥사지 당간지주 영향검토구역 내 3층 높이(9.6m) 가시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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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관찰자
시점 (%)

0～10 1,226 63.39

10～20 341 17.63

20～30 341 17.63

30～40 14 0.72

40～50 12 0.62

50～60 0 0.00

60～70 0 0.00

70～80 0 0.00

80～90 0 0.00

90～100 0 0.00

합계 1,934 100

그림 8. 천흥사지 당간지주 영향검토구역 내 4층 높이(13.6m) 가시율 분석

범위 관찰자
시점 (%)

0～10 1,133 58.58

10～20 229 11.84

20～30 230 11.89

30～40 317 16.39

40～50 19 0.98

50～60 6 0.31

60～70 0 0.00

70～80 0 0.00

80～90 0 0.00

90～100 0 0.00

합계 1,934 100

그림 9. 천흥사지 당간지주 영향검토구역 내 5층 높이(17.6m) 가시율 분석

북서향으로 가시권역이 확장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5층 건물로 
관찰자 시점이 이동하면서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며, 평균 가시
율이 10.61%로 증가하고, 중심축선상의 가시율은 약 30%까지 
증가하게 된다.

2) 직산현관아 가시율 분석
직산현관아의 경우, 반경 300m의 영향검토구역 내에 위치한 

4개소의 문화재를 각각 12,200×8,400×(h)6,000mm, 24,000×4,700×

그림 10. 직산현관아 조망 대상 문화재의 단순화 전산모델

그림 11. 직산현관아 영향검토구역 격자망(교점 874개)

(h)4,000mm, 22,400×9,400×(h)5,000mm, 12,600×7,000×(h)5,000mm

의 4개의 육면체로 변환한 후 바닥면이 제외된 5개 면들을 100%
로 환산하여 가시율 대상면적으로 지정하였다. 가시율 모의를 
위해 영향검토구역 내에 20m 간격으로 총 874개의 공간분석 격
자망을 구축하였다.

구역 내 평균 가시율은 0～80%의 분포를 보였으며, 상대적으
로 천흥사지 당간지주에 비해 높은 평균 가시율이 도출되었다.

1층 건물 및 도로상에서의 영향검토구역 내 문화재 가시율은 
평균 11.39%로 모의되었고, 주로 문화재를 중심으로 북측에 위
치한 야산으로 인해 동쪽과 서쪽으로 가시권역이 형성된다. 2

층으로 관찰자 시점이 이동하면서 평균 가시율은 약 2배가 증
가한 21.34%로 산출되었으며, 북측 야산, 북동쪽 건물 차폐로 
인한 음영지역, 남서쪽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가시권역 내에 
진입하였다. 다중관찰자시점이 5층으로 이동하면서 평균 가시
율이 46.34%로 증가하고, 대부분의 지역이 가시율 64%까지 확
보하게 된다.

범위 관찰자
시점 (%)

0～10 127 14.53

10～20 56 6.41

20～30 42 4.81

30～40 65 7.44

40～50 102 11.67

50～60 86 9.84

60～70 212 24.26

70～80 184 21.05

80～90 0 0.00

90～100 0 0.00

합계 874 100

그림 12. 직산현관아 영향검토구역 내 관찰자 시선(1.6m) 가시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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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관찰자시점 (%)

0～10 562 64.3

10～20 108 12.36

20～30 87 9.95

30～40 117 13.39

40～50 0 0.00

50～60 0 0.00

60～70 0 0.00

70～80 0 0.00

80～90 0 0.00

90～100 0 0.00

합계 874 100

그림 13. 직산현관아 영향검토구역 내 2층 높이(5.6m) 가시율 분석

범위 관찰자시점 (%)

0～10 189 21.62

10～20 179 20.48

20～30 303 34.67

30～40 83 9.5

40～50 120 13.73

50～60 0 0.00

60～70 0 0.00

70～80 0 0.00

80～90 0 0.00

90～100 0 0.00

합계 874 100

그림 14. 직산현관아 영향검토구역 내 3층 높이(9.6m) 가시율 분석

범위 관찰자시점 (%)

0～10 181 20.71

10～20 47 5.38

20～30 124 14.19

30～40 125 14.3

40～50 265 30.32

50～60 129 14.76

60～70 3 0.34

70～80 0 0.00

80～90 0 0.00

90～100 0 0.00

합계 874 100

그림 15. 직산현관아 영향검토구역 내 4층 높이(13.6m) 가시율 분석

범위 관찰자시점 (%)

0～10 179 20.48

10～20 13 1.49

20～30 63 7.21

30～40 95 10.87

40～50 95 10.87

50～60 106 12.13

60～70 320 36.61

70～80 3 0.34

80～90 0 0.00

90～100 0 0.00

합계 874 100.0

그림 16. 직산현관아 영향검토구역 내 5층 높이(17.6m) 가시율 분석

Ⅴ. 결론

본 연구는 기존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 작성 시 다소 주관적
인 구역 설정 방법이 건물높이규제라는 평면적인 한계점을 고
찰하고, 이에 대한 정량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분석 방법을 제
공하는데 있다.

영향검토구역이 500m인 천흥사지 당간지주와 300m인 직산
현관아의 보다 객관적인 가시율 전산모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1. 천흥사지 당간지주의 경우, 주변 2층 건물들의 영향으로 
영향검토구역 내 1층 및 도로 관찰자 시점(1.6m)에서 1.37%의 
평균 가시율을 보이고 있고, 5층 높이(17.6m)의 다중관찰자시
점에서도 평균 가시율이 10.61%에 머무르고 있어 대상 문화재
에 대한 전반적인 평균 가시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 직산현관아는 남측 논경지와 동측 초등학교를 제외하면 
차폐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어 관찰자 시점(1.6m)에서 평균 가
시율 11.39%를 확보하고 있고, 5층 관찰자 시점(17.6m)에서는 
평균 가시율 46.34%의 양호한 평균 가시율을 보이고 있다.

3. 국가지정문화재인 당간지주는 도지정문화재인 직산현관
아에 비해 조방적인 문화재 가시음영 권역을 형성하고 있어 추
후 관련 규제 보완이 시급하며, 확보된 가시권역에 대한 보호
방안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연구성과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정리될 수 있으며, 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 조망권역 분석기법을 보완하여 다중관찰자시
점에 따른 조망대상 문화재에 대한 가시율 산정이 가능해졌다.

둘째,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시 문화재 및 경관 조망권역 
설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영향검토구역 내의 조망대상 문화재에 대한 평균 가시
율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최저 평균치를 보이는 1층 
및 도로상의 다중관찰자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
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건축물 및 인공구조물에 의한 주변 경관과 문화재 
조망에 관한 영향을 중심으로 가시율을 분석하여 자연 지형, 수
목의 식재, 인공구조물에 대한 실시간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대상문화재의 실제 모양을 모델로 적용하지 
못하고 정육면체로 단순화하여 이에 대한 오차도 존재하고 있다.

또한 연구결과 도출된 가시율의 경우, 현재 영향검토구역 내의
다중지점에서 산출되는 가시율에 대한 평균값을 제시한 것으로 
현상변경 후 예상되어지는 높이규제 변화로 인한 구체적인 가시
율 분석은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산모의에서 사용한 가시율 분석을 보다 명확한 수치 제시 
자료로써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산모의 과정에서 DEM(수치표
고모형)8), DTM(수치지형모델)9) 자료들과 연동된 새로운 모
델기법이 도입된 연구가 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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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

주 2) 문화재보호법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재보호), 제13조(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명시되어 있다.

주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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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9항.

주 8) 지리 정보 시스템(GIS) 구축을 위해 사용되는 3차원 좌표로 나타낸 
자료의 통칭. 각종 토목 공사 분야에서 건설을 위한 기초 자료나 
임의의 위치에서 가시 지역 분석을 통한 송신탑의 건설이나 레이
더 시설물의 적정 위치 선정을 위한 적지 분석에도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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