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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러 두 기

1. 이 보고서는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이 공기관 업무대행 협약

을 통해 진행한 ‘2017년 경기도 문화재 내진진단사업’의 결과물로 발간하였다.

2. 본 보고서는 총 3권으로 구성되었다. 제 1권에는 총론과 내진성능 물리탐사 조

사서를 수록하였고, 제 2·3권에는 내진성능 기초평가조사서를 수록하였다.

3.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경기도 29개 시·군(동두천시·부천시 해당없음)에 소재

하는 부동산 문화재 364건(목조문화재 110건, 석조문화재 121건, 성곽문화재 12

건, 묘역 117건, 기타 4건)에 대한 내진성능 기초평가와 지반조사 내용을 수록

하였다.

4. 조사대상 문화재 364건에 대한 내진성능 기초평가는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문

화재 지진재해 기초평가 연구(2013)』에 수록된 조사 기준을 준용하고, 조사서 

양식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으며, 수록된 기준에 따라 평가 결과를 5개 등급

(가∼마)으로 분류하였다.

5. 내진성능 지반조사는 기초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반취약 문화재 42개소를 선

별하여 물리탐사(굴절법 탄성파탐사, 표면파탐사, 전기비저항탐사)를 실시하였

다. 국내에는 문화재 지반평가를 위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체

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지반조사 결과를 5개 등급(Ⅰ∼Ⅴ)으로 분류하였다. 따

라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문화재 지반조사 등급은 경기도 지정 부동산 문화재

에 한정되는, 상대적인 등급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6. 기초평가조사서와 물리탐사조사서는 29개 시·군을 가나다 순으로 분류하고, 

시·군별로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를 지정번호 순으로 수

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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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Ⅰ.  과업의 개요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경계로부터 수백~수천km 떨어진 유라시아 판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판 경

계에 위치한 나라들에 비해 지진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편이며, 큰 규모의 지진 발생 빈도

도 낮다. 지진 발생 패턴도 판 내부지진의 특성을 갖고 있어서 발생 분포가 불규칙적이고 

우발적이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아 평시 지진대비에 소홀하기 쉽다. 

그러나 여러 역사 기록 및 최근의 지진기록을 살펴보면, 드물지만 큰 지진이 발생하여 

인명 및 구조물 피해가 발생하였다. 역사문헌기록에는 성곽이 붕괴되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정도의 파괴적인 지진들이 기록되어 있고, 근대 이후에는 1936년 쌍계사지진(규

모 5.1), 1978년 홍성지진(규모 5.0), 2003년 백령도지진(규모 5.0), 2014년 울진앞바다

지진(규모 5.1), 2016년 경주지진(규모 5.8), 2017년 포항지진(규모 5.4) 등 규모 5.0 이

상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서 국내에서도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지진 발생 가능

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16년 9월 12일에 발생한 경주 지진은 우리나라에서 현대적인 지진 관측을 시

작한 1978년 이래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5.8)의 지진으로 지진 당시 건물이 심하게 흔

들리고 무거운 가구가 움직일 정도의 중진이었다. 당시 본진의 진동은 전국 대부분 지역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에서도 감지될 정도로 강력했고, 지진 발생 직후에는 휴대폰과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였다. 지진 당시 피해는 부상자가 23명, 재산상 피해가 5,120건으

로 지붕·담장·차량 파손과 건물 균열, 수도배관 파열 등 110억원 가량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다. 문화재 피해는 총 100여건으로 불국사 다보탑(국보 제20호)의 난간 일부가 떨

어졌고 대웅전(보물 제1744호) 지붕과 담장 기와가 파손되었다. 첨성대(국보 제31호)는 

기존보다 북쪽으로 약 1cm 더 기울고 위쪽 정자석 모서리가 5cm 가량 벌어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되었다.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포항 지진은 역대 두 번째 규모(5.4)의 지진으로 규모는 

경주지진보다 작았지만, 진원 깊이 3~7km로 15km였던 경주지진보다 지표면에서 가까워 

피해는 더 컸다. 부상자 92명, 이재민 1,797명, 민간인 시설 피해 27,317건으로 경주 지

진의 5배인 551억원 가량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주택 피해가 25,000여건

으로 완전히 부서진 경우가 333건, 절반이 무너진 경우가 1,154건, 지붕 파손 등의 피해

가 24,000여건이었다. 지진의 여파로 국내에서 최초로 지반 액상화 현상이 발생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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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문화재 피해는 총 31건으로 보경사 적광전(보물 제1868호)의 대들보에 금이 가고 석

축 일부가 무너졌으며, 대웅전(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61호)은 공포부가 틀어지고 포벽부에 균

열이 생겼다.

이러한 파괴적인 지진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되었고, 체계적인 지진방재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문화재의 

경우 한번 파괴되면 문화재가 지니고 있던 고유한 가치를 회복하기 어려운 특성에 비하

여 지진 피해에 대한 대비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 지정 부동산 문화재의 내진 안정성 평가를 통해 지진의 피해로부

터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별 문화재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기도 문화재 내진진단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의 지진 관련 자

료를 수집·분석하고, 경기도 지정 부동산 문화재에 대한 내진성능 기초평가와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경기도 문화재의 기초적인 지진 안정성을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인 지진 방재를 

위한 자료 확보 및 등급 분류와 점검 매뉴얼 작성, 보호 대책을 강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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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의 범위 및 방법

2.1. 과업의 범위

2.1.1. 공간적 범위

과업의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정 부동산 문화재 364개소로 2017년 

12월 기준 유형문화재 103건, 민속문화재 10건, 문화재자료 117건, 기념물 134건이다. 

유형별로는 목조문화재 110건, 석조문화재 121건, 성곽 12건, 묘역 117건, 기타 4건이

다. 이 중 경기도 기념물 218호 파주 덕진산성은 2017년 1월 19일에 사적 제537호로 

지정되었고, 경기도 문화재자료 35호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은 2017년 8월 14일에 보

물 제1942호로 지정되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총 계 목조문화재
(건축물)

석조문화재
(석탑, 비, 부도 등) 성 곽 묘 역 기 타

(봉수, 가마)

364 110 121 12 117 4

표 1-1. 유형별 경기도 지정 부동산 문화재 현황

연번 시·군 유  형
문화재

민  속
문화재

문화재
자  료 기념물 계 연번 시·군 유  형

문화재
민  속
문화재

문화재
자  료 기념물 계

1 가평군 2 - 2 2 6 16 양주시 5 1 4 5 15

2 고양시 3 1 5 4 13 17 양평군 5 2 6 5 18

3 과천시 2 - 3 - 5 18 여주시 11 1 8 6 26

4 광명시 1 - 2 1 4 19 연천군 2 - 2 9 13

5 광주시 7 - 5 10 22 20 오산시 - - - 3 3

6 구리시 2 - - - 2 21 용인시 4 1 13 12 30

7 군포시 - - 1 4 5 22 의왕시 1 - 3 1 5

8 김포시 5 - 4 2 11 23 의정부 2 - 6 3 11

9 남양주 5 1 8 10 24 24 이천시 3 1 3 2 9

10 성남시 2 - 3 6 11 25 파주시 4 - 7 14 25

11 시흥시 - - - 3 3 26 평택시 2 - 3 3 8

12 수원시 2 - 1 3 6 27 포천시 4 - 2 6 12

13 안산시 - - 4 6 10 28 하남시 - - 3 - 3

14 안성시 20 - 11 8 39 29 화성시 2 1 6 5 14

15 안양시 7 1 2 1 11 합  계 103 10 117 134 364

표 1-2. 시·군별 경기도 지정 부동산 문화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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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3. 경기도 지정 부동산 문화재 지역별 상세 현황

 - 가평군(6개소)

순번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주   소 유   형

1 유형문화재 63 현등사 삼층석탑 하면 현등사길 34 (운악리 산163) 석탑

2 유형문화재 199
가평 현등사 함허당 

득통탑 및 석등
하면 현등사길 34 (운악리 산163) 석탑

3 문화재자료 17 가평 하판리 지진탑 하면 현등사길 34 (운악리 산163) 석탑

4 문화재자료 55 이천보 고가 상면 역촌길 84-14 (연하리 226) 목조문화재

5 기념물 52 이방실장군묘 가평읍 하색리 산81 묘소

6 기념물 79
이정구 선생 묘 및 

삼세신도비
상면 태봉리 산115-1 (태봉리 309) 묘소/비석

 - 고양시(13개소)

순번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주   소 유   형

1 유형문화재 74 행주대첩비(구비) 덕양구 행주로15번길 89 (행주외동 116) 비석

2 유형문화재 87 북한산성 금위영 이건기비 덕양구 북한동 132 비석

3 유형문화재 188
고양 봉성암전 
성능대사부도

덕양구 북한동 204 부도

4 민속문화재 8 일산 밤가시초가
일산동구 햇살로105번길 36-7

(정발산동 1313)
목조문화재

5 문화재자료 57 한미산 흥국사 약사전 덕양구 흥국사길 82 (지축동 203) 목조문화재

6 문화재자료 69 고양향교 덕양구 대양로285번길 33-13 (고양동 306) 목조문화재

7 문화재자료 71 행주서원지 덕양구 행주산성로 127-17(행주외동 162-1) 목조문화재

8 문화재자료 79 월산대군사당 덕양구 호국로 1243-39 (신원동 426-2) 목조문화재

9 문화재자료 157
고양 경주김씨 

의정공파 영사정
덕양구 무민로35번길 89 (대자동 958) 목조문화재

10 기념물 23 최영장군묘 덕양구 대자동 산70-2 묘소

11 기념물 50 유형장군묘 덕양구 행신동 698 묘소

12 기념물 195 고양 멱절산유적 일산서구 법곳동 740-22 외 3필지 유물산포지

13 기념물 223 고양 북한산 산영루지 덕양구 북한동 231 목조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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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시(5개소)

순번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주   소 유   형

1 유형문화재 100 온온사 관악산길 58 (관문동 107-5) 목조문화재

2 유형문화재 104 연주암 삼층석탑 자하동길 63 (중앙동 85-1) 석탑

3 문화재자료 9 과천향교 자하동길 18 (중앙동 81) 목조문화재

4 문화재자료 39 시흥 문원리 삼층석탑 교육원로 41 (갈현동 산126-21) 석탑

5 문화재자료 77 문원리사지 석조보살입상 교육원로 41 (갈현동 산126-21) 불상

 - 광명시(4개소)

순번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주   소 유   형

1 유형문화재 161 오리 이원익 영우 오리로347번길 5-6 (소하동 1084) 목조문화재

2 문화재자료 58 가학동 지석묘 가학동 101-2 묘소(고분)

3 문화재자료 90
오리 이원익 종택 및 

관감당
오리로347번길 5-6 (소하동 1084) 목조문화재

4 기념물 85 이원익선생묘 및 신도비 소하동 산137-1 (소하동 1057) 묘소/비석

 - 광주시(22개소)

순번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주   소 유   형

1 유형문화재 1 수어장대 남한산성면 산성리 815-1 목조문화재

2 유형문화재 2 숭렬전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780번길 

41-20(산성리 717)
목조문화재

3 유형문화재 3 청량당 남한산성면 산성리 815-2 목조문화재

4 유형문화재 4 현절사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732-42

(산성리 310-1)
목조문화재

5 유형문화재 5 침괘정 남한산성면 산성리 591-1 목조문화재

6 유형문화재 6 연무관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756(산성리 400-1) 목조문화재

7 유형문화재 88 광주 유정리 석불좌상 도척면 도척로699번길 47-8(유정리 222-4) 불상

8 문화재자료 14 지수당 남한산성면 산성리 124-1 목조문화재

9 문화재자료 15 장경사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676 (산성리 26) 목조문화재

10 문화재자료 53 추곡리 백련암 부도 도척면 도척로 982-118 (추곡리 44-2) 부도

11 문화재자료 159 우리절 5층석탑 도척면 시어골길 166-31 (상림리 178-1) 석탑

12 문화재자료 160 우리절 석조부도 2기 도척면 시어골길 166-30 (상림리 177-1) 부도

13 기념물 21 맹사성선생묘 직동 산27 (직동 358) 묘소

14 기념물 33 최항선생묘 퇴촌면 도마리 산11-1 (도마리 194-3) 묘소

15 기념물 90 허난설헌묘 초월읍 지월리 산29-5 (지월리 473-9) 묘소

16 기념물 95 신립장군묘역 곤지암읍 곤지암리 산1-1 (곤지암리 406-3) 묘소

17 기념물 98 김자수선생묘 오포읍 신현리 산120-1 (신현리 1094-2) 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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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념물 105 김균선생묘 오포읍 능평리 산89-1 (능평리 590) 묘소

19 기념물 111 망월사지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680 (산성리 15) 목조문화재

20 기념물 134 신익희생가 초월읍 서하길 6-25 (서하리 160-2) 목조문화재

21 기념물 145 신흠묘역 및 신도비 퇴촌면 영동리 산12-1 (영동리 32-5) 묘소/비석

22 기념물 166 의안대군 방석묘역 남한산성면 엄미리 산152 (엄미리 708) 묘소

- 구리시(2개소)

순번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주   소 유   형

1 유형문화재 126 나만갑선생 신도비 사노동 산163 비석

2 유형문화재 205 구리 아차산 3층석탑 아천동 산54 석탑

- 군포시(5개소)

순번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주   소 유   형

1 문화재자료 95
군포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택

속달로110번길 20-11 (속달동 24-4) 목조문화재

2 기념물 115
정난종선생묘 및 신도비 외

 묘역일원
속달동 산3 (속달동 39-3) 묘소

3 기념물 121 이기조선생묘 산본동 1152-11 묘소

4 기념물 122 전주이씨 안양군묘 산본동 산27 (산본동 1212-1) 묘소

5 기념물 131 김만기선생묘 및 신도비 대야2로 70 (대야미동 158-4) 묘소/비석

- 김포시(11개소)

순번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주   소 유   형

1 유형문화재 10 우저서원 중봉로25번길 90 (감정동 492) 목조문화재

2 유형문화재 90 조헌선생 유허추모비 중봉로25번길 90 (감정동 492) 비석

3 유형문화재 91
문수사 풍담대사 

부도 및 비
월곶면 성동리 212-13 부도/비석

4 유형문화재 146 심연원 신도비 통진읍 옹정리 58-12 비석

5 유형문화재 147 심강 신도비 통진읍 옹정리 58-12 비석

6 문화재자료 29 김포향교 북변중로25번길 38 (북변동 370-2) 목조문화재

7 문화재자료 30 통진향교 월곶면 군하로 288-21 (군하리 220) 목조문화재

8 문화재자료 109 권상묘역 하성면 마조리 산24-4 묘소

9 문화재자료 166 통진이청 월곶면 군하로276번길 27 (군하리 216-2) 목조문화재

10 기념물 47 한재당 하성면 평화공원로 101 (가금리 101) 목조문화재

11 기념물 91 고정리 지석묘 통진읍 고정리 609-1 묘소(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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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24개소)

순번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주   소 유   형

1 유형문화재 127 한확선생 신도비 조안면 다산로 551 (능내리 산69-5) 비석

2 유형문화재 157 남양주 수종사 부도 조안면 북한강로433번길 186(송촌리 1060) 부도

3 유형문화재 203 남양주 흥국사 성임당탑 덕릉로1071번길 58 (별내동 2331) 석탑

4 유형문화재 279
남양주 묘적사 
팔각다층석탑

와부읍 수레로661번길 174 (월문리 223) 석탑

5 유형문화재 289 남양주 흥국사 영산전 덕릉로1071번길 58 (별내동 2331) 목조문화재

6 민속문화재 9 덕릉마을 산신각 덕릉로1071번길 18 (별내동 산205-136) 목조문화재

7 문화재자료 54 이순지선생묘 화도읍 차산리 산5 묘소

8 문화재자료 56 흥국사 대웅보전 덕릉로1071번길 58 (별내동 2331) 목조문화재

9 문화재자료 80 가운동 지석묘 가운동 산4-5 묘소(고분)

10 문화재자료 102 양평공한계순묘역 진접읍 금곡리 산126 묘소

11 문화재자료 105 신빈신씨묘역 와부읍 도곡리 산41 묘소

12 문화재자료 114 구정남재묘역 별내동 918 묘소

13 문화재자료 115 능원대군 이보묘역 화도읍 녹촌리 192 묘소

14 문화재자료 116 대은변안렬묘역 진건읍 용정리 704-1 묘소

15 기념물 7 정약용선생묘 조안면 다산로747번길 11(능내리 산75-1) 묘소

16 기념물 48 흥선대원군묘 화도읍 창현리 산22-2 묘소

17 기념물 55 덕흥대원군묘 덕릉로1071번길 27 (별내동 산205-13) 묘소

18 기념물 78 유량선생묘 조안면 시우리 산26 묘소

19 기념물 99 김상용선생묘 와부읍 덕소리 산6 묘소

20 기념물 100 김상헌선생묘 와부읍 석실로336번길 11-63 (덕소리 산5) 묘소

21 기념물 114 이맹현선생묘 와부읍 도곡리 산45-5 묘소

22 기념물 170 충렬공박원종묘역 와부읍 안골로25번길 15-14 (도곡리 산31) 묘소

23 기념물 177 청풍김씨 문의공파묘역 경강로399번길 24(삼패동 산29-1) 묘소

24 기념물 221 불암산성 별내동 산97 성곽

- 성남시(11개소)

순번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주   소 유   형

1 유형문화재 101 봉국사 대광명전 수정구 태평로 79 (태평2동 216-2) 목조문화재

2 유형문화재 102 망경암 마애여래좌상 수정구 태평로55번길 72 (복정동 553-1) 불상

3 문화재자료 78 수내동가옥 분당구 수내동 65 (분당중앙공원) 목조문화재

4 문화재자료 84
청주한씨 문정공파묘역 

신도비
분당구 율동 산2-1 (율동 424-1) 율동공원 묘소/신도비

5 문화재자료 136 풍산군 이종린묘역 분당구 하산운동 264-5 (판교동 630) 묘소

6 기념물 54 이수선생묘 분당구 궁내동 산17-1 (궁내동 360-2) 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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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념물 84 이경석선생묘 분당구 석운동 50-7 (석운동 15-11) 묘소

8 기념물 116 한산이씨묘역 분당구 성남대로 550 (분당중앙공원) 묘소

9 기념물 118 전주이씨 태안군파묘역 분당구 정자동 산33-1 (정자동 217) 묘소

10 기념물 179 천림산 봉수지 수정구 금토동 산35-5 (금토동 산35-1) 봉수대

11 기념물 219 둔촌이집묘역 중원구 하대원동 243-11 (하대원동 246) 묘소

- 시흥시(3개소)

순번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주   소 유   형

1 기념물 87 강희맹선생묘 및 신도비 하상로 59 (하상동 134-4) 묘소/비석

2 기념물 103 조남리지석묘 지석묘길 41 (조남동 480-6) 묘소(고분)

3 기념물 163 청주한씨 문익공파묘역 거모동 산62-4 (거모동 730-1) 묘소

- 수원시(6개소)

순번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주   소 유   형

1 유형문화재 24 지지대비 장안구 파장동 산47-3 (이목동 563) 비석

2 유형문화재 151 수원 봉녕사 석조삼존불 팔달구 창룡대로 236-54 (우만동 248) 불상

3 문화재자료 1 수원향교 팔달구 향교로 107-9 (교동 43) 목조문화재

4 기념물 53 심온선생묘 영통구 이의동 산13-10 묘소

5 기념물 125 팔달산 지석묘군 팔달구 팔달산로 318 (교동 6-196) 묘소(고분)

6 기념물 175 아담스기념관 팔달구 매향동 110 근대문화재

- 안산시(10개소)

순번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주   소 유   형

1 문화재자료 7 오정각 단원구 화정동 58 목조문화재

2 문화재자료 8 사세충렬문 단원구 와동 151 목조문화재

3 문화재자료 94 안산 청문당 상록구 청곡길 77 (부곡동 261-15) 목조문화재

4 문화재자료 127 구대부면사무소 단원구 대부중앙로 97-9 (대부북동 467) 근대문화재

5 기념물 40 이익선생묘 상록구 일동 555 묘소

6 기념물 73 별망성지 단원구 초지동 656 성곽

7 기념물 83 안탄대선생묘 단원구 성곡동 615-1 묘소

8 기념물 127 안산읍성 및 관아지 상록구 수암동 255-3 성곽

9 기념물 157 한응인묘역 상록구 사사동 산61 묘소

10 기념물 186 취몽헌 오태주묘역 상록구 사사동 산48 묘소



Ⅰ. 과업의 개요

11

- 안성시(39개소)

순번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주   소 유   형

1 유형문화재 8 덕봉서원 양성면 덕봉서원로 529-7 (덕봉리 109) 목조문화재

2 유형문화재 36 기솔리 석불입상 삼죽면 텃골길 105 (기솔리 33-1) 불상

3 유형문화재 37 매산리 석불입상 죽산면 미륵당길 32-2 (매산리 366) 불상

4 유형문화재 39 칠장사당간 죽산면 칠장리 801-1 당간지주

5 유형문화재 71 홍계남장군고루비 미양면 구수리 산87-1 비석

6 유형문화재 78 안성 죽산리 삼층석탑 죽산면 죽산리 240-2 석탑

7 유형문화재 79 오명항선생 토적송공비 장기로91번길 22 (낙원동 609-5) 비석

8 유형문화재 89 안성 죽산리 당간지주 죽산면 죽산리 728-8 당간지주

9 유형문화재 97 안성 죽산리 석불입상 죽산면 죽산리 산6-1 (죽산리 2) 불상

10 유형문화재 108 석남사 대웅전 금광면 상촌새말길 3-120 (상중리 508) 목조문화재

11 유형문화재 109 석남사 마애여래입상 금광면 상중리 산22 (상중리 513) 불상

12 유형문화재 114 칠장사 대웅전 죽산면 칠장로 399-18 (칠장리 764) 목조문화재

13 유형문화재 115 칠장사 소조사천왕상 죽산면 칠장리 764 불상

14 유형문화재 116 청원사 칠층석탑 원곡면 통심길 16-102 (성은리 397) 석탑

15 유형문화재 124 청룡사 사적비 서운면 청용리 62-4 비석

16 유형문화재 130 신창리 삼층석탑 고삼면 신창리 293-6 석탑

17 유형문화재 154 안성객사 보개면 종합운동장로 203 (양복리 238-1) 목조문화재

18 유형문화재 174 안성 청원사 대웅전 원곡면 통심길 16-102 (성은리 397) 목조문화재

19 유형문화재 175 안성 정무공 오정방 고택 양성면 덕봉길 68-14 (덕봉리 246) 목조문화재

20 유형문화재 179 안성 죽림리 삼층석탑 죽산면 칠장리 764 석탑

21 문화재자료 24 칠장사 죽산면 칠장로 399-18 (칠장리 764) 목조문화재

22 문화재자료 25 운수암 양성면 방신리 85 목조문화재

23 문화재자료 26 죽산향교 죽산면 죽산향교길 54-45 (죽산리 314) 목조문화재

24 문화재자료 27 안성향교 향교길 75 (명륜동 119-4) 목조문화재

25 문화재자료 28 양성향교 양성면 교동길 33-4 (동항리 114) 목조문화재

26 문화재자료 45 안성 유명건 묘갈 고삼면 삼은리 산2-1 묘소

27 문화재자료 46 안성 대농리 석불입상 대덕면 대농리 91 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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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문화재자료 59 청룡사 삼층석탑 서운면 청룡길 140 (청용리 28) 석탑

29 문화재자료 73 이해룡고가 서운면 청룡길 109-9 (청용리 78-1) 목조문화재

30 문화재자료 76 안성 도기동 삼층석탑 도기동 184 석탑

31 문화재자료 108 안성 죽리 석조여래입상 대덕면 죽촌길 173-8 (죽리 32-4) 불상

32 기념물 26 이덕남장군묘 미양면 구수리 산85-1 (구수리 산85-4) 묘소

33 기념물 69 죽주산성 죽산면 죽양대로 111-71 (매산리 산105-4) 성곽

34 기념물 75 영창대군묘 일죽면 고은리 산24-5 묘소

35 기념물 77 서흥김씨 삼강정문 고삼면 월향리 산84-2 정려

36 기념물 81 서운산성 서운면 청용리 산2 성곽

37 기념물 82 안성구포동성당 혜산로 33 (구포동 80-1) 근대문화재

38 기념물 117 전주이씨 서원군파묘역 보개면 북좌리 산8-2 묘소

39 기념물 138 망이산성 일죽면 금산리 산48 (화봉리 81-1) 성곽

- 안양시(11개소)

순번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주   소 유   형

1 유형문화재 38 만안교 만안구 석수동 679 (석수동 270-8) 교량

2 유형문화재 92 석수동 마애종 만안구 석수1동 산32 불상

3 유형문화재 93 안양사귀부
만안구 예술공원로131번길 103

(석수동 242-3)
석물

4 유형문화재 94 삼막사 마애삼존불 만안구 삼막로 478(석수동 241-54) 불상

5 유형문화재 112 삼막사 삼층석탑 만안구 삼막로 478(석수동 241-54) 석탑

6 유형문화재 125 삼막사 사적비 만안구 삼막로 478(석수동 241-54) 비석

7 유형문화재 164 안양 중초사지 삼층석탑 만안구 예술공원로103번길 4(석수동) 석탑

8 민속문화재 3 삼막사 남녀근석 만안구 삼막로 478(석수동 241-54) 석물

9 문화재자료 60 삼막사 명부전 만안구 삼막로 478(석수동 241-54) 목조문화재

10 문화재자료 100 구서이면사무소
만안구 장내로143번길 8 

(안양동 674-271)
근대문화재

11 기념물 126 석수동 석실분 만안구 석수동 236-9 (석수동 236-12) 묘소(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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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15개소)

순번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주   소 유   형

1 유형문화재 49 지공선사부도 및 석등 회암동 산8-1 부도

2 유형문화재 50 나옹선사부도 및 석등 회암동 산8-1 부도

3 유형문화재 51 무학대사비 회암동 산8-1 비석

4 유형문화재 52 회암사지 부도탑 회암동 산14-1 부도

5 유형문화재 82 어사대비 유양동 산33-2 비석

6 민속문화재 1 회암사지 맷돌 회암동 산18 석조문화재

7 문화재자료 2 양주향교 부흥로1423번길 50 (유양동 266) 목조문화재

8 문화재자료 89 양주 옥정리 선돌 옥정동 627-1, 산94-1 석조문화재

9 문화재자료 103 죽산안씨 연창위종가 양주시 광사로 131-13 (광사동 70-44) 목조문화재

10 문화재자료 135 양주 회암사지
 공선사부도비 양주시 회암동 산8-1 부도

11 기념물 2 권율장군묘 장흥면 권율로 223 (석현리 산168-1) 묘소

12 기념물 49 이수광선생묘 장흥면 삼하리 산90-1 묘소

13 기념물 58 백인걸선생묘 광적면 화합로147번길 296-43(효촌리 산26) 묘소

14 기념물 120 이준선생묘 남면 감악산로 482-13 (신산리 251) 묘소

15 기념물 178 송석 최명창묘역 덕계동 산64 묘소

- 양평군(18개소)

순번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주   소 유   형

1 유형문화재 72 사나사 원증국사탑 옥천면 용천리 302 석탑

2 유형문화재 73 사나사 원증국사 석종비 옥천면 용천리 302 비석

3 유형문화재 105 이항로선생생가 서종면 노문리 535-6 목조문화재

4 유형문화재 171 양평 상자포리 
마애여래입상 개군면 상자포리 산36-1 (천서리 650) 불상

5 유형문화재 180 양평 지평리 삼층석탑 지평면 역말4길 58 (송현리 산91) 석탑

6 민속문화재 5 김병호고가 용문면 오촌길 49번길 6 (오촌리 181) 목조문화재

7 민속문화재 7 양평 창대리고가 양평읍 충신로 333-6 (창대리 203-7) 목조문화재

8 문화재자료 18 운계서원 용문면 용문산로192번길 16-21(덕촌리 산4-2) 목조문화재

9 문화재자료 19 양근향교 옥천면 향교길 45 (옥천리 817-1) 목조문화재

10 문화재자료 20 지평향교 지평면 지평로 333 (지평리 343) 목조문화재

11 문화재자료 21 양평 용천리 삼층석탑 옥천면 사나사길 329 (용천리 302) 석탑

12 문화재자료 85 정창손묘역 석물일괄 양서면 부용리 산37-1 (부용리 427-8) 묘소

13 문화재자료 107 익원공 김사형묘역 양서면 목왕리 산49 (목왕리 212) 묘소

14 기념물 62 유관선생묘 강하면 동오리 산157 (동오리 403) 묘소

15 기념물 89 한음 이덕형선생묘 및 
신도비 양서면 목왕리 산82 (목왕리 638-9) 묘소/비석

16 기념물 92 이순몽장군묘 개군면 공세리 산28-3 (공세리 45-3) 묘소

17 기념물 96 이준경선생묘 양서면 부용리 산35-1 (부용리 306) 묘소

18 기념물 154 양평 신복리 강맹경묘역 옥천면 신복리 산301 (신복리 1062) 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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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26개소)

순번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주   소 유   형

1 유형문화재 20 강한사 청심로 113 (하동 200-1) 목조문화재

2 유형문화재 35 포초골 미륵좌불 금사면 발림길 89-47 (외평리 454-1) 불상

3 유형문화재 41 명성황후 탄강구리비 명성로 71 (능현동 250-3) 비석

4 유형문화재 46 명성황후생가 명성로 71 (능현동 250-3) 목조문화재

5 유형문화재 84 대노사비 청심로 113 (하동 200-1) 비석

6 유형문화재 98 여주 계신리 마애여래입상 흥천면 계신리 559 (계신리 산4) 불상

7 유형문화재 128 신륵사 극락보전 신륵사길 73 (천송동 282) 목조문화재

8 유형문화재 148 정대년 신도비 점동면 장여로 561 (원부리 153-2) 비석

9 유형문화재 160 여주 도곡리 석불좌상 금사면 도곡리 산7 불상

10 유형문화재 195
여주 신륵사 팔각원당형

 석조부도
신륵사길 73 (천송동 282) 부도

11 유형문화재 247 여주 고달사지석조 북내면 상교리 411-1 불상

12 민속문화재 11 여주 이포리 옹기가마 금사면 이여로 1213-12 (궁리 산2) 가마

13 문화재자료 3 여주향교 향교1길 28 (교동 261-1) 목조문화재

14 문화재자료 37 영월루 주내로 13 (상동 132) 목조문화재

15 문화재자료 75 기천서원지 금사면 뒷머리길 11 (이포리 259-3) 목조문화재

16 문화재자료 97
여주 해씨윤씨 

동강공파종택
점동면 모래실2길 7 (사곡리 179-3) 목조문화재

17 문화재자료 128 원호･원두표묘역 북내면 장암리 산1-1 (장암리 320-2) 묘소

18 문화재자료 129 죽서 원몽린묘역 대신면 상구리 산11-110 (상구리 39) 묘소

19 문화재자료 133 여주 신륵사 삼층석탑 신륵사길 73 (천송동 282) 석탑

20 문화재자료 134
여주 신륵사 원구형 

석조부도
신륵사길 73 (천송동 282) 부도

21 기념물 16 이완장군묘 상거동 산19-18 (상거동 262) 묘소

22 기념물 36 서희장군묘 산북면 후리 산53-1 (후리 332) 묘소

23 기념물 165 구암 한백겸묘 및 신도비 강천면 부평리 산1 (부평리 481-1) 묘소/신도비

24 기념물 198 여주 상교리 고려석실묘 북내면 상교리 412-1 묘소

25 기념물 199 민진장묘역 점동면 부구리 산8-4 (부구리 17-1) 묘소

26 기념물 214 제간공 권규묘역 점동면 덕평리 산9-1 (덕평리 127-8) 묘소

- 연천군(13개소)

순번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주   소 유   형

1 유형문화재 131 오봉사지부도 연천읍 고문리 산78 부도
2 유형문화재 138 연천군 심원사지 부도군 신서면 동내로970번길 32-268(내산리 354) 부도
3 문화재자료 52 연천 통현리 지석묘 연천읍 통현리 339-1 묘소(고분)
4 문화재자료 137 평정공 윤호 신도비 미산면 아미리 산131-1 비석
5 기념물 51 정발장군묘 미산면 백석리 산34 묘소
6 기념물 110 박진장군묘 백학면 두일리 산149-2 묘소
7 기념물 146 연천 삼곶리 돌무지무덤 중면 삼곶리 421 묘소(고분)
8 기념물 158 연천 학곡리 고인돌 백학면 학곡리 273-3, 4 묘소(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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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념물 184 미수 허목묘역 왕징면 강서리 산90 묘소

10 기념물 208 연천 차탄리 고인돌 연천읍 차탄리 228-3 묘소(고분)

11 기념물 209 연천 양원리 고인돌 전곡읍 양원리 408-4 묘소(고분)

12 기념물 210 연천 신답리 고분 전곡읍 신답리 17-42, 17-43 묘소(고분)

13 기념물 212 연천 학곡리 적석총 백학면 학곡리 20-1, 20-2 묘소(고분)

- 오산시(3개소)

순번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주   소 유   형

1 기념물 112 오산 금암리 지석묘군 수목원로 449 (금암동 520) 묘소(고분)

2 기념물 147 오산시 궐리사 매홀로 3 (궐동 147-5) 목조문화재

3 기념물 211 오산 외삼미동 고인돌 외삼미동 384 묘소(고분)

- 용인시(30개소)

순번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주   소 유   형

1 유형문화재 9 충렬서원 처인구 모현면 충렬로 9-19 (능원리 118-1) 목조문화재

2 유형문화재 76 채제공선생 뇌문비 처인구 역북동 산3-12 비석

3 유형문화재 120 문수산 마애보살상 처인구 원삼면 문촌리 산25 (문촌리 363) 불상

4 유형문화재 194 용인 어비리 삼층석탑 처인구 이동면 어진로 842 (어비리 807-9) 석탑

5 민속문화재 10 용인 한산이씨 음애공파 고택 기흥구 지삼로198번길 30-4(지곡동 297-2) 목조문화재

6 문화재자료 23 양지향교 처인구 양지면 향교로13번길 20(양지리 379) 목조문화재

7 문화재자료 42 용인 공세리 오층석탑 기흥구 공세로81번길 48 (공세동 264) 석탑

8 문화재자료 44 용인 미평리 약사여래입상 처인구 원삼면 미평로81번길 
38-11(미평리 66-16) 불상

9 문화재자료 49 용인 주북리 지석묘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825 묘소(고분)

10 문화재자료 61 용인 남사면 창리선돌 처인구 남사면 창리 487-1 석조

11 문화재자료 62 용인 목신리 석조여래입상 처인구 원삼면 목신리 7 불상

12 문화재자료 68 용인 맹리 지석묘 처인구 원삼면 맹리로150번길 2(맹리 352-9) 묘소(고분)

13 문화재자료 91 공안공 정옥형･충정공 
정응두 신도비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524-7 비석

14 문화재자료 92 문간공 김세필 묘역 일원 수지구 죽전동 산23 (죽전동 52) 묘소

15 문화재자료 96 용인 이주국장군 고택 처인구 원삼면 문촌로 242 (문촌리 414-4) 목조문화재

16 문화재자료 111 용덕사 석조여래입상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471-41(묵리 478-2) 불상

17 문화재자료 120 죽정 최유경 묘역 기흥구 공세동 산1-1 (공세동 76) 묘소

18 문화재자료 145 용인 법륜사 삼층석탑 처인구 원삼면 농촌파크로 126(고당리 243-2) 석탑

19 기념물 1 정몽주선생묘 처인구 모현면 능곡로 45 (능원리 219) 묘소

20 기념물 17 채제공선생묘 처인구 역북동 산5 묘소

21 기념물 18 민영환선생묘 기흥구 마북동 544-7 묘소

22 기념물 22 모현지석묘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498 묘소(고분)

23 기념물 25 이종무장군묘 수지구 고기동 산79 (고기동 605-3) 묘소

24 기념물 32 유형원선생묘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 산28-1(석천리 614-1) 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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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념물 44 처인성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 산43 성곽

26 기념물 104 오윤겸선생묘 처인구 모현면 오산리 5 (오산리 92) 묘소

27 기념물 169 문정공 조광조묘 및 신도비 수지구 상현동 산55-1 (상현동 791-3) 묘소/비석

28 기념물 171 저헌 이석형묘 및 신도비 처인구 모현면 능곡로 45 (능원리 219) 묘소/비석

29 기념물 172 음애이자묘역 기흥구 지삼로201번길 31-15(지곡동 243) 묘소

30 기념물 215 용인 할미산성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산41(마성리 581-8) 성곽

- 의왕시(5개소)

순번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주   소 유   형

1 유형문화재 288
의왕 청계사 
청계사사적기비

청계동 12 비석

2 문화재자료 6 청계사 청계로 475 (청계동 11) 목조문화재

3 문화재자료 98 임영대군 이구묘역 및 사당 능안아랫말길 32 (내손동 31) 묘소/목조

4 문화재자료 176 의왕 청계사 
조정숙공사당기비 청계동 12 비석

5 기념물 176 하우현성당 사제관 원터아랫길 81-6 (청계동 201) 근대문화재

- 의정부시(11개소)

순번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주   소 유   형

1 유형문화재 122 망월사 혜거국사부도 호원동 413 (북한산국립공원) 부도

2 유형문화재 186 의정부 회룡사 오층석탑 전좌로155번길 262 (호원동 산89-2) 석탑

3 문화재자료 66 망월사 천봉당태흘탑 호원동 413 (북한산국립공원) 석탑

4 문화재자료 67 망월사 천봉선사탑비 호원동 413 (북한산국립공원) 석탑

5 문화재자료 93 서계 박세당 사랑채 동일로128번길 36 (장암동 197) 목조문화재

6 문화재자료 99 의정부시 이동성당 신흥로265번길 27 (의정부동 429-6) 근대문화재

7 문화재자료 113 서계 박세당묘역 동일로122번길 153 (장암동 산146-1) 묘소

8 문화재자료 117 의정부 회룡사석조 전좌로155번길 262 (호원동 산89-2) 불상

9 기념물 37 정문부장군묘 산단로132번길 59-17 (용현동 379-28) 묘소

10 기념물 41 노강서원 동일로122번길 153 (장암동 산146-1) 목조문화재

11 기념물 88 신숙주선생묘 고산로163번길 34-43 (고산동 269) 묘소

- 이천시(9개소)

순번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주   소 유   형

1 유형문화재 106 이천 중리 삼층석탑 서희로 27 (중리동 187) 석탑

2 유형문화재 107 이천 어석리 석불입상 장호원면 어석로72번길 33-4(어석리 564-1) 불상

3 유형문화재 119 소고리 마애여래좌상 모가면 공원로218번길 158-48(소고리 640-48) 불상

4 민속문화재 12 김좌근고택 백사면 청백리로393번길 100-131
(내촌리 222-14) 목조문화재

5 문화재자료 22 이천향교 향교로 1 (창전동 407-19) 목조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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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화재자료 41 이천 자석리 석불입상 설성면 자석로14번길 157(자석리 산51) 불상

7 문화재자료 70 이평리 석불입상 마장면 이평리 267-22 불상

8 기념물 76 이천 설성산성
장호원읍 경충대로519번길 

246-314(선읍리 931)
성곽

9 기념물 207 풍고 김조순묘역 부발읍 가좌리 산56-27 묘소

- 파주시(25개소)

순번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주   소 유   형

1 유형문화재 61 화석정 파평면 화석정로 152-72 (율곡리 산100-1) 목조문화재

2 유형문화재 83 보광사 대웅보전 광탄면 보광로474번길 87 (영장리 13) 목조문화재

3 유형문화재 121 이회선생 신도비 조리읍 장곡리 산20-1 비석

4 유형문화재 156 파주 마애사면석불 진동면 동파리 산31-1 (민통선지역) 불상

5 문화재자료 10 파산서원 파평면 파산서원길 24-40 (늘노리 235) 목조문화재

6 문화재자료 11 교하향교 쇠재로 91 (금촌동 1013) 목조문화재

7 문화재자료 12 반구정 문산읍 사목리 190 목조문화재

8 문화재자료 83 파주향교 대성전 파주읍 향교말길 56-83 (파주리 335) 목조문화재

9 문화재자료 122 사제 김정국묘역 진동면 하포리 산123, 124 (민통선지역) 묘소

10 문화재자료 130 용재성현묘역 문산읍 문현말길 274-18 (내포리 610) 묘소

11 문화재자료 139 파주 읍내리 석조여래입상 군내면 읍내리 산142 (민통선지역) 불상

12 기념물 34 황희선생묘 탄현면 정승로88번길 23-67 (금승리 95-7) 묘소

13 기념물 59 성혼선생묘 파주읍 성현로 60-20 (향양리 104-1) 묘소

14 기념물 60 이세화선생묘 문산읍 장승배기로61번길 52-27(선유리 322) 묘소

15 기념물 106 윤곤선생묘 파주읍 용지안길 103-2 (연풍리 253-2) 묘소

16 기념물 128 허준선생묘 진동면 구암로 205 (하포리 산129) 민통선 묘소

17 기념물 129
파주 다율리, 당하리 

지석묘군
당하2길 178 (당하동 240-89, 산4-1) 묘소(고분)

18 기념물 137 심지원묘 및 신도비 광탄면 분수리 산5-1 묘소/비석

19 기념물 139 정연묘 탄현면 법흥리 148-1 묘소

20 기념물 144 김덕함묘 및 신도비 적성면 무건리 110 (산1) 묘소/비석

21 기념물 162 자유의 다리 문산읍 마정리 1400-11 교량

22 기념물 173 춘곡정탁묘역 월롱면 덕은리 산15 묘소

23 기념물 182 파평윤씨 정정공파 묘역 성재길 220 (당하동 279) 묘소

24 기념물 187 유항한수묘역 진동면 서곡리 914 (산87) 민통선지역 묘소

25 기념물 218
파주 덕진산성 

(사적 지정으로 제외)
군내면 정자리 산13 (민통선지역) 성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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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8개소)

순번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주   소 유   형

1 유형문화재 40 대동법 시행 기념비 소사동 140-1 비석

2 유형문화재 137 팽성읍객사 팽성읍 동서촌로 101-3 (객사리 117) 목조문화재

3 문화재자료 4 평택향교 팽성읍 부용로17번길 40 (객사리 185) 목조문화재

4 문화재자료 5 홍학사비각 팽성읍 본정리 220-1 비석

5 문화재자료 40 진위향교 대성전 진위면 진위로 49 (봉남리 166) 목조문화재

6 기념물 56 이대원장군묘 및 신도비 포승읍 희곡리 산83-6 묘소/비석

7 기념물 57 원균장군묘 도일동 산82 묘소

8 기념물 135 안재홍생가 고덕면 계루지1길 7 (두릉리 646) 목조문화재

- 포천시(12개소)

순번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주   소 유   형

1 유형문화재 64 청성사 신북면 청성사길 99 (가채리 산23-2) 목조문화재

2 유형문화재 70 용연서원 신북면 신평로 78 (신평리 168-1) 목조문화재

3 유형문화재 75 인평대군 치제문비 신북면 신평로222번길 12-49(신평리 산46-1) 비석

4 유형문화재 155 포천 석조여래입상 어룡동 산19 불상

5 문화재자료 16 포천향교 군내면 청군로3274번길 37 (구읍리 176) 목조문화재

6 문화재자료 47 포천 금현리 지석묘 가산면 금현리 304-10 묘소(고분)

7 기념물 24 이항복선생묘 가산면 금현리 산4-2 묘소

8 기념물 30 채산사 신북면 청성사길 101 (가채리 678) 목조문화재

9 기념물 35 서성선생묘 설운동 산1-14 묘소

10 기념물 46 화산서원 가산면 가산로 227-40 목조문화재

11 기념물 130 인평대군묘 및 신도비
신북면 신평로222번길 12-49

(신평리 산46-1)
묘소/비석

12 기념물 185 포천 고모리산성 소흘읍 고모리 산64 외 13필지 성곽

- 하남시(3개소)

순번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주   소 유   형

1 문화재자료 13 광주향교 대성로 126-13 (교산동 227-3) 목조문화재

2 문화재자료 82 하남시 상사창동 연자마 상사창동 346-2 석조문화재

3 문화재자료 86 남한산 법화사지 및 부도 상사창동 산97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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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14개소)

순번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주   소 유   형

1 유형문화재 85 윤계선생순절비 남양읍 남양리 1390-6 비석

2 유형문화재 212 화성 용주사 오층석탑 용주로 136 (송산동 188) 석탑

3 민속문화재 6 정원채고가 남양읍 송림로92번길 13 (송림리 320) 목조문화재

4 문화재자료 34 남양향교 남양읍 글판동길15번길 18-3 (남양리 335) 목조문화재

5 문화재자료 35
용주사 대웅보전

(보물 지정으로 제외)
용주로 136 (송산동 188) 목조문화재

6 문화재자료 36 용주사 천보루 용주로 136 (송산동 188) 목조문화재

7 문화재자료 74 홍승인고가 정남면 서봉로851번길 34-15 (문학리 628) 목조문화재

8 문화재자료 112 남양 풍화당 남양읍 남양시장로45번길 12(남양리 651-6) 목조문화재

9 문화재자료 121
추연 우성전묘역
(우하영묘역포함)

매송면 숙곡리 산78-1, 71-1 묘소

10 기념물 13 남이장군묘 비봉면 남전리 산145 묘소

11 기념물 86 백천장선생묘 기안길 65 (기안동 140-1) 묘소

12 기념물 153 화성 남양리 신빈김씨묘역
남양읍 남양리 산131-17

(남양리 산131-38)
묘소

13 기념물 168 화성 홍법리 남양홍씨묘역 서신면 홍법사길12번길 34 (홍법리 산30) 묘소

14 기념물 224 화성 화량진성 송산면 지화리 산90 (지화리 660-1) 성곽

2.1.2. 시간적 범위

◦ 과업기간 : 2017. 04. 13. ~ 2017. 12. 31.

2.1.3. 내용적 범위

◦ 경기도 역사지진 및 계기지진

 - 경기도 역사지진 문헌조사

 - 경기도 계기지진 이력 조사

 - 자료 분석을 통한 경기도의 장기 지진위험도 평가

◦ 경기도 문화재 내진 평가를 위한 국·내외 사례조사

◦ 경기도 지정 부동산 문화재 내진성능 기초평가(364개소)

 - 기존 국가지정문화재 내진점검 및 진단 매뉴얼(문화재청, 2013), 문화재 지진 재

해기초평가 연구(문화재청, 2013. 12)를 적용하여 실시

 - 기존 기초평가 체크리스트 보완 및 수정

 - 내진 안정성 기초평가를 통한 등급 분류 및 점검 매뉴얼 구축

◦ 경기도 지정 부동산 문화재 내진성능 지반조사(42개소)

 - 경기도 지정 부동산 문화재 내진성능 기초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진 취약 문화

재를 선정하여 비파괴 물리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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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과업 추진 방법

2.2.1. 기초자료 조사

◦ 경기도 문화재 및 지진 관련 고문헌 기록, 학술자료 등 자료조사

◦ 기존 보고서 및 관련 연구 내용 조사 및 정리

2.2.2. 현황조사 및 분석

◦ 문헌조사(고문헌, 사진자료 분석 등)

◦ 선행연구 분석(기존 조사, 학술연구 성과)

◦ 조사 대상 문화재 사전 현장 조사

 - 경기도 지정 부동산 문화재 현황 및 지반상태 조사 

◦ 경기도 문화재 내진 평가를 위한 국·내외 사례조사

◦ 경기도 역사지진 및 계기지진 연구

2.2.3. 현장 조사 및 분석

◦ 경기도 지정 부동산 문화재 내진성능 기초평가

 - 기존 체크리스트 점검 및 수정

 - 체크리스트를 통한 정량적 평가 수행

 - 조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정성적 평가 수행

 - 종합적 평가를 통한 등급분류 및 지반조사 대상 문화재 선정

◦ 경기도 지정 부동산 문화재 내진성능 지반조사

 - 대상 문화재 환경에 적합한 비파괴 물리탐사 실시

 - 물리탐사 분석을 통한 문화재 하부 지반 특성 분석 및 안정성 평가

2.2.4. 향후 보호대책 강구 및 활용계획

  ◦ 향후 보호방향 제시 

  ◦ 문화재 내진 안정성 등급 분류 

  ◦ 경기도 문화재 내진 기초평가 매뉴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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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및 과정

3.1. 과업 조직

3.1.1. 발주기관

◦ 경기도 경기도지사 남경필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재율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유산과장 도현선

문화유산과 문화유산관리팀장 김진효

문화유산과 주무관 엄기화

                                        3.1.2. 자  문

  

◦ 자    문 김동수(KAIST 교수)

노현균(문화재 전문위원,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신명종(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3.1.3. 연구진

◦ 수행기관  (재)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 총    괄 김성명(경기문화재연구원장)

◦ 내부연구진 진수정(경기문화재연구원 기획운영팀장)

허미형(경기문화재연구원 선임연구원)

◦ 연구보조원 임익현(경기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경기도 문화재 내진 기초평가 ㈜신화엔지니어링

◦ 경기도 문화재 내진 지반조사 ㈜지오레이다

3.2. 과업 추진경과

추 진 일 자 추 진 내 용

2017. 3. 28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전 자문

2017. 4. 4 KAIST 김동수 교수 유선자문

2017. 4. 5 사전 자문회의

2017. 4. 13 2017 경기도 문화재 내진진단 사업 협약

2017. 4 ~ 2017. 5 경기도 지정문화재 문헌조사 및 사전 현장조사

2017. 4 ~ 경기도 역사지진 및 계기지진 연구, 국내외 내진평가 사례조사 

2017. 6. 21 ~ 2017. 11. 30 경기도 문화재 내진성능 기초평가 실시(364개소)

2017. 9. 14 경기도 문화재 내진진단사업 중간보고회

2017. 10. 27~ 2017. 12. 12 경기도 문화재 내진성능 지반조사 실시(42개소)

2017. 12. 18 경기도 문화재 내진진단사업 최종보고회

2017. 12. 31 성과품 납품 및 용역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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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단계별 수립 과정

과 업 내 용

1

단

계

․ 과업 연구진 구성

․ 기초자료 조사
  - 기존 문헌자료 및 현황자료 수집
  - 기존 연구자료 분석
  - 대상 문화재 사전 현장조사

․ 사전 자문회의 

2

단

계

․ 경기도 역사지진 및 계기지진 연구 

․ 국·내외 내진평가 사례조사 

․ 경기도 지정문화재 기초평가

  - 기초평가 업체 선정 절차 추진

  - 기존 체크리스트 점검 및 수정

  - 체크리스트를 통한 정량적 평가 수행

  - 조사자의견을 통한 정성적 평가 수행

  - 종합적 평가를 통한 등급분류 및  

   지반조사 대상 문화재 선정

3

단

계

․ 중간 보고회

․ 경기도 지정문화재 지반조사

  - 지반조사 업체 선정 절차 추진

  - 비파괴 물리탐사 실시

  - 물리탐사 분석을 통한 문화재 

    하부 지반 특성 및 안정성 평가

4

단

계

․ 향후 보호방향 및 점검 매뉴얼 구축

․ 최종 보고회

․ 최종 보고서 작성 및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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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기도 역사지진 및 계기지진Ⅱ.  경기도 역사지진 및 계기지진

1. 경기도의 역사지진

1.1. 경기도 역사지진의 의의

한국의 지진활동 자료는 1905년 인천에 지진계가 설치되기 전까지의 역사지진 자료와 

그 이후의 계기지진 자료로 구분된다. 1905년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인천의 조선총독부관

측소, 부산·경성·대구·평양·추풍령 측후소 등 6개 지점에 지진계를 설치하여 지진발생 시

각, 진앙, 진도를 관측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동안의 계기지진 자료는 한국전쟁 당시 

모두 소실되어, 분석결과만 <조선기상 30년보>, <기상 50년보>와 같은 책자에 남아 있

다. 광복 이후 지진관측 공백기를 거쳐 계기지진 관측이 재개된 것은 1963년 3월로, 국

립중앙관상대 서울본대(현 기상청)에 지진계 1대가 설치됨으로써 재개되었다. 그 후 

1978년 홍성지진(규모 5.0) 발생을 계기로 지진장비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아날로그 

지진관측망을 구축하였으며, 1997년 경주지진(규모 4.2)을 계기로 현대적 지진관측망이 

구축되기 시작하여 현재 지진관측소는 216개소에 이른다. 

이와 같이 현대화된 지진장비를 사용하여 지진발생 시각, 진앙, 규모 등을 분석하고 체

계적으로 정리하게 된 것은 1978년 이후 40여년에 불과하고, 1905년부터 1977년까지의 

관측기록은 대부분 소실되거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와 같이 판 내부에 위치하는 지역에서는 수백~수천 년 간격으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는데, 이에 비해 계기기진 자료는 40여 년의 관측기록에 불과해 경기도 지진활동의 

특성이나 지진 발생주기, 향후의 지진위험도를 평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

서 경기도의 지진활동 평가에서 역사지진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매우 긴 지진 발생주기를 보이는 한반도에서는, 역사지진 자료가 경기도에

서 발생 할 수 있는 지진과 그에 따른 피해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

문에 계기지진 자료뿐만 아니라 역사지진 자료도 반드시 해석되어야 한다. 

국내 역사지진 자료의 발굴 및 평가는 1912년 일본인 학자 와다(和田)에 의해 시작되

었고 이후 여러 기관에 의해 수행되어 많은 자료가 축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

구 자료를 검토하여 서기 2년부터 1904년까지의 경기도 역사지진 기록을 수록하였다. 경

기도 역사지진 기록은 경기도의 지진발생 경향, 지진위험도 및 지진발생지역 평가에 활용

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향후 경기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지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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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기도 역사지진의 해석1)

1.2.1. 시각, 방향, 지명 해석

본 연구에 사용된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의 역사문헌에 사용

된 시각이나 지역, 방향 등에 관한 표현은 현재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시대별로 

수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울에서 지진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위치는 

시대별로 달라진다. 이러한 역사문헌에서의 표현은 다음과 같이 현재 사용되는 표현으

로 해석하였다. 

1) 시각표기

역사문헌시각 현재시각

자시(子時) 오후 11시-오전 1시

축시(丑時) 오전 1시-3시

인시(寅時) 오전 3시-5시

묘시(卯時) 오전 5시-7시

진시(辰時) 오전 7시-9시

사시(巳時) 오전 9시-11시

오시(午時) 오전 11시-오후 1시

미시(未時) 오후 1시-3시

신시(申時) 오후 3시-5시

유시(酉時) 오후 5시-7시

술시(戌時) 오후 7시-9시

해시(亥時) 오후 9시-11시

1경(更) 2경(更) 3경(更) 4경(更) 5경(更)

오후 7시-9시 오후 9시-11시 오후 11시-오전 1시 오전 1시-3시 오전 3시-5시

표 2-1. 역사시대의 시각표기 

1) 기상청, 한국 기상 기록집2 한반도 역사지진 기록,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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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위표시

건방(乾方) 태방(兌方) 리방(離方) 진방(震方) 손방(巽方) 감방(坎方) 간방(艮方) 곤방(坤方)

북서 서 남 동 남동 북 북동 남서

표 2-2. 역사시대의 방위표시 

3) 시대별 수도 표기

 연  도 수  도 위도(북위) / 경도(동경)

고구려

B.C.37~2 졸본(환인시) 41.3 / 125.4

2~427 국내성(집안시) 41.2 / 126.2

427~668 평양 39.0 / 125.8

백제

B.C.18~475 한성(서울) 37.5 / 127.1

475~538 웅진(공주) 36.5 / 127.1

538~660 사비(부여) 36.3 / 126.9

신라 B.C.57~935 경주 35.8 / 129.2

고려

918~1232. 6 개성 38.0 / 126.6

1232. 7~1270. 6 강화도 37.7 / 126.5

1270. 6~1392 개성 38.0 / 126.6

조선
1392. 7~1394. 11 개성

37.6 / 127.0
1394. 11~1904 경성(서울)

표 2-3. 역사시대의 수도 표기 

4) 경기도의 옛 지명과 현 지명 비교

옛 지명 현 지명

경기도 금천(衿川) 서울 금천구 시흥동

경기도 삭녕(朔寧) 강원도 철원군 백로산리

경기도 양근(楊根) 경기도 양평

경기도 양천(陽川) 서울 강서구 가양동

경기도 연주(漣州) 경기도 연천

경기도 영평(永平)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경기도 음죽(陰竹)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읍 선읍리

경기도 지평(砥平)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표 2-4. 경기도의 옛 지명과 현 지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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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진앙 및 진도 해석

1) 역사지진의 진앙결정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진발생 위치(진앙)를 결정하였다.

- 감진지역(지진을 감지한 지역)에 대한 언급 없이 지진만 기재된 경우에는 당시의 

수도를 진앙으로 하였다.  

- 하나의 지진에 대해 감진지역이 한 곳으로 서술된 경우에는 그 곳을 진앙으로  하

였다.

- 감진지역이 여러 곳으로 서술된 경우에는 전체 감진지역을 포함하는 감진구역을 

설정한 후 그 지리적 중심을 진앙으로 결정하였다. 이때 감진지역 중 지진이 연속

하여 발생한 지역이 있거나 타 지역에 비해 강한 지진동이 나타난 지역이 있을 경

우에는 그 곳을 진앙으로 하였다.

- 감진지역이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 밀집되는 경우에는 지리적  중

심에서 밀집한 지역으로 어느 정도 이동시켜 진앙을 결정하였다.

- 동일 일자에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두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다른 지진으로 간주하고 각 지역 내에서 진앙을 결정하였다.

- 여러 지역에서 지진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을 진앙으로 

하였다.

- 8도(道)에서 지진 발생의 보고가 올라온 지진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피해나 진

동이 있으면 그 지역을 진앙으로 하고, 없을 경우에는 진앙을 결정하지 않고 ‘진앙

미정’으로 표기하였다.

이와 같은 해석 방법으로 진앙지를 조사해 보면 서울, 경주, 평양과 같이 역사시대 

수도였던 지역을 중심으로 진앙이 많이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도는 인구 

밀도가 높고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진앙이 많이 분포한다

고 해서 이 지역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조선시대 이전에

는 행정구역의 정비가 완비되지 않아 수도에 진앙을 집중해 기록했을 가능이 높다. 따

라서 역사시대의 진앙지는 인구밀도와 정보전달 및 기록의 정확도 등에 의한 오차를 

포함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경기도는 서울을 감싸고 있는 형태로 지리적으로 연관성이 높고, 경기도에서 발생한 

지진을 서울에서 감지하여 진앙지로 기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성백제시대의 지진기록과 전 시대에 걸쳐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도 경

기도에서 발생한 지진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 범위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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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지진의 진도결정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도를 결정하였다.

- 우리나라는 2001년 1월 1일부터 수정메르칼리 진도계급(MMI)을 사용하고 있으므

로 이 진도 계급을 적용하여 진도를 평가하였다.

- 지진이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하되 지진피해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경우 진도를  Ⅱ

-Ⅵ로 평가하였다.

- 감진면적(감진지역 전체를 포함하는 감진구역의 면적)이 작은 경우(예: ○○ 지  

역 등 고을)에는 어느 한 지역보다 감진지역이 넓은 것으로 추정하여 진도 Ⅳ를 

부여하였다.

- 감진지역과 지진피해가 동시에 기록된 경우에는 감진지역의 면적을 통해 평가된 

진도와 지진피해에 기초하여 평가된 진도 중 더 큰 값을 해당 지진의 진도로 평가

하였다.

- 단일 진도 평가가 어려운 지진의 경우에는 일정 범위를 주어 평가하였다.

   Ⅷ-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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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도 기록 내용

Ⅱ-Ⅳ

· 지진이 있었다. · 집이 조금 울림

· 우레(천둥)와 같은 소리 · ○○지역에서 지진 발생

· 북을 치는 듯한 소리

Ⅳ

· 산이 무너질 듯한 소리 · 집이 흔들림

· 벼락치는 듯한 소리 · 지진의 진행 방향만 기재

· 큰 우레(성난 우레)와 같은 소리 · ○○지역(관, 고을) 등에서 지진 발생

· 창문과 벽이 흔들림

Ⅴ

· 큰 지진(대 지진) · 담장과 지붕이 모두 흔들림

· 땅이 크게 진동 · 지진의 진행방향과 진동이 기재된 지진

· 집(가옥)이 크게(모두, 마구) 흔들림 · 지진동이 잠시 뒤 그침

· 기왓장이 흔들림

Ⅵ

· 새, 짐승이 놀람 · 초목이 흔들림

· 사람이 놀라 정신을 잃을 지경 · 기왓장이 떨어짐

· 담과 벽이 무너질 듯함 · 집(기둥)이 흔들리다 한참 뒤(만)에 그침

· 1만 대의 수레가 달리는 것 같은 소리
 (군마가 달리는 소리)

· 많은 사람들이 놀라 옥외로 달려 나감

Ⅶ

· 담장이 무너지거나 기울어짐 · 산 흔들림이 반복됨

· 기왓장이 다 떨어짐 · 큰 종이 저절로 울림

· 우마가 땅 위에 바로 설 수 없음 · 개천의 물이 출렁임

· 길 가던 사람이 바로 설 수 없음 · 벽에 균열이 생기거나 벽에 바른 흙이 
 떨어져 나감

Ⅷ

· 가옥(인가)의 벽체 추락, 일부 붕괴 · 우물들이 말라 버림

· 성첩의 균열, 추락, 일부 무너짐 · 나무가 부러져 쓰러짐

· 담과 벽이 흔들려 무너짐 · 산봉우리가 흔들리고 일부 무너짐

· 봉화대 부분 파손 · 건천에서 탁한 물이 나옴

· 집이 모두 흔들리고 여러 가옥들이 훼손됨 · 암석이 무너져 내림
 (바위가 떨어져 압사하기도 함)

Ⅷ-Ⅸ

· 큰 길이 찢어지고 갈라짐 · 민가(인가)가 무너지고 죽은 자가 생김

· 모래가 솟아오름 · 성첩이 다수 무너짐

· 마른 샘에 물이 넘침 · 거암이 모두 붕괴

· 땅이 꺼지고 샘이 폐색 · 바위가 무너지고 바닷물의 요동 및 출입이 일어남

· 산기슭의 사태로 암석이 무너져 내려 사람과  
가축이 죽음

표 2-5. 역사기록 내용에 대한 진도 결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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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기도 역사지진의 한계

경기도 역사지진이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를 이해해야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 할 수 있

다. 역사기록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삼국시대의 경우, 진앙지가 거의 모두가 삼국의 수도

로 집결되며, 고려시대는 개성과 경주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불완전한 행정정비체계와 

인구밀도의 차이, 지진 기록 수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한계로서 거주자가 없는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는 보고되지 않았을 것이며,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주변 지역에서는 

미약한 지진까지도 보고되는 등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정치적·시대적 여건에 따

라 실제 발생한 지진이 기록되지 않거나 축소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료 분

석 시에 유의해야 한다.

감진지역이나 진앙지에 대한 정보 없이 단순하게 발생 사실만 서술되어 있는 기록이 

많고, 감진지역에 대한 서술이 있더라도 그 지역이 실제 진앙인지, 다른 곳에서 발생한 

지진을 그 지역에서 감지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진계를 사용한 

관측자료를 통해 진앙이나 규모를 산정하는 계기지진 기록과 달리 역사지진 기록에는 모

호함이 있다. 현대 건축물이나 도시를 대상으로 설계된 피해규모와 진도 산정 방법을, 역

사시대의 건축양식이나 도시 형태에 그대로 적용할 때의 오차도 고려해야 한다. 같은 지

진에 대한 서술내용이라 하더라도 해석하는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평가하기 때문에 동일

한 피해역사지진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조선시대 이전의 역사기록은 통일성과 완전성이 결여되어 있어 분석시 특별

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반면, 행정구역의 정비가 완비되고 지진 기록물의 수가 월등히 

많은 조선시대 지진 기록은 비교적 누락의 가능성이 낮고 신뢰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전 시대에 걸쳐 진앙지가 불확실한 기록들이 많고, 진도 산정에도 모호함이 있다.

이런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역사지진 자료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수백~수천 년 간격으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매우 긴 지진주기를 가지는데, 이에 비해 정량적 연구를 할 수 있는 계지지진 자료는 40여

년에 불과하고 공간적 범위를 경기도로 한정하면 더욱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역사지진의 한계와 의미를 이해하면서 경기도 역사지진 기록을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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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기도 역사지진 서술

1.4.1. 서술기준

1) 본 연구는 역사문헌에 기록된 지진에 관한 서술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  

앙(위도, 경도)과 진도를 결정하여 기재하였다.

2) 지진 목록을 정리하기 위하여《삼국사기(三國史記)》,《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사(高麗史)》,《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

考)》,《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일성록(日省錄)》,《풍운 기(風雲記)》,《천변초

출등록(天變初出謄錄)》과 개인문집, 지방지를 참고하였다.

3) 각 지진 현상마다 지진발생 일자, 역사문헌의 서술, 출처, 위도, 경도, 진도 등  을 

표시하되, 위도와 경도는 영문으로, 진도(수정메르칼리 진도; MMI)는 로마  자로 

표기하였다.

4) 삼국시대 및 고려시대의 지진발생 일자는 한국학술정보(주)의 연력표를, 조선시대

의 경우 천문연구원의 음양력 환산일을 참고하여 양력과 음력으로 표기하였다. 한

글로 정리한 역사문헌의 서술에는 지진발생 일자를 음력으로만 표기하였다.

 1591. 01. 12.

宣祖 23年. 12. 17.

乃於今十二月十七日乙酉, 京師地震 屋宇振動.《朝鮮王朝實錄》

이달 12월 17일에는 서울에 지진이 발생하여 집들이 흔들렸다.

37.5N 127.1E 진도 Ⅱ-Ⅳ

5) 하나의 서술에 여러 날 발생한 지진들이 기록된 경우, 그 날들이 연속되면 시작일

과 종료일을 기호‘≀’로 명기하였고 연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 일자를 모두 명

기하였다.

 1385. 08. 25.
禑王 11年 07. 19.

        ≀
1385. 08. 27.
禑王 11年 07. 21.

己卯 地震三日.《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

지진이 3일동안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343. 06. 01.
忠惠後 4年 05. 09.

1343. 06. 05.
忠惠後 4年 05. 13.

1343. 06. 06.
忠惠後 4年 05. 14.

癸酉 地震, 丁丑·戊寅 亦如之.

《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고 정축(정축, 13), 무인(무인, 14)일에도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6) 서술의 공간적 범위

- 한성백제시대의 지진기록과 전 시대에 걸쳐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기록을 포

함하였다. 

- 현재 행정구역상 경기도 지역과 과거 행정구역상 경기도 지역(인천, 개성, 서울  

금천구 시흥동, 강서구 가양동 등)의 역사기록도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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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한성백제시대 역사지진 서술

13. 05. -

百濟 溫祚 31年. 05. -

五月, 地震 《三國史記》,《增補文獻備考》

5월에 지진이 있었다.

37.5N 127.1E 진도 Ⅱ-Ⅳ

13. 06. -

百濟 溫祚 31年. 06. -

六月, 又震 《三國史記》,《增補文獻備考》

6월에도 지진이 있었다.

37.5N 127.1E 진도 Ⅱ-Ⅳ

27. 10. -

百濟 溫祚 45年. 10. -

冬十月, 地震, 傾倒人屋. 《三國史記》,《增補文獻備考》

10월에 지진이 일어나 가옥이 기울거나 무너졌다.

37.5N 127.1E 진도 Ⅷ

37. 11. -

百濟 多婁 10年. 11. -

十一月, 地震, 聲如雷. 《三國史記》,《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일어나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났다.

37.5N 127.1E(서울) 진도 Ⅱ-Ⅳ

89. 06. -

百濟 己婁 13年. 06. -

十三年, 夏六月, 地震, 裂䧟民屋, 死者多. 《三國史記》,《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일어나 민가가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많았다.

37.5N 127.1E 진도 Ⅷ-Ⅸ

111. 03. -

百濟 己婁 35年. 03. -

三十五年, 春三月, 地震. 《三國史記》,《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7.5N 127.1E 진도 Ⅱ-Ⅳ

111. 10. -

百濟 己婁 35年. 10. -

三十五年, 十月, 地震. 《三國史記》,《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7.5N 127.1E 진도 Ⅱ-Ⅳ

199. 07. -

百濟 肖古 34年. 07. -

七月, 地震. 《三國史記》,《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7.5N 127.1E 진도 Ⅱ-Ⅳ

372. 07. -

百濟 近肖古 27年. 07. -

秋七月, 地震. 《三國史記》,《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7.5N 127.1E 진도 Ⅱ-Ⅳ

429. 11. -

百濟 毗有 3年. 11. -

十一月, 地震, 大風飛瓦. 《三國史記》,《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고, 큰 바람이 일었다.

37.5N 127.1E 진도 Ⅱ-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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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고려시대 경기도 역사지진 서술

972. 01. -

光宗 22年. 12. -

(辛未)二十二年 冬十二月 壬寅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

《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12월에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972. 03. -

光宗 23年. 02. -

(壬申)二十三年 春二月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

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021. 02. 01.

顯宗 11年. 閏 12. 17.

癸亥 漣州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增補文獻備考》

연주(漣州, 경기도 연천)에 지진이 있었다.

38.1N 127.1E 진도 Ⅱ-Ⅳ

1035. 07. 11.

靖宗 1年. 06. 04.

六月 丙辰 京城地震, 太白晝見.《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

節要》,《增補文獻備考》

경성(京城, 개성)에 지진이 있었고, 태백성이 낮에 보였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035. 09. 24.

靖宗 1年. 08. 20.

辛未 京城地震, 聲如雷.《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

《增補文獻備考》

경성(京城, 개성)에 지진이 있었는데 마치 우레와 같았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036. 07. 17.

靖宗 2年. 06. 21.

二年六月戊辰 京城及東京, 尙·廣二州, 安邊府等管內州縣, 地震, 多毁屋

廬, 東京, 三日而止.《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

文獻備考》

개성, 동경(東京, 경주) 및 상주(尙州), 광주(廣州), 안변부(安邊府) 관내 

주, 현에서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가옥들이 훼손되었고 동경에서

는 3일이 지나서야 지진이 멎었다.

38.1N 127.1E 진도 Ⅷ

1058. 05. 07.

文宗 12年. 04. 12.

夏四月 壬子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

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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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05. 03.

文宗 20年. 04. 07.

夏四月 庚寅 京城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

補文獻備考》

경성(京城, 개성)에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073. 02. 10.

文宗 27年. 01. 01.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093. 01. 23.

宣宗 9年. 12. 24.

壬申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103. 12. 14.

肅宗 8年. 11. 13.

京城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경성(京城, 개성)에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104. 01. 12.

肅宗 8年. 12. 13.

戊午 京城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경성(京城, 개성)에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118. 01. 10.

睿宗 12年. 12. 17.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134. 06. 23.

仁宗 12年. 05. 29.

戊寅,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節要》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152. 04. 07.

毅宗 6年. 03. 01.

三月 丙申朔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

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152. 05. 07.

毅宗 6年. 04. 02.

丙寅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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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 12. 26.

毅宗 13年. 11. 15.

乙未 地震, 聲如雷.《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

獻備考》

지진이 있었는데 소리가 우레와도 같았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163. 11. 06.

毅宗 17年. 10. 09.

丙寅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179. 12. 04.

明宗 9年. 11. 04.

冬十一月 戊午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

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180. 01. 06.

明宗 9年. 12. 08.

十二月 辛卯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184. 04. 24.

明宗 14年. 03. 12.

三月 辛丑 京城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

文獻備考》

경성(京城, 개성)에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196. 03. 18.

明宗 26年. 02. 17.

二月 丁卯 京城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

文獻備考》

경성(京城, 개성)에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215. 02. 11.

高宗 2年. 01. 11.

高宗二年正月辛未 地震.《高麗史 – 志(五行)》,《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216. 02. 06.

高宗 3年. 01. 17.

(丙子)三年 春正月 辛未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217. 10. 18.

高宗 4年. 09. 17.

辛卯 震麗正宮.《高麗史 – 世家》

여정궁(麗正宮)에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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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09. 17.

高宗 6年. 08. 07.

八月 庚午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226. 02. 25.

高宗 13年. 01. 27.

癸未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226. 10. 29.

高宗 13年. 10. 07.

冬十月 己丑 地震, 屋瓦皆墜.《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

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어서 지붕 기왓장이 다 떨어졌다.

38.0N 126.6E 진도 Ⅶ

1226. 11. 04.

高宗 13年. 10. 13.

乙未 又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또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227. 02. 27.

高宗 14年. 02. 10.

二月 庚寅 地大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增補文獻備考》

큰 지진이 일었다.

38.0N 126.6E 진도 Ⅴ

1227. 03. 12.

高宗 14年. 02. 23.

癸卯 (地大震.)亦如之.《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增補文獻備考》

또 큰 지진이 일었다.

38.0N 126.6E 진도 Ⅴ

1228. 02. 08.

高宗 15年. 01. 01.

(戊子)十五年 春正月 丙子朔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

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Ⅴ

1228. 03. 02.

高宗 15年. 01. 24.

己亥 醮三淸于宣慶殿, 以禳地震.《高麗史 – 世家》

지진을 막아달라고 삼청에 초제를 지내다.

1228. 11. 29.

高宗 15年. 11. 01.

十一月 辛未朔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

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231. 11. 05.

高宗 18年. 10. 10.

壬戌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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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 12. 19.

高宗 33年. 11. 10.

三十三年十一月乙丑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

지진이 있었다.

37.7N 126.5E 진도 Ⅱ-Ⅳ

1254. 09. 17.

高宗 41年. 08. 04.

甲戌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7.7N 126.5E 진도 Ⅱ-Ⅳ

1257. 10. 18.

高宗 44年. 09. 10.

京城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경성(京城, 개성)에 지진이 있었다.

37.7N 126.5E 진도 Ⅱ-Ⅳ

1258. 03. 25.

高宗 45年. 02. 19.

己亥 地震.《高麗史 – 世家》

지진이 있었다.

37.7N 126.5E 진도 Ⅱ-Ⅳ

1259. 12. 06.

元宗 卽位年. 11. 21.

庚申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7.7N 126.5E 진도 Ⅱ-Ⅳ

1260. 07. 23.

元宗 1年. 06. 14.

庚戌 地大震, 墻屋崩頹, 京都尤甚.《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

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큰 지진이 있어 담장과 가옥들이 무너지고 기울어졌는데 경도(京都, 개

성)가 가장 심하였다.

37.7N 126.5E 진도 Ⅷ

1260. 08. 15.

元宗 1年. 07. 07.

七月癸酉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7.7N 126.5E 진도 Ⅱ-Ⅳ

1261. 02. 09.

元宗 2年. 01. 09.

辛未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7.7N 126.5E 진도 Ⅱ-Ⅳ

1261. 07. 20.

元宗 2年. 06. 22.

壬子 地大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큰 지진이 있었다.

37.7N 126.5E 진도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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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 03. 06.

元宗 5年. 02. 07.

二月 壬子 京城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

文獻備考》

경성(京城, 개성)에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264. 11. 10.

元宗 5年. 10. 20.

辛酉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7.7N 126.5E 진도 Ⅱ-Ⅳ

1270. 03. 11.

元宗 11年. 02. 18.

戊子 地大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큰 지진이 있었다.

37.7N 126.5E 진도 Ⅴ

1272. 03. 19.

元宗 13年. 03. 20.

戊寅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272. 11. 02.

元宗 13年. 10. 10.

乙未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276. 12. 21.

忠烈王 2年. 11. 15.

乙巳 地震, 聲如雷.《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

獻備考》

지진이 있었는데 그 소리가 우레와 같았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277. 10. 15.

忠烈王 3年. 09. 17.

癸卯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278. 10. 04.

忠烈王 4年. 09. 16.

丁酉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281. 02. 13.

忠烈王 7年. 01. 23.

庚申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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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 10. 04.

忠烈王 7年. 閏 08. 21.

癸丑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284. 05. 11.

忠烈王 10年. 04. 25.

癸卯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285. 03. 17.

忠烈王 11年. 02. 10.

癸丑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293. 09. 11.

忠烈王 19年. 08. 10.

癸巳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節要》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293. 11. 21.

忠烈王 19年. 10. 22.

甲辰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295. 12. 03.

忠烈王 21年. 10. 26.

丙寅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308. 02. 25.

忠烈王 34年. 02. 03.

二月 癸巳 地大震.《高麗史 – 世家》,《增補文獻備考》

큰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Ⅴ

1314. 05. 14.

忠肅王 1年. 閏 03. 30.

癸未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318. 03. 10.

忠肅王 5年. 02. 07.

己亥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328. 11. 18.

忠肅王 15年. 10. 17.

冬十月 乙巳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

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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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 12. 28.

忠肅王 15年. 11. 27.

十一月 乙酉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330. 12. 19.

忠惠王 卽位年 11. 10.

十一月 丙戌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331. 03. 04.

忠惠王 1年 01. 25.

辛丑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338. 06. 20.

忠肅後 7年 06. 02.

地大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큰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Ⅴ

1338. 06. 29.

忠肅後 7年 06. 11.

乙亥 地三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세 번의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338. 07. 06.

忠肅後 7年 06. 18.

壬午 又震, 丙戌·丁亥 亦如之.《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

要》,《增補文獻備考》

연이어 지진이 일어났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338. 08. 08.

忠肅後 7年 07. 22.

乙卯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339. 06. 10.

忠肅後 8年 05. 03.

辛酉 地震.《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339. 10. 14.

忠肅後 8年 09. 12.

丁卯 地震.《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343. 04. 02.

忠惠後 4年 03. 07.

1343. 04. 03.

忠惠後 4年 03. 08.

癸酉 地震二日.《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이틀 동안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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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06. 01.
忠惠後 4年 05. 09.

1343. 06. 05.
忠惠後 4年 05. 13.

1343. 06. 06.
忠惠後 4年 05. 14.

癸酉 地震, 丁丑·戊寅 亦如之.《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

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고 정축(丁丑, 13), 무인(戊寅, 14)일에도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345. 02. 12.
忠穆王 1年 01. 09.

1345. 02. 13.
忠穆王 1年 01. 10.

甲午 地震, 凡二日.《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이틀동안 계속되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345. 03. 04.

忠穆王 1年 01. 30.

乙卯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352. 06. 30.

恭愍王 1年 05. 17.

乙卯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큰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Ⅴ

1353. 05. 11.

恭愍王 2年 04. 07.

甲辰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355. 08. 05.

恭愍王 4年 06. 27.

辛巳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355. 08. 11.

恭愍王 4年 07. 04.

丁亥 設消災道場于康安殿, 以禳地震.《高麗史 – 世家》

지진이 일어나지 않기를 빌다.

1357. 10. 28.

恭愍王 6年 閏 09. 15.

丙辰 地大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큰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Ⅴ

1357. 10. 30.

恭愍王 6年 閏 09. 17.

戊午 以地震, 宥二罪以下.《高麗史 – 世家》

지진으로 사면을 베풀다.

1358. 11. 18.

恭愍王 7年 10. 17.

壬午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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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 11. 23.

恭愍王 7年 10. 22.

七年十月丁亥 大震雷,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增補文獻備考》

큰 우레 소리와 함께 벼락이 쳤으며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Ⅳ

1361. 11. 08.

恭愍王 10年 10. 11.

冬十月 戊子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

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362. 04. 16.

恭愍王 11年 03. 18.

甲子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362. 05. 15.

恭愍王 11年 04. 21.

丙申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362. 10. 24.

恭愍王 11年 10. 07.

戊寅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362. 10. 27.

恭愍王 11年 10. 10.

辛巳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362. 11. 29.

恭愍王 11年 11. 13.

十一月 甲寅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363. 02. 23.

恭愍王 12年 02. 09.

庚辰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363. 03. 17.

恭愍王 12年 03. 02.

三月 壬寅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

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365. 02. 11.

恭愍王 14年 01. 20.

己卯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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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 05. 28.

恭愍王 14年 05. 08.

乙丑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366. 06. 21.

恭愍王 15年 05. 13.

大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增補文獻備考》

큰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Ⅴ

1366. 11. 07.

恭愍王 15年 10. 05.

冬十月 癸丑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

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366. 11. 10.

恭愍王 15年 10. 08.

丙辰 又震.《高麗史 – 世家》,《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또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367. 08. 17.

恭愍王 16年 07. 22.

丙申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367. 12. 16.

恭愍王 16年 11. 25.

丁酉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370. 02. 18.

恭愍王 19年 01. 22.

壬子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374. 04. 22.

恭愍王 23年 03. 10.

丙子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374. 12. 11.

恭愍王 23年 11. 08.

十一月己巳 地大震.《高麗史 – 志(五行)》,《增補文獻備考》

큰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Ⅴ

1376. 06. 04.

禑王 2年 05. 17.

庚午 地大震, 鴟巖吼.《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

文獻備考》

큰 지진이 나고 치암(鴟巖)에서 큰 소리가 울렸다.

38.0N 126.6E 진도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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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 03. 28.

禑王 4年 02. 29.

壬申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378. 12. 02.

禑王 4年 11. 12.

辛巳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379. 04. 24.

禑王 5年 04. 08.

甲辰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380. 01. 20.

禑王 5年 12. 13.

乙亥 雷,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우레가 치고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384. 04. 29.

禑王 10年 04. 09.

丙子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384. 05. 31.

禑王 10年 05. 11.

戊申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385. 05. 31.

禑王 11年 07. 18.

十一年七月戊寅 地震, 聲如陣馬之奔, 墻屋頹圮, 人皆出避, 松岳西嶺石

崩. 禑曰, “此地震, 無乃天欲陷遼東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

지진이 있었는데 그 소리가 군마가 달리는 소리와 같았으며 집과 담이 

무너지자 사람들이 모두 나와 피하였고 송악산 서쪽의 돌이 무너졌다. 

우왕이 말하기를, “이 지진은 하늘이 요동을 함락시키려 하는 것이 아

닌가?”라고 하였다.

38.0N 126.6E 진도 Ⅷ

1385. 08. 25.
禑王 11年 07. 19.

        ≀
1385. 08. 27.
禑王 11年 07. 21.

己卯 地震三日.《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3일동안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385. 11. 22.
禑王 11年 10. 20.

戊申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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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 01. 05.
禑王 12年 12. 15.

丁酉 震雷, 地震, 木冰, Ⅶ霧四塞, 咫尺不辨人.《高麗史 – 世家》,《增補文獻備考》

벼락과 우레가 치고 지진이 일어났으며, 나무에 얼음이 얼었다. 또 짙

은 안개가 사방에 내려 지척 간에 있는 사람도 구별할 수 없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389. 11. 27.
昌王 1年 11. 10.

甲戊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391. 08. 01.
恭讓王 3年 07. 01.

秋七月 丙戌朔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

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391. 08. 07.
恭讓王 3年 07. 07.

壬辰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391. 09. 09.
恭讓王 3年 08. 11.

乙丑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4.4. 조선시대 경기도 역사지진 서술

1393. 03. 12.

太祖 2年. 01. 29.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394. 12. 26.

太祖 3年. 12. 04.

夜, 地震.《朝鮮王朝實錄》

밤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397. 12. 02.

太祖 6年. 11. 13.

己酉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398. 03. 14.

太祖 7年. 02. 26.

夜, 地震.《朝鮮王朝實錄》

밤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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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 10. 03.

定宗 1年. 09. 04.

辛未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401. 11. 12.

太宗 1年. 10. 07.

壬戌 雷, 地震.《朝鮮王朝實錄》

우레와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402. 10. 14.

太宗 2年. 09. 18.

戊戌 夜, 地震.《朝鮮王朝實錄》

밤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402. 12. 16.

太宗 2年. 11. 22.

辛丑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402. 10. 25.

太宗 5年. 10. 03.

乙丑 地震. 夜, 大雨雷電.《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밤에 큰비가 내리고, 우레하고 번개가 쳤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407. 01. 30.

太宗 6年. 12. 22.

夜, 地震.《朝鮮王朝實錄》

밤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408. 05. 10.

太宗 8年. 04. 15.

夜, 地震.《朝鮮王朝實錄》

밤에 지진이 있어서 집이 모두 흔들렸다.

37.6N 127.0E 진도 Ⅴ

1410. 04. 18.

太宗 10年. 03. 15.

辛巳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414. 03. 16.

太宗 14年. 02. 25.

己巳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415. 08. 02.

太宗 15年. 06. 28.

癸巳 南陽府地震.《朝鮮王朝實錄》

남양부(경기도 화성군 남양)에 지진이 있었다.

37.2N 126.8E 진도 Ⅱ-Ⅳ



경기도 지정문화재 내진 안정성 평가보고서

48

1415. 12. 14.

太宗 15年. 11. 14.

丁未 夜, 江華府雷動地震, 電光如晝.《朝鮮王朝實錄》

밤에 강화부에 천둥이 치고 지진이 있었고 번개 빛이 낮과 같았다.

37.7N 126.5E 진도 Ⅱ-Ⅳ

1418. 06. 22.

太宗 18年. 05. 19.

戊辰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418. 06. 22.

太宗 18年. 05. 19.

戊辰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418. 08. 24.

太宗 18年. 07. 23.

辛未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418. 09. 06.

太宗 18年. 08. 07.

甲申 地震. 大雨, 雷電.《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고, 큰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쳤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418. 11. 03.

世宗 卽位年. 10. 06.

陽智縣地震.《朝鮮王朝實錄》

양지현(경기도 용인 양지면)에 지진이 있었다.

37.2N 127.2E 진도 Ⅱ-Ⅳ

1418. 11. 03.

世宗 卽位年. 10. 06.

群臣將賀新雪, 上曰: “冬雷地震, 新雪何足賀?” 朴訔, 李原, 卞季良等進

啓曰 : “臣等將賀新雪, 而上以冬雷地震不受, 臣等深喜上之遇災而懼. 意

者, 上旣遇災而懼, 故天有祥雪也.”《朝鮮王朝實錄》

군신이 첫눈을 축하하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겨울에 천둥과 지진

이 있었으니, 첫눈을 어찌 족히 축하하리오.”하였다. 박은과 이원·변계

량들이 나아가 아뢰기를. “신들이 첫눈을 축하 드리려 하옵되, 상감께

서 겨울에 천둥과 지진이 있었다 하여 받지 않으시니, 신들은 상감께

옵서 재앙을 만나 두려워 하심을 깊이 기뻐하나이다. 생각하옵건대 상

감께서 재앙을 만나 이미 두려워하시기로 하늘에서 상서로운 눈을 내

리신 것이옵니다.” 하였다. 

1421. 12. 15.

世宗 3年. 11. 21.

庚辰 地震, 雷. 日暈, 日背日珥.《朝鮮王朝實錄》

지진과 천둥이 있었다. 또 햇무리가 지고, 해 북쪽에 붉은 구름기운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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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 11. 26.

世宗 5年. 10. 24.

辛未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426. 03. 17.

世宗 8年. 02. 09.

京畿 “平, 陽川, 金浦等官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 부평·양천·김포 등지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6.8E 진도 Ⅱ-Ⅳ

1427. 10. 05.

世宗 9年. 09. 15.

庚子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427. 10. 05.

世宗 9年. 10. 16.

庚全州府尹韓有紋, 驪興府使金萃, 鴻山縣監許孟辭, 引見曰 : “近年以來, 

慶尙, 全羅道, 則稍稔, 京畿, 忠淸道, 則連年不稔, 民之衣食甚艱, 予深慮

之, 而今年又有地震之異, 尤爲深慮. 予之至懷, 爾等知之, 各往乃職, 致

慮民事, 使足衣食.”《朝鮮王朝實錄》

전주 부윤 한유문·여흥 부사 김췌·홍산 현감 허맹(許孟)이 사조하니, 불러 

보고 말하기를, "근년에 경상·전라도는 농사가 약간 잘 되었으나, 경기·충

청도는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의 의식이 심히 어려워 내가 퍽 염려하였

더니, 금년에는 또 지진의 이변(異變)까지 있어 더욱 더 염려된다. 그대들

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알아서 각기 자기의 임무에 나아가 백성의 일을 

생각하여 의식을 풍족하게 하라." 하였다. 

1429. 02. 05.

世宗 11年. 01. 02.

己酉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436. 05. 20.

世宗 18年. 05. 05.

京城, 京畿, 忠淸, 全羅, 慶尙, 黃海, 平安道地震.《朝鮮王朝實錄》

경성(京城, 서울)·경기·충청·전라·경상·황해·평안도에 지진이 있었다.

진앙미정 진도 Ⅷ

1437. 02. 28.

世宗 19年. 01. 24.

京中及京畿, 慶尙道 安東·尙州等二十五官, 江原道 襄陽等十一官, 忠淸

道 忠州等四十三官, 全羅道 全州等二十六官地震.《朝鮮王朝實錄》

서울 안과 경기도, 경상도의 안동·상주 등 25개 고을, 강원도의 양양 

등 11개 고을, 충청도의 충주 등 43개 고을, 전라도의 전주 등 26개 

고을에 지진이 있었다.

36.8N 127.6E 진도 Ⅶ

1438. 02. 18.

世宗 20年. 01. 24.

己酉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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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 02. 07.

世宗 21年. 01. 24.

癸卯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445. 03. 21.

世宗 27年. 02. 13.

京城 地震.《朝鮮王朝實錄》

경성(京城, 서울)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445. 04. 04.

世宗 27年. 02. 27.

辛未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445. 05. 26.

世宗 27年. 04. 20.

癸亥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445. 06. 05.

世宗 27年. 04. 30.

京畿 安城郡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 안성군에 지진이 있었다.

37.0N 127.3E 진도 Ⅱ-Ⅳ

1452. 05. 08.

文宗 2年. 04. 19.

癸未 地震, 屋宇皆震. 占曰 : ‘地以四月動有音, 五穀不熟, 民大饑.《朝鮮

王朝實錄》

지진이 일어나서 가옥(家屋)이 모두 진동하였다. 점사(占辭)에 말하기

를, ‘땅이 4월에 진동하여 소리가 있으면 오곡이 익지 아니하고 백성이 

크게 굶주린다.’고 하였다.

37.6N 127.0E 진도 Ⅴ

1454. 04. 09.

端宗 2年. 03. 12.

地震于京畿 仁川. 降香祝, 行解怪祭.《朝鮮王朝實錄》

경기도 인천에 지진이 있었으므로, 향과 축문(祝文)을 내려서 해괴제를 

행하였다.

37.5N 126.6E 진도 Ⅱ-Ⅳ

1454. 12. 17.

端宗 2年. 11. 28.

乙亥 地震, 祭告于宗廟, 社稷.《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어서, 종묘·사직에 제사를 지내어 고하였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456. 11. 15.

世祖 2年. 10. 18.

夜地震京都, 命行解怪祭.《朝鮮王朝實錄》

밤에 경도(京都, 서울)에 지진이 있어서, 명하여 해괴제를 행하였다.

37.6N 127.0E 진도 Ⅱ-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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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 03. 18.

世祖 6年. 02. 26.

癸酉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463. 08. 07.

世祖 9年. 07. 23.

庚戌 京城地震, 命5官行解怪祭.《朝鮮王朝實錄》

경성(京城, 서울)에 지진이 있어서, 예관에게 명하여 해괴제를 행하였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484. 02. 04.

成宗 15年. 01. 08.

都城及忠淸, 全羅道地震.《朝鮮王朝實錄》

도성 및 충청도·전라도에 지진이 있었다.
36.0N 126.9E 진도 Ⅶ

1493. 02. 24.

成宗 24年. 02. 09.

甲辰 京城地震.《朝鮮王朝實錄》

경성(京城, 서울)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499. 01. 04.

燕山君 4年. 閏 11. 23.

甲申 京都地震.《朝鮮王朝實錄》

경도(京都, 서울)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502. 09. 28.

燕山君 8年. 08. 28.

丁卯 都城地震, 有聲如雷.《朝鮮王朝實錄》

경도(京都, 서울)에 지진이 났는데 그 소리가 우레와 같았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503. 07. 05.

燕山君 9年. 06. 12.

京都及京畿 江華, 安城, 安山, 陽川, 金浦, 竹山, 忠淸道 洪州, 淸州, 忠

州, 公州, 沔川, 天安, 溫陽, 泰安, 文義, 唐津, 鎭川, 木川, 平澤, 稷山,

新昌, 全義, 燕岐, 海美, 懷仁, 報恩, 5山, 陰城, 淸安, 鎭岑, 懷德, 堤

川地震.《朝鮮王朝實錄》

서울과 경기의 강화·안성·안산·양천·김포·죽산과 충청도의 홍주·청주·충

주·공주·면천·천안·온양·태안·문의·당진·진천·목천·평택·직산·신창·전의·연

기·해미·회인·보은·예산·음성·청안·진잠·화덕·제천에 지진이 있었다.
37.0N 127.0E 진도 Ⅳ

1503. 09. 13.

燕山君 9年. 08. 23.

丁巳 京師及忠淸道 忠州, 堤川, 定山, 鎭川, 淸安, 牙山, 槐山, 結城, 泰安, 

尼山, 懷仁, 沔川, 林川, 稷山, 保寧, 報恩, 公州, 連山, 鎭岑, 懷德, 文義, 

天安, 洪州, 5山, 德山, 陰城, 藍浦, 新昌, 淸州, 燕岐, 平澤, 瑞山, 淸風, 

唐津, 沃川, 海美, 全義, 木川, 靑山, 慶尙道 金山, 開寧, 仁同 , 龍宮, 6

泉, 京畿 廣州, 果川, 楊根, 砥平, 驪州, 利川, 陽智, 龍仁, 陰竹, 衿川, 安

山、南陽, 水原, 振威, 陽城, 安城, 陽川, 仁川, “平, 金浦, 通津, 江華, 

坡州, 楊州, 抱川, 永平, 全羅道 益山, 龍安, 咸悅地震.《朝鮮王朝實錄》

서울과 충청도 충주·제천·정산·진천·청안·아산·괴산·결성·태안·이산·회인·

면천·임천·직산·보령·보은·공주·연산·진잠·회덕·문의·천안·홍주·예산·덕산·

음성·남포·신창·청주·연기·평택·서산·청풍·당진·옥천·해미·전의·목천·청산. 

경상도 금산·개령·인동·용궁·예천, 경기의 광주·과천·양근·지평·여주·이천·

양지·용인·음죽·금천·안산·남양·수원·진위·양성·안성·양천·인천·부평·금포·

통진·강화·파주·양주·포천·영평, 전라도 익산·용안·함렬에 지진이 있었다.

37.0N 127.1E 진도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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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 07. 07.

燕山君 12年. 06. 17.

乙丑 京城地震.《朝鮮王朝實錄》

경성(京城, 서울)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512. 06. 23.

中宗 7年. 閏 05. 10.

京城地震.《朝鮮王朝實錄》

경성(京城, 서울)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513. 06. 18.

中宗 8年. 05. 16.

京畿 驪州等四邑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 여주 등 4읍에 지진이 있었다.

37.2N 127.3E 진도 Ⅴ

1515. 09. 17.

中宗 10年. 08. 10.

京城及京畿 高陽, 楊州, 江原道 鐵原, 平康, 金化, 金城, 淮陽, 春川, 狼

川 地震.《朝鮮王朝實錄》

경성(京城, 서울) 및 경기의 고양·양주와 강원도의 철원·평강·금화·금성·

회양·춘천·낭천에 지진이 있었다.

38.0N 127.5E 진도 Ⅵ

1515. 10. 27.

中宗 10年. 09. 21.

京畿 坡州, 高陽, 交河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 파주·고양·교하에 지진이 있었다.

37.7N 126.8E 진도 Ⅱ-Ⅳ

1515. 11. 16.

中宗 10年. 10. 11.

京畿 坡州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 파주에 지진이 있었다.

37.7N 126.8E 진도 Ⅱ-Ⅳ

1516. 02. 22.

中宗 11年. 01. 20.

夜, 京師地震.《朝鮮王朝實錄》

밤에 서울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516. 02. 23.

中宗 11年. 01. 21.

京師地震.《朝鮮王朝實錄》

서울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516. 07. 26.

中宗 11年. 06. 27.

京畿 水原, 仁川, 利川, 龍仁, 陽城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 수원·인천·이천·용인·양성에 지진이 있었다.

37.3N 127.1E 진도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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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06. 22.

中宗 13年. 05. 15.

        ≀
1518. 06. 25.

中宗 13年. 05. 18.

酉時, 地大震凡三度, 其聲殷殷如怒雷, 人馬辟易, 墻屋壓頹, 城堞墜落, 

都中之人皆驚惶失色, 罔知攸爲, 終夜露宿, 不敢入處其家. 故老皆以爲古

所無也. 八道皆同.

유시(酉時)에 세 차례 크게 지진이 있었다. 그 소리가 마치 성난 우레 

소리처럼 커서 인마가 모두 피하고, 담장과 성첩(城堞)이 무너지고 떨어

져서, 도성 안 사람들이 모두 놀라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모르고, 밤새도

록 노숙하며 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니 고로(故老)들이 모두 옛날에는 

없던 일이라 하였다. 팔도(八道)가 다 마찬가지였다.《朝鮮王朝實錄》

경외의 땅이 4일동안 크게 흔들려서 태묘전(太廟殿)의 기와가 떨어지

고, 대궐 안의 담장이 넘어지고, 민가가 무너지니, 남녀노소가 모두 바

깥 한데(露處)로 나와서 이에 뒤덮여 압사(壓死)하는 것을 면하였다.

《增補文獻備考》

서울에 지진이 있었는데 하루에 3, 4번 건물이 모두 흔들렸고, 혹 무

너지기도 하였다. 심지어 성이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였다. 이 

무슨 변괴로 이러한 극단에 이르렀는가? 지진이 4월에 있으면 오곡(五

穀)이 익지 못해 사람이 크게 굶주리며, 5월에 지진이 있으면 사람이 

유망한다. [申用漑(1463-1519),《二樂亭集》권9 <辭左議政狀>, 부록<文景公行狀>, 

<墓誌> 1518년]

갑자기 지진이 있었다. 수리가 우레와 같았으며 천지가 동요하였다. 대

궐이 위로 오르고 흔들리기를 마치 거룻배가 풍랑을 따라 위 아래로 

흔들리며 장차 전복하려는 것 같았다. 사람과 말이 놀라 쓰러졌으며, 

이로 인해 기절하는 자가 많았다. 성과 집들이 무너져 내렸으며, 나란

히 있던 옹기가 서로 부딪혀 깨지는 경우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지진이 혹은 그치고 혹은 일어나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두 빈 마당에 흩어져 나가서 압사당하는 것을 피하였다. 이로부터 

이러한 형세가 점차 없어졌으나 지진이 없는 날이 없었다가 그 달이 

끝나서야 마침내 그쳤다. 팔도가 모두 그러하였는데, 전에 없이 드문 

이상한 일이었다. [金安老(1481-1537),⟪龍泉談寂記⟫戊寅年(1518)]

정암이 부제학으로서 용인에 있는 선영(先塋)에 분황(焚黃)하러 갔었는

데 이날 크게 지진이 있어 서울 밖에 가옥이 모두 무너졌다.

[저자 미상⟪己卯錄續集⟫<禍媒 沈貞傳>]

37.6N 127.0E 진도 Ⅷ-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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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06. 23.

中宗 13年. 05. 16.

“傳曰 : 自昨日接見大臣及臺諫之後, 心不自安, 未能就寢, 至四更又震. 

自昨日午夜始震, 徹夜連震, 甚可駭愕. 予之暗昧, 未知其由. 方今在下, 

欲致唐, 虞之治, 盡心輔導, 由予不善, 未能究化, 以當天地之心, 故示警

若此. 豈大臣不能盡職而然也? 其勿辭.”《朝鮮王朝實錄》

전교하기를, “어저께 대신과 대간을 접견한 뒤로부터 마음이 편치 못

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4경(更)이 되자 또 지진이 있었다. 어저

께 초저녁에 땅이 흔들리기 시작한 뒤로 밤새도록 연달아 지진이 있으

니 매우 놀라운 일이다. 내가 암매(暗昧)2)한 사람이라서 그 까닭을 모

르겠다. 방금 아래에서는 당우(唐虞)3)의 정치를 이룩하려고 성심껏 보

도(輔導)4)를 하는데도, 내가 훌륭하지 못해서 교화(敎化)를 이루어 천

지의 마음에 맞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계를 보이는 것이

다. 어찌 대신이 직책을 다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겠는가. 사직하지 말

라.” 하였다.

이날 지진이 세 번 있었는데, 궁전(殿宇)이 흔들렸다.

[조광조(趙光祖, 1482-1519),《靜菴集》附錄, <事實> 및 <年譜> 1518년]

37.6N 127.0E 진도 Ⅴ

1518. 06. 25.

中宗 13年. 05. 18.

丙辰 卯時, 地又震.《朝鮮王朝實錄》

묘시(오전 5시-7시)에 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Ⅴ

1518. 06. 27.

中宗 13年. 05. 20.

是日夜, 京師地震.《朝鮮王朝實錄》

이날 밤 경사(京師)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518. 06. 28.

中宗 13年. 05. 21.

京師地震. 太白晝見. 開城府地震.《朝鮮王朝實錄》

경사(京師)에 지진이 있었고, 금성이 낮에 보이고, 개성부에 지진이 있

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518. 06. 29.

中宗 13年. 05. 22.

陽智縣地震.《朝鮮王朝實錄》

양지현(경기도 용인 양지면)에 지진이 있었다.

37.2N 127.3E 진도 Ⅱ-Ⅳ

1518. 07. 04.

中宗 13年. 05. 27.

陽智縣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도 양지현(경기도 용인 양지면)에 지진이 있었다.

37.2N 127.3E 진도 Ⅱ-Ⅳ

2) 암매 : 사람됨이 어리석고 못나서 사리(事理)에 어두움.
3) 당우 : 요순시대를 이르는 말로 태평성대를 일컬음.
4) 보도 : 잘 도와서 좋은 데로 인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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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07. 07.

中宗 13年. 05. 30.

京畿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6.9E 진도 Ⅱ-Ⅳ

1518. 10. 10.

中宗 13年. 09. 06.

京城地震. 京畿 江華、開城府亦震.《朝鮮王朝實錄》

경성(京城, 서울)에 지진이 있었고, 경기의 강화와 개성부에도 지진이 

있었다.

37.7N 126.7E 진도 Ⅴ

1518. 10. 11.

中宗 13年. 09. 07.

甲辰 京畿 金浦, 陽川, 江華, 喬桐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의 김포·양천·강화·교동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6.5E 진도 Ⅳ

1518. 11. 23.

中宗 13年. 10. 21.

京畿 喬桐, 黃海道 黃州, 康翎等邑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 교동과 황해도 황주·강령 등지에 지진이 있었다.

38.1N 125.8E 진도 Ⅴ

1519. 05. 07.

中宗 14年. 04. 09.

京畿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1E 진도 Ⅱ-Ⅳ

1520. 03. 09.

中宗 15年. 02. 20.

京是夜, 東方天際, 有物如鵝卵, 與月相先後. 三更, 地震.《朝鮮王朝實錄》

이날 밤 동쪽 하늘에 거위 알 같은 물건이 달과 함께 앞서거니 뒤서거

니 하였으며, 3경(오후 11시-오전 1시)에는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520. 03. 17.

中宗 15年. 02. 28.

夜, 地震如雷.《朝鮮王朝實錄》

밤에 지진이 있었는데 천둥치듯 하였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520. 03. 18.

中宗 15年. 02. 29.

今日京中地震至再. 此皆非常之變.《朝鮮王朝實錄》

“오늘 서울에서는 두 번이나 지진이 있었으니 이는 비상한 이변이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520. 04. 04.

中宗 15年. 03. 17.

京城及京畿 楊州, “平, 仁川, 金浦, 陽川, 通津, 喬桐, 忠淸道 沔川地

震.《朝鮮王朝實錄》

경성(京城, 서울) 및 경기의 양주·부평·인천·김포·양천·통진·교동, 충청

도의 면천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6.1E 진도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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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04. 05.

中宗 15年. 03. 18.

丙午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520. 04. 08.

中宗 15年. 03. 21.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520. 04. 24.

中宗 15年. 04. 08.

京畿 仁川·南陽·江華·“平·陽川·金浦·衿川, 忠淸道 沔川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 인천·남양·강화·부평·양천·김포·금천과 충청도 면천에 지진이 있었다.

37.3N 126.5E 진도 Ⅴ

1521. 02. 19.

中宗 16年. 01. 13.

京師地震.《朝鮮王朝實錄》

경사(京師, 서울)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521. 04. 16.

中宗 16年. 03. 10.

京畿地震, 黃海道 海州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에 지진이 있었고, 황해도 해주에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521. 09. 04.

中宗 16年. 08. 04.

京城及京畿 坡州 豐德, 平安道 平壤, 中和, 江西, 甑山, 咸從, 永柔, 黃

海道 黃州, 海州, 安岳, 鳳山, 豐川地震.《朝鮮王朝實錄》

경성(京城, 서울)과 경기의 파주·풍덕, 평안도의 평양·중화·강서·증산·함

종·영유, 황해도의 해주·안악·봉산·풍천에 지진이 있었다.

38.4N 125.9E 진도 Ⅵ

1521. 12. 09.

中宗 16年. 11. 11.

夜, 京師地震.《朝鮮王朝實錄》

밤에 경사(京師, 서울)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523. 01. 11.

中宗 17年. 12. 25.

京畿 加平郡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 가평군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523. 02. 18.

中宗 18年. 02. 04.

京畿地震, 黃海道 安缶, 信川, 瓮津, 松禾, 康翎, 長連, 牛峰, 長淵地震, 

屋宇搖動.《朝鮮王朝實錄》

경기에 지진이 있었다. 황해도의 안악·신천·옹진·송화·강령·장련·우봉·장

연에도 지진이 있었는데 집이 흔들렸다. 

38.1N 125.7E 진도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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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09. 13.

中宗 18年. 08. 05.

夜地震.《朝鮮王朝實錄》

밤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525. 03. 03.

中宗 20年. 02. 10.

夜, 地震.《朝鮮王朝實錄》

밤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525. 05. 26.

中宗 20年. 05. 05.

京畿 江華府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 강화부에 지진이 있었다.

37.7N 126.5E 진도 Ⅱ-Ⅳ

1525. 05. 28.

中宗 20年. 05. 07.

京畿 南陽, 黃海道 文化, 海州, 康翎, 信川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 남양, 황해도 문화·해주·강령·신천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6.0E 진도 Ⅵ

1526. 08. 30.

中宗 21年. 07. 23.

甲辰 夜, 地震.《朝鮮王朝實錄》

밤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526. 10. 27.

中宗 21年. 09. 22.

京畿 廣州等七邑, 忠淸道 陰城等十邑, 江原道 平海等八邑, 慶尙道 安東

等二十九邑地震, 有聲如雷, 屋宇搖動.《朝鮮王朝實錄》

경기의 광주 등 7고을, 충청도 음성 등 10고을, 강원도 평해 등 8고

을, 경상도 안동 등 29고을에 지진이 있었다. 소리는 천둥치는 것 같

았고 가옥이 흔들렸다.

36.8N 128.5E 진도 Ⅵ

1526. 11. 11.

中宗 21年. 10. 07.

京畿 廣州等九邑雷動, 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의 광주 등 9개 고을에 천둥이 치고 지진이 있었다.

37.3N 127.4E 진도 Ⅳ

1527. 03. 23.

中宗 22年. 02. 22.

京畿 金浦縣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의 김포현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6.7E 진도 Ⅱ-Ⅳ

1527. 07. 12.

中宗 22年. 06. 15.

京畿 驪州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도 여주에 지진이 있었다.

37.3N 127.6E 진도 Ⅱ-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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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 09. 07.

中宗 22年. 08. 12.

丁巳 京師地震.《朝鮮王朝實錄》

경사(京師, 서울)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528. 05. 03.

中宗 23年. 04. 15.

京畿 龍仁縣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 용인현에 지진이 있었다.

37.2N 127.2E 진도 Ⅱ-Ⅳ

1528. 12. 31.

中宗 23年. 11. 20.

京城地震.《朝鮮王朝實錄》

경성(京城, 서울)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531. 08. 11.

中宗 26年. 閏06. 29.

彗星以密雲不見. 地震.《朝鮮王朝實錄》

혜성이 짙은 구름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531. 10. 07.

中宗 26年. 08. 27.

戊申 地震, 屋宇盡動, 其聲如雷. 江原道 三陟, 狼川, 杆城, 春川, 楊口,

麟蹄, 平昌, 平康, 安峽, 伊川, 高城, 淮陽, 鐵原, 原州, 橫城, 洪川, 黃

海道 瑞興, 延安, 谷山, 兔山, 新溪, 白川, 牛峯, 江陰, 忠淸道 鎭川, 陰

城, 平澤等官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일어나 집이 다 흔들렸는데, 소리가 우레 같았다. 강원도 삼척·

낭천·간성·춘천·양구·인제·평창·평강·안협·이천·고성·회양·철원·원주·횡성·

홍천과, 황해도 서흥·연안·곡산·토산·신계·배천·우봉·강음과, 충청도 진

천·음성·평택 등 고을에 지진이 일어났다.

37.7N 127.3E 진도 Ⅵ

1532. 11. 27.

中宗 27年. 11. 01.

夜, 自東方, 至西方地微震.《朝鮮王朝實錄》

밤에 동방(東方)에서 서방(西方)까지 약간의 지진이 일어났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537. 03. 02.

中宗 32年. 01. 21.

辛丑 夜, 自艮方至坤方地震. 傳于政院曰 : "外方間Ⅳ有地震之變, 亦是大

變也, 京師根本之地, 而又有此變, 尤可驚也.《朝鮮王朝實錄》

밤에 간방(艮方, 북동)부터 곤방(坤方, 남서)까지 지진이 있었다. 정원

에 전교하기를, "외방(外方)5)에 어쩌다 지진의 변이 있어도 이는 큰 

재변이다. 서울은 근본인 곳인데 또 이 재변이 있으니, 더욱이 놀랍다.

37.6N 127.0E 진도 Ⅳ

5) 외방 : 서울 이외의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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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 03. 09.

中宗 32年. 01. 28.

夜自東方, 至西方, 地微震.《朝鮮王朝實錄》

밤에 동방(東方)에서 서방(西方)까지 약간의 지진이 일어났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540. 07. 05.

中宗 35年. 06. 02.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540. 11. 23.

中宗 35年. 10. 25.

辰時, 自坤方, 至巽方地震.《朝鮮王朝實錄》

진시(辰時, 오전 7시-9시)에 곤방(坤方, 남서)에서 손방(巽方, 남동)까

지 지진이 일어났다.

37.6N 127.0E 진도 Ⅳ

1542. 01. 09.

中宗 36年. 12. 24.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542. 01. 29.

中宗 37年. 01. 14.

夜, 地震. 江原道 春川地震, 屋宇振動, 聲如雷. 京畿 廣州地震, 屋宇皆動.

《朝鮮王朝實錄》

밤에 지진이 있었다. 강원도 춘천에 지진이 일어나 집들이 흔들리고 

소리가 우레와 같았으며, 경기도 광주에도 지진이 일어나 집이 모두 

흔들렸다.

37.6N 127.4E 진도 Ⅴ

1542. 04. 09.

中宗 37年. 03. 25.

京畿 利川府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도 이천부에 지진이 있었다.

37.3N 127.5E 진도 Ⅱ-Ⅳ

1542. 05. 07.

中宗 37年. 04. 23.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542. 05. 18.

中宗 37年. 05. 04.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542. 06. 13.

中宗 37年. 閏 05. 01.

京畿 江華府, 黃海道 延安府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도 강화부와 황해도 연안부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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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 02. 24.

中宗 38年. 01. 21.

京畿 驪州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 여주에 지진이 있었다.

37.3N 127.6E 진도 Ⅳ

1543. 03. 01.

中宗 38年. 01. 26.

日暈, 兩珥, 冠履. 白虹貫日, 地震. 黃海道 海州, 延安, 白川等官, 白虹

貫日. 又於東南, 白氣相連貫日, 狀如圓虹, 兩傍有圓環, 其大如日, 紅紫

色, 逾時乃消. 又地震, 屋宇搖動, 窓戶皆鳴. 忠淸道 平澤縣, 及京畿 楊

州, 陽川, “平, 南陽, 振威, 長湍等邑, 地震.《朝鮮王朝實錄》

햇무리가 졌다. 양이(兩珥)·관(冠)·이(履)가 있었고 흰 무지개가 해를 

꿰었다. 지진이 발생했다. 황해도 해주·연안·배천 등지에 흰 무지개가 

해를 꿰었고 또 동남쪽에 흰 운기가 서로 연하여 해를 꿰었는데 모양

은 둥근 무지개와 같았다. 양곁에 둥근 고리가 있었는데 그 크기는 태

양만 했으며 홍자색(紅紫色) 빛깔이었다. 얼마 있다가 사라졌다. 또 지

진이 발생하여 집이 흔들렸고 창문이 모두 울렸다. 충청도 평택현 및 

경기 양주·양천·부평·남양·진위·장단 등 고을에 지진이 발생했다.

37.7N 126.5E 진도 Ⅵ

1544. 02. 25.

中宗 39年. 02. 03.

京畿 竹山, 江原道 淮陽·通川·歙谷, 全羅道 南原·長水·鎭安·錦山·珍山·高

山, 慶尙道 尙州·義城·體泉·星州·開寧·聞慶·咸陽·安陰·居昌·豐基·義興·龍

宮·咸昌, 忠淸道 石城·鎭岑·沃川·文義·公州·鎭川·全義·淸安·靑山·淸州·燕

歧·連山·永同·報恩·懷仁·槐山·懷德·木川·淸風·丹陽·延豐·陰城, 黃海道 瑞

興等官, 同日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 죽산, 강원도 회양·통천·흡곡, 전라도 남원·장수·진안·금산·진산·고

산, 경상도 상주·의성·예천·성주·개령·문경·함양·안음·거창·풍기·의흥·용

궁·함창, 충청도 석성·진잠·옥천·문의·공주·진천·전의·청안·청산·청주·연

기·연산·영동·보은·회인·괴산·회덕·목천·청풍·단양·연풍·음성, 황해도 서

흥 등 고을에 같은 날 지진이 일어났다.

36.4N 127.8E 진도 Ⅵ

1546. 06. 19.

明宗 1年. 05. 22.

京畿 豐德地震, 聲如微雷, 屋宇振動.《朝鮮王朝實錄》

경기 풍덕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소리는 약한 천둥과 같았으며 집채

가 흔들렸다.

37.8N 126.5E 진도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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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 06. 20.

明宗 1年. 05. 23.

京師地震, 自東而西, 良久乃止. 其始也聲如微雷, 方其震也, 屋宇皆動, 

墻壁振落. 申時又震. 

黃海道 牛峯·兎山, 京畿 坡州·廣州·楊州·漣川·加平·朔寧·長湍·麻田·仁川·

高陽·江華·通津·陽川·竹山·振威·衿川·積城·“平·利川·水原·安城·永平·抱川·

陰竹·金浦·交河, 忠淸道 稷山·洪州·鎭川·沔川·平澤·忠州地震, 平安道 博

川, 江西, 龍岡, 鐵山, 陽德, 再度地震, 人家搖動, 牛馬驚走, 大雨水漲. 

成川, 孟山, 雲山, 龜城, 龍川, 理山, 渭原, 安州, 郭山, 三和, 寧遠, 甑

山, 江東, 慈山, 順安, 价川, 順川, 永柔, 殷山, 三登, 德川, 咸從 肅川, 

祥原地震, 仍陷沒者四處. 

咸鏡道 永興, 洪原, 安邊, 德源, 文川, 高原, 大雨地震. 江原道 江陵, 旌

善, 襄陽, 橫城, 通川, 春川, 淮陽, 杆城, 歙谷, 鐵原, 伊川, 原州, 狼川, 

平康, 金城, 楊口, 金化, 安峽, 高城地震, 川渠動盪. 慶尙道 淸道大雨, 

有一民家, 沙頹覆沒, 壓死者三人《朝鮮王朝實錄》

서울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갔으며 한참 뒤에 

그쳤다. 처음에는 소리가 약한 천둥 같았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집

채가 모두 흔들리고 담과 벽이 흔들려 무너졌다. 신시(申時, 오후3시

-5시)에 또 지진이 일어났다. 

황해도 우봉·토산과 경기 파주·광주·양주·연천·가평·삭녕·장단·마전·인

천·고양·강화·통진·양천·죽산·진위·금천·적성·부평·이천·수원·안성·영평·포

천·음죽·김포·교하와 충청도 직산·홍주·진천·면천·평택·충주에 지진이 일

어났다. 평안도 박천·강서·용강·철산·양덕에 지진이 두 차례 일어났는

데, 가옥이 흔들리고 소와 말이 놀라서 달아났으며 큰비가 내려 물이 

범람하였다. 성천·맹산·운산·구성·용천·이산·위원·안주·곽산·삼화·영원·증

산·강동·자산·순안·개천·순천·영유·은산·삼등·덕천·함종·숙천·상원에 지진

이 일어났는데 함몰된 곳이 네 곳이다. 

함경도 영흥·흥원·안변·덕원·문천·고원에 큰 비가 내리고 지진이 일어났

다. 강원도 강릉·정선·양양·횡성·통천·춘천·회양·간성·흡곡·철원·이천·원

주·낭천·평강·금성·양구·금화·안협·고성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개천의 물

이 출렁거렸다. 경상도 청도에 큰비가 왔는데, 민가 한 채가 사태로 인

해 파묻히고 3명이 압사(壓死)했다.

38.6N 126.5E 진도 Ⅷ

1546. 06. 30.

明宗 1年. 06. 03.

京師地震.《朝鮮王朝實錄》

경사(京師, 서울)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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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 11. 16.

明宗 1年. 10. 23.

夜, 北方電光, 自南方至北方, 地震.《朝鮮王朝實錄》

밤에 북쪽에 번개가 쳤고 남쪽에서 북쪽까지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Ⅳ

1548. 09. 12.

明宗 3年. 08. 11.

京師地震. 京畿 安城, 黃海道 海州·松禾, 平安道 平壤·肅川·順安·龍崗地

震, 龍崗屋宇皆動.《朝鮮王朝實錄》

경사(京師, 서울)에 지진이 있었다. 경기도 안성, 황해도 해주·송화, 평

안도 평양·숙천·순안·용강에 지진이 있었는데, 용강에서는 집이 모두 

흔들렸다.

38.0N 121.0E 중국지진(규모 7.0)

1550. 07. 01.

明宗 5年. 06. 17.

庚戌 京師地震.《朝鮮王朝實錄》

경사(京師, 서울)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551. 01. 19.

明宗 5年. 12. 13.

京師地震, 起南方向北.《朝鮮王朝實錄》

경사(京師, 서울)에 지진이 있었는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했다. 

37.6N 127.0E 진도 Ⅳ

1552. 01. 07.

明宗 6年. 12. 12.

乙丑 夜, 自巽方至坤方地震.《朝鮮王朝實錄》

밤에 손방에서 곤방까지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Ⅳ

1552. 01. 25.

明宗 6年. 12. 30.

京畿 南陽, 振威, 果川雷動, “平地震. 安山地震如雷聲, 屋宇掀動, 群雉

驚雊.《朝鮮王朝實錄》

경기의 남양·진위·과천 등지에 천둥이 쳤고, 부평에서는 지진이 일어났

다. 안산에서는 지진이 일어났는데 우레소리와 같고 가옥이 흔들렸으

며 뭇 꿩들이 놀라서 울기도 하였다. 

37.4N 126.8E 진도 Ⅳ

1552. 08. 02.

明宗 7年. 07. 13.

癸巳 京師地震.《朝鮮王朝實錄》

경사(京師, 서울)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552. 10. 29.

明宗 7年. 10. 12.

夜, 地震自東而西.  昧爽, 赤氣彌天, 光照于地.《朝鮮王朝實錄》

밤에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지진이 일어났고, 새벽에는 붉은 운기가 

하늘에 꽉 차 그 빛이 땅을 비추었다.

37.6N 127.0E 진도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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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 11. 05.

明宗 7年. 10. 19.

戊辰 夜, 地震.《朝鮮王朝實錄》

밤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553. 12. 31.

明宗 8年. 11. 27.

己巳 夜, 京城地震, 聲如微雷. 京畿 楊根, 永平, 加平, 江原道 原州, 橫

城, 慶尙道 聞慶, 龍宮, 咸昌, 安東, 玄風, 高0, 地震.《朝鮮王朝實錄》

밤에 경성(京城, 서울)에 지진이 있었는데 소리가 은은한 우레와 같았

다. 경기 양근·영평·가평, 강원도 원주·횡성, 경상도 문경·용궁·함창·안

동·현풍·고령에 지진이 있었다.

36.9N 128.0E 진도 Ⅵ

1554. 05. 25.

明宗 9年. 04. 24.

夜, 自乾方, 坤方至巽方, 地震.《朝鮮王朝實錄》

밤에 건방(乾方, 북서)과 곤방(坤方, 남서)에서 손방(巽方, 동)까지 지진이 일어났다.

37.6N 127.0E 진도 Ⅳ

1554. 11. 25.

明宗 9年. 11. 01.

自坤方至艮方, 地微震.《朝鮮王朝實錄》

곤방(坤方, 남서)에서 간방(艮方, 북동)까지 지진이 미약하게 일어났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556. 01. 19.

明宗 10年. 12. 08.

戊戌 夜, 京師地震, 自東方而西. 水星見於東方. 京畿 江華等三邑, 開城

府, 黃海道 海州等七邑, 淸洪道 洪州等二邑, 平安道 成川等二邑, 地震.

《朝鮮王朝實錄》

밤에 서울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향하였다. 수

성(水星)이 동방에 나타났다. 경기의 강화 등 세 고을과 개성부, 황해

도의 해주 등 일곱 고을, 청홍도의 홍주 등 두 고을, 평안도의 성천 등 

두 고을에 지진이 일어났다.

37.8N 126.5E 진도 Ⅵ

1556. 03. 17.

明宗 11年. 02. 07.

京畿 驪州、陽城, 地震. 淸洪道 淸州, 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도 여주·양성에 지진이 있었다. 청홍도 청주에 지진이 있었다.

37.0N 127.5E 진도 Ⅴ

1556. 05. 12.

明宗 11年. 04. 04.

日微暈 京城地震.

京畿 “平, 喬桐, 地震. 黃海道 海州, 信川, 瓮津, 松禾, 長淵地震.《朝鮮

王朝實錄》

햇무리가 희미하게 지고 경성(京城, 서울)에 지진이 일어났다. 

경기 부평·교동에 지진이 일어났다. 황해도 해주·신천·옹진·송화·장연에 

지진이 일어났다.

37.8N 126.0E 진도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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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 10. 31.

明宗 11年. 09. 29.

京城地震.《朝鮮王朝實錄》

경성(京城, 서울)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557. 01. 03.

明宗 11年. 12. 03.

戊子 日暈. 開城府地震, 自西向東, 聲如殷雷, 屋宇微動. 黃海道 江陰, 

雷聲大作, 牛峯地震, 自北向東, 屋瓦振動.《朝鮮王朝實錄》

햇무리가 졌다. 개성부에 지진이 일어나 서에서 동으로 옮아갔는데, 천

둥치는 소리 같았고 집이 약간 흔들렸다. 황해도 강음에 천둥이 크게 

치고, 우봉에 지진이 일어나 북에서 동으로 향했는데 지붕의 기와가 

흔들렸다. 

38.1N 126.6E 진도 Ⅴ

1557. 05. 30.

明宗 12年. 05. 03.

京畿地震, 屋宇振動. 

乙卯 舍人以三公意啓曰 : “人君畏天之敬, 不可有斯須之弛. 至於遇災, 

尤當惕然, 十分加敬. 近來變故非止一二, 今又京師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에 지진이 일어나 집이 진동했다.

사인(舍人)이 삼공의 뜻으로 아뢰기를, 

“임금이 하늘을 두려워하는 공경심은 잠시도 해이해져서는 안 됩니다. 

재변을 만나면 더욱 두려워하여 십분 더 공경해야 하는 것인데, 근래 

변고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이제 또 서울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37.6N 127.1E 진도 Ⅵ

1557. 11. 28.

明宗 12年. 11. 08.

丁巳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557. 12. 20.

明宗 12年. 11. 30.

己卯 夜, 地震, 屋宇皆動.《朝鮮王朝實錄》

밤에 지진이 일어나 집들이 온통 흔들렸다.

37.6N 127.0E 진도 Ⅴ

1559. 03. 07.

明宗 14年. 01. 29.

京畿 長湍, 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 장단에 지진이 일어났다.

37.9N 126.7E 진도 Ⅱ-Ⅳ

1561. 09. 03.

明宗 16年. 07. 24.

日左珥. 夜, 地震, 自東而西.《朝鮮王朝實錄》

해에 좌이(左珥)가 있었다. 밤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나갔다.

37.6N 127.0E 진도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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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 02. 26.

明宗 19年. 02. 15.

積城雷聲大作, 有同夏月, 地震, 屋宇皆動.《朝鮮王朝實錄》

적성(積城)에 천둥 소리가 크게 일어났는데 여름철에 치는 천둥 소리

와 같았으며, 지진이 일어나 집이 흔들렸다.

37.6N 127.0E 진도 Ⅳ

1565. 05. 18.

明宗 20年. 04. 19.

京城地震, 屋宇皆動. 京圻 坡州, 抱川, 江華地震, 屋瓦搖動. 江原道 平

康地震. 平安道 定州、寧邊、鐵山、平壤地震, 屋宇搖動.《朝鮮王朝實錄》

서울에 지진이 일어나니 집이 다 흔들렸다. 경기 파주·포천·강화에 지

진이 일어나 지붕의 기와가 흔들렸다. 강원도 평강(平康)에 지진이 일

어나고, 평안도 정주(定州)·영변(寧邊)·철산(鐵山)·평양에 지진이 일어나 

집이 흔들렸다.

37.9N 126.9E 진도 Ⅵ

1566. 12. 19.

明宗 21年. 11. 09.

夜, 地震, 聲如微雷, 向東而北, 二度而止. 《朝鮮王朝實錄》

밤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소리가 희미한 천둥과 같았고 동쪽을 향하다

가 북쪽으로 갔으며 2도(度)에서 그쳤다. 

37.6N 127.0E 진도 Ⅳ

1574. 01. 28.

宣祖 7年. 01. 06.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590. 01. 28.

宣祖 22年. 12. 23.

丙申 四方有霧氣, 日暈, 巳時地動.《朝鮮王朝實錄》

사방에 안개 기운이 있었고 해무리가 졌으며, 사시(오전 9시-11시)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591. 01. 12.

宣祖 23年. 12. 17.

乃於今十二月十七日乙酉, 京師地震 屋宇振動. 

開城留守書狀 : 今月十七日己時, 地震自西北, 向東南, 屋宇振動, 良久而止.

《朝鮮王朝實錄》

이달 12월 17일에는 서울에 지진이 발생하여 집들이 흔들렸다.

개성 유수(開城留守)가 서장을 올리기를, 

“이달 17일 사시에 지진이 일어나서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향했는데 

집들이 흔들렸고 조금 후에 멈추었습니다.”

37.8N 126.8E 진도 Ⅴ

1591. 01. 25.

宣祖 24年. 01. 01.

朔戊戌 地震, 四方皆同, 京師最甚.《朝鮮王朝實錄》

사방에 지진이 있었는데, 서울이 가장 심했다.

37.6N 127.0E 진도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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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 07. 13.

宣祖 27年. 05. 26.

夜一更, 地震, 自乾方至巽方, 良久而止.

而乃於今二十六日夜地震, 聲如殷雷, 屋宇皆動. 臣等相顧失色, 不勝驚愕之

至.《朝鮮王朝實錄》

밤 1경(오후 7시-9시)에 지진이 건방(乾方, 북서)에서부터 손방(巽方, 

남동)까지 있었는데 한참 만에 그쳤다.

“···어젯밤에 있었던 지진은 그 소리가 천둥과 같았고 집이 모두 흔들

려서 신들은 실색(失色)하고 서로 돌아다보며 경악스러움을 이기지 못

했습니다.···”

37.6N 127.0E 진도 Ⅵ

1594. 07. 18.

宣祖 27年. 06. 01.

朔戊申. 地震. 翌日大雨雹.《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이튿날 우박이 크게 쏟아졌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594. 07. 19.

宣祖 27年. 06. 02.

夜三四更, 地震.《朝鮮王朝實錄》

밤 3-4경(오후 11시-오전 3시)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594. 07. 20.

宣祖 27年. 06. 03.

夜三四更, 地震. 忠淸道地震. 自西而東, 有聲如雷, 地上之物, 莫不搖動. 

初疑天崩, 終若地陷, 掀動之勢, 愈遠愈壯. 慶尙道 草溪, 高0等地, 地震, 

自北而南. 慶尙道 草溪, 高0等地, 地震, 自北而南. 

“本月初三日寅時, 洪州地震, 自西向東, 聲如雷動, 屋宇掀搖, 窓戶自開, 

東門城三間崩頹.”

“今六月初三日寅時, 全州地震, 自南向北, 聲如殷雷, 屋宇皆動. 金堤, 古

阜, 礪山, 益山, 金溝, 萬頃, 咸悅等官, 皆一樣.” 《朝鮮王朝實錄》

인시(오전 3시~5시)에 지진이 있었다. 북쪽에서부터 남으로 내려왔는

데 가옥이 다 흔들렸고 한참 후에 멈추었다. 충청도에 지진이 있었다.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소리가 벼락치듯 하였으며 지상의 

물건으로 흔들리지 않은 것이 없었다.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가 하

였는데 나중에는 땅이 꺼지는 것 같았고 진동하는 힘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대단하였다. 경상도의 초계·고령 등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 북쪽에

서부터 남쪽으로 내려갔다. 

“이달 3일 인시에 홍주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

하였으며 천둥이 치는 듯한 소리가 났고 집이 흔들리고 창문이 저절로 

열렸으며 동문의 성 세 칸이 무너졌습니다.”

“이번 6월 3일 인시에 전주에 지진이 일어나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향하였는데 소리는 뇌성과 같았고 가옥이 다 흔들렸으며, 김제·고부·여

산·익산·금구·만경·함열 등 고을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36.6N 126.7E 진도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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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 10. 04.

宣祖 28年. 09. 02.

辛未 地震. [未時, 自南向北.]《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미시(오후 1시-3시)에 남쪽으로부터 북으로 향하였다.

37.6N 127.0E 진도 Ⅳ

1596. 08. 24.

宣祖 29年. 08. 01.

申時地動, 自南向北.《朝鮮王朝實錄》

신시(오후 3시-5시)에 지진이 남쪽에서 일어나 북쪽으로 향하였다.

37.6N 127.0E 진도 Ⅳ

1597. 02. 19.

宣祖 30年. 01. 04.

午時, 地震自東向西.《朝鮮王朝實錄》

오시(오전 11시-오후 1시)에 지진이 발생했는데 동쪽에서부터 서쪽으

로 향하였다.

37.6N 127.0E 진도 Ⅳ

1598. 02. 11.

宣祖 31年. 01. 06.

辰時日暈, 酉時地動.《朝鮮王朝實錄》

진시(오전 7시-9시)에 햇무리가 지고 유시(오후 5시-7시)에 지동(地

動)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599. 06. 09.

宣祖 32年. 閏 04. 17.

長湍地地震, 自西向東. 雨雹交下, 大如鳥卵, 兩麥損傷殆盡.《朝鮮王朝實錄》

경기도 장단(長湍)지역에 지진이 일어나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하였다. 

비와 우박이 섞여 내렸는데, 크기는 새알만했으며 양맥(兩麥)이 거의 

다 손상되었다.

37.9N 126.7E 진도 Ⅳ

1599. 07. 29.

宣祖 32年. 06. 08.

京畿, 仁川地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의 인천 지역에 지진이 있었다.

37.5N 126.6E 진도 Ⅱ-Ⅳ

1601. 12. 02.

宣祖 34年. 11. 08.

京畿監司沈友勝馳啓曰 : “今月初八日, 龍仁縣地震, 自北向南, 有聲如雷. 

變異非常事.”《朝鮮王朝實錄》

경기 감사 심우승이 치계하기를 “이달 8일에 용인현에 지진이 일어나 

북쪽에서 남족으로 향하였는데 소리가 우레와 같았습니다. 이는 비상

한 이변입니다.”

37.2N 127.2E 진도 Ⅳ

1603. 02. -

宣祖 36年. 01. -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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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 01. 09.

宣祖 36年. 12. 09.

京畿監司金睟. 馳啓曰 : “竹山府, 今月初九日地動, 有聲如雷, 自西北間, 

向東南, 暫時而止. 當閉塞之日, 變異非常事.”《朝鮮王朝實錄》

경기 감사 김수가 치계하기를, “죽산부에서 이달 9일에 땅이 진동하며 

천둥같은 소리가 났는데,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향하다가 잠시 뒤에 

그쳤습니다. 천지가 폐색(閉塞)되는 겨울에 이변이 비상합니다.”

37.1N 127.4E 진도 Ⅴ

1604. 12. 19.

宣祖 37年. 10. 29.

京畿監司金睟啓 : “金浦地, 十月二十九日酉時, 自南向西, 地動之聲, 移

時而止, 變怪非常. 其日陽川地, 自西北間地震, 聲如火砲, 山雉皆驚飛, 

變異非常.”《朝鮮王朝實錄》

경기감사 김수가 아뢰었다. “김포 지역에서 10월 29일 유시(오후 5시

-7시)에 남쪽에서 서쪽으로 땅이 진동하는 소리가 나다가 잠시 뒤에 그

쳤으니, 그날 양천 지역에서는 북쪽으로부터 땅이 진동하는 소리가 화포 

소리처럼 들려 산의 꿩이 모두 놀라 날았으니, 변이가 비상합니다.”

37.6N 126.8E 진도 Ⅴ

1611. 03. 04.

光海 3年. 01. 20.

辛亥正月二十日辛酉水原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도 수원에 지진이 있었다.

37.3N 127.0E 진도 Ⅱ-Ⅳ

1611. 03. 10.

光海 3年. 01. 26.

丁卯水原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도 수원에 지진이 있었다.

37.3N 127.0E 진도 Ⅱ-Ⅳ

1613. 07. 16.

光海 5年. 05. 29.

癸丑五月二十九日丙戌地震. [是晨地震, 聲如巨雷, 墻屋多塌. 時, 金悌男

賜死之命方下, 繫獄數百人聞地震, 一時呼痛曰 : “天地鑑我冤矣.”]

京畿監司狀啓, 道內各官, 五月二十九日丑時地震, 自西北向東南, 有聲如

雷, 屋瓦皆動.《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일어났다. [이날 새벽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큰 천둥소리와 같았으며 가옥이 많이 무너졌다. 이때 김제남을 사사(賜

死)하라는 명이 바야흐로 내려졌는데, 옥에 갇힌 수백 명이 지진 소리를 

듣고는 한꺼번에 소리치며 애통해 하기를 ‘천지가 우리의 원통함을 알고 

있다.’ 하였다.]

경기 감사가 장계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내 각 고을에서 5월 29일 축시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서북쪽에서 

동남쪽을 향하여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났는데 지붕의 기왓장이 모두 흔

들렸습니다."

37.6N 127.0E 진도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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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 11. 14.

光海 6年. 10. 13.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616. 10. 28.

光海 8年. 09. 18.

丙辰九月十八日丙戌地大震.《朝鮮王朝實錄》

큰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Ⅴ

1616. 10. 31.

光海 8年. 09. 21.

丙辰九月二十一日己丑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616. 11. 01.

光海 8年. 09. 22.

丙辰九月二十二日庚寅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617. 06. 14.

光海 9年. 05. 12.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620. 10. 12.

光海 12年. 09. 17.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621. 12. 23.

光海 13年. 11. 11.

辛酉十一月十一日戊申是日長至, 地震, 屋宇皆撼.

政院啓曰 : “凡天變地災, 觀象監官員, 卽爲書啓. (3也, 少Ⅳ差失, 則其

律甚嚴.) 而本月十一日地震, 閭閻之間, 無不知之, 已過五六日, 而終不書

啓, 此非尋常微細之罪. 請其日當該直宿官員, 推考治罪.” 

이날은 동짓날인데 지진이 일어나 집들이 모두 흔들렸다. 

승정원이 아뢰었다. 

“하늘의 변고와 땅의 재앙에 대하여는 관상감의 관원이 즉시 서계해야 

합니다. (이는 전례로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그 형률이 매우 엄합니

다.) 그런데 이달 11일의 지진을 민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

미 5, 6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서계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보

통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날 숙직한 관원들을 추고하여 죄를 다스리

소서.”《朝鮮王朝實錄》

16일 좌·우상의 계는 대개, ‘이달 11일에 지진이 울려 집이 흔들렸고, 

닷새 지난 뒤 바람이 불어치고 천지가 캄캄하며 큰 천둥과 번개가 일

었으니, 빨리 신들의 직을 파면하여 하늘의 꾸지람에 답하라’는 것이었

다. [박정현(朴鼎賢1562~1637)《凝川日錄》권2]

37.6N 127.0E 진도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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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 01. 18.

光海 13年. 12. 07.

夜三更, 地震.《朝鮮王朝實錄》

밤 3경(오후11시-오전 1시)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622. 02. 10.

光海 14年. 01. 01.

十四年[大明 天啓二年]壬戌正月初一日 朔丁酉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624. 01. 05.

仁祖 1年. 11. 15.

辛未 地震坤方.《朝鮮王朝實錄》

곤방(남서쪽)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629. 02. 22.

仁祖 7年. 01. 30.

辛未 地震坤方.《朝鮮王朝實錄》

곤방(남서쪽)에 지진이 있었다.

開城留守書目, 去月晦日三更量地震事.《承政院日記》

개성유수 서목6)의 내용이다. 지난달 그믐날 3경(오후11시-오전 1시)에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632. 02. 26.

仁祖 10年. 01. 07.

開城留守本月初八日成貼狀, 昨日初更量, 地震自西而南, 屋宇皆頹, 聲如

雷, 移時乃止.

京畿監司成貼狀, 喬桐府使崔震立牒呈內, 今初七日初更末, 自東北間地震

云事.《承政院日記》

개성유수의 이번 달 8일 성첩장의 내용이다. “어제 초경(오후 7시-9시)

쯤에 지진이 서쪽으로부터 남으로 향했으며. 집이 모두 무너지고 소리가 

우레와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쳤습니다.” 하였다. 

경기감사 성첩장의 내용이다. 교동부사 최진립의 첩정한 내용에 이달 초 

7일 초경(오후 7시-9시)말에 동북간으로부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한다.

38.0N 126.6E 진도 Ⅷ

1632. 02. 28.

仁祖 10年. 01. 09.

開城府及喬桐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도 개성부 및 교동에 지진이 있었다.

37.9N 126.4E 진도 Ⅳ

1632. 03. 05.

仁祖 10年. 01. 15.

1633. 01. 09.

仁祖 10年. 11. 29.

.

10년 정월 계축(癸丑, 15)에 지진이 있었는데, 11월에도 계해(癸亥, 29) 

그믐날 또한 그와 같았다.《增補文獻備考》

37.6N 127.0E 진도 Ⅱ-Ⅳ

6) 요점(要點)만 따서 따로 적어 보고서(報告書)에 첨가(添加)한 지면(紙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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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 10. 17.

仁祖 11年. 09. 15.

京畿 江華府 通津縣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 강화부와 통진현(김포 지역)에 지진이 있었다.

37.7N 126.5E 진도 Ⅱ-Ⅳ

1633. 10. 21.

仁祖 11年. 09. 19.

1633. 11. 09.

仁祖 11年. 10. 08.

.

11년 9월 무신(戊申, 19)에 지진이 있었는데, 10월 정묘(丁卯, 8)에도 

또한 그와 같았다.《增補文獻備考》

37.6N 127.0E 진도 Ⅱ-Ⅳ

1635. 02. 09.

仁祖 12年. 12. 22.

연일 지진이 있었다.《增補文獻備考》

37.6N 127.0E 진도 Ⅱ-Ⅳ

1635. 03. 05.

仁祖 13年. 01. 17.

13년 정월 무진(戊辰, 17)에 지진이 있었다.《增補文獻備考》

37.6N 127.0E 진도 Ⅱ-Ⅳ

1638. 10. 20.

仁祖 16年. 09. 14.

지진이 있었다.《增補文獻備考》

14일에는 밤에 지진이 있었고 번개와 천둥이 쳤다.

[조경남(趙慶男, 1570-1641)《續雜錄》권4]

37.6N 127.0E 진도 Ⅱ-Ⅳ

1643. 05. 30.

仁祖 21年. 04. 13.

丙子 地震.

沈悅曰 : 十三日京師地震, 近見外方狀啓, 各道同日皆震, 而嶺南爲尤甚. 

臣未知某事之失, 而天之警告至此也. 請令該曹, 行解怪祭. 

지진이 있었다.

심열(沈悅)이 아뢰기를,

"13일에 서울에서 지진이 있었는데 요즘 외방의 장계를 보니 같은 날에 

다 지진이 일어났으며 그중에서도 영남이 더 심하였습니다. 신은 무슨 

일이 잘못되어 하늘의 경고가 이에 이르렀는가를 모르겠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해괴제(解怪祭)를 행하게 하소서."《朝鮮王朝實錄》

京畿監司狀啓, 利川·竹山等官, 今月十三日午時, 地震起自西方向東方, 屋

角皆鳴, 人身俱戰, 變異非常事.전

경기감사 장계의 내용이다. “이천·죽산 등 관에서 이번 달 13일 오시(오

전 11시-오후 1시)에 지진이 서쪽에서 일어나 동쪽으로 향하였습니다. 

건물의 모퉁이가 모두 소리를 내고, 사람의 몸이 모두 흔들렸으니 심상

치 않은 변괴입니다.”《承政院日記》

35.2N 129.1E 진도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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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 12. 18.

仁祖 23年. 11. 01.

朔己酉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648. 01. 15.

仁祖 25年. 12. 21.

丁亥 楊州, 積城地震, 聲如雷.《朝鮮王朝實錄》

경기도 양주와 적성에 지진이 있었는데, 천둥치는 소리와 같았다.

37.9N 127.0E 진도 Ⅳ

1649. 05. 31.

仁祖 27年. 04. 21.

己酉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653. 02. 22.

孝宗 4年. 01. 25.

壬辰 地震. 

지진이 있었다.《朝鮮王朝實錄》

辰時, 地震, 起乾方至巽方.

京畿監司書目, 高陽等官呈, 以去正月卄五日地震.

진시(오전 7시-9시)에 지진이 있었는데 건방(북서)에서 일어나 손방(남

동)에 이르렀다. 경기감사 서목의 내용이다. 고양 등 관에서 올리기를, 

“지난 정월 25일에 지진이 있었다.”고 하였다.《承政院日記》

37.6N 127.0E 진도 Ⅳ

1662. 02. 26.

顯宗 3年. 01. 09.

“以京畿 驪州, 有地震之變, 而道臣不卽啓聞, 事甚可駭. 請監司鄭知和推

考.”《朝鮮王朝實錄》

“경기 여주에 지진이 있었는데도 도신(道臣)이 즉각 계문(啓聞)하지 않

았으니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37.3N 127.6E 진도 Ⅱ-Ⅳ

1662. 12. 08.

顯宗 3年. 10. 28.

戊辰 京師地震.《朝鮮王朝實錄》

서울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664. 01. 07.

顯宗 4年. 12. 10.

開城府及海州地震.《朝鮮王朝實錄》

개성부 및 해주에 지진이 있었다.

38.0N 126.1E 진도 Ⅴ

1645. 12. 18.

仁祖 23年. 11. 01.

朔己酉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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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 09. 09.

顯宗 8年. 07. 22.

京畿監司書目, 喬桐呈, 以今月二十二日地震事.《承政院日記》

경기감사 서목의 내용이다. 교동에서 올리기를, “이번 달 22일에 지진이 

있었다.”고 하였다.

37.8N 126.3E 진도 Ⅱ-Ⅳ

1670. 04. 10.

顯宗 11年. 閏 02. 21.

辛亥 京畿 喬桐本月二十一日, 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 교동에서 이달 21일에 지진이 있었다.

京畿監司書目, 喬桐呈, 以本月二十一日地震事.《承政院日記》

경기감사 서목의 내용이다. 교동에서 올리기를, “이번 달 21일에 지진이 

있었다.”고 하였다.

37.8N 126.3E 진도 Ⅱ-Ⅳ

1670. 04. 11.

顯宗 11年. 閏 02. 22.

京畿監司書目, 通津呈, 以今月二十二日地震事.《承政院日記》

경기감사 서목의 내용이다. 통진(김포시 월곶면)에서 올리기를, “이번 

달 22일에 지진이 있었다.”고 하였다.

37.7N 126.6E 진도 Ⅱ-Ⅳ

1670. 04. 12.

顯宗 11年. 閏 02. 23.

京畿 通津本月二十三日, 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 통진(김포시 월곶면)에서 이달 23일에 지진이 있었다.

37.7N 126.6E 진도 Ⅱ-Ⅳ

1671. 07. 01.

顯宗 12年. 05. 25.

乙亥 京畿、水原等邑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 수원 등 고을에서 지진이 있었다.

37.3N 127.0E 진도 Ⅳ

1672. 01. 15.

顯宗 12年. 12. 16.

京圻 安山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 안산에 지진이 있었다.

37.3N 126.8E 진도 Ⅱ-Ⅳ

1674. 11. 25.

肅宗 卽位年. 10. 28.

戊午 夜, 地震, 而日官闕奏. 後數日, 許積筵白而罪之.《朝鮮王朝實錄》

밤에 지진이 일어났으나, 일관(日官)이 아뢰지 않았다. 며칠 뒤 허적이 

연석에서 임금께 여쭈어 죄주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678. 09. 29.

肅宗 4年. 08. 14.

壬午 地震. 月暈廻木星.《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일어나고, 달무리가 목성을 빙 둘렀다.

37.6N 127.0E 진도 Ⅱ-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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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 06. 12.

肅宗 7年. 04. 26.

己酉 自艮方至坤方地震. 屋宇掀動, 窓壁震撼. 行路之人有所騎驚逸墜死者.

간방(북동쪽)으로부터 곤방(남서쪽)까지 지진이 일어났는데, 집이 몹시 

흔들리고 창과 벽이 흔들렸으며, 길을 가던 사람 중에는 말이 놀라 떨어

져 죽은 사람도 있었다.《朝鮮王朝實錄》

京畿監司書目, 廣州等三十四邑呈, 以去四月二十六日申時, 地震緣由事.

경기감사 서목의 내용이다. 광주 등 34개 읍에서 올리기를, “지난 4월 

26일 신시(오후 3시-5시)에 지진이 있었다.”고 하였다.《承政院日記》

37.9N 129.1E 진도 Ⅷ

1681. 06. 15.

肅宗 7年. 04. 29.

開城府地震.

개성부에서 지진이 일어났다.《朝鮮王朝實錄》

38.0N 126.6E 진도 Ⅱ-Ⅳ

1681. 06. 17.

肅宗 7年. 05. 02.

甲寅 京師地震.《朝鮮王朝實錄》

경사에 지진이 일어났다.

37.8N 128.3E 진도 Ⅱ-Ⅳ

1681. 06. 18.

肅宗 7年. 05. 03.

京畿 廣州等邑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 광주 등의 고을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37.4N 127.3E 진도 Ⅱ-Ⅳ

1681. 06. 19.

肅宗 7年. 05. 04.

江華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도 강화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37.8N 126.5E 진도 Ⅱ-Ⅳ

1681. 06. 20.

肅宗 7年. 05. 05.

1681. 06. 26.

肅宗 7年. 05. 11.

京畿監司書目, 廣州等三十五邑, 今月初五日地震事.

京畿監司書目, 麻田·漣川·積城等官呈, 以本月初五日地震事, 及廣州呈, 

以同月十一日地震事.《承政院日記》

경기감사 서목의 내용이다. 광주 등 35개 읍에서 이번 달 초 5일에 지

진이 있었다.

경기 감사 서목의 내용이다. 마전·연천·적성 등 관에서 올리기를, “이번 

달 초 5일에 지진이 있었다.”고 하였다. 광주에서 올리기를, “같은 달 

11일에 지진이 있었다.”고 하였다.

37.8N 127.2E 진도 Ⅴ

1681. 06. 22.

肅宗 7年. 05. 07.

京畿各邑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 각 고을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1E 진도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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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 07. 31.

肅宗 7年. 06. 17.

1681. 08. 01.

肅宗 7年. 06. 18.

癸卯 京畿觀察使以水原, 陰竹, 本月十七八日地震, 啓聞.

庚子 承政院啓曰 : “今十八日曉頭, 再度地震, 而觀象監不爲書啓, 當該官

請令攸司推治.” 允之.《朝鮮王朝實錄》

경기 관찰사가 수원·음죽에서 이달 17일과 18일에 지진이 일어났었다고 

계문하였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18일 이른 새벽에 두 번 지진이 일어났는데, 관

상감에서 서계(書啓)하지 아니하였으니, 청컨대 관원을 유사(攸司)7)로 

하여금 추국해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37.2N 127.3E 진도 Ⅴ

1686. 12. 22.

肅宗 12年. 11. 08.

1議政金壽恒曰 : “近見諸道狀啓, 多有地震之變, 今月初八夜, 城中亦有此

異, 而觀象監獨無啓達之事, 其日入直官員請推治.” 上可之.《朝鮮王朝實錄》

영의정 김수항이 아뢰기를, “근일 여러 도의 장계를 보건대 지진의 이변

이 많습니다. 이달 초8일 밤에는 서울에도 지진이 있었는데, 관상감에서 

홀로 보고하는 일이 없었으니, 그날 입직한 관원을 추문하여 치죄하시기

를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686. 12. 23.

肅宗 12年. 11. 09.

驪州境初九日地震, 道臣以聞.《朝鮮王朝實錄》

여주 지역에 초9일에 지진이 있었는데, 감사가 이를 알렸다.

37.3N 127.6E 진도 Ⅱ-Ⅳ

1689. 07. 17.

肅宗 15年. 06. 01.

朔丙寅 地動.《朝鮮王朝實錄》

지동(地動)하였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692. 11. 02.

肅宗 18年. 09. 24.

夜二更, 京都地大震, 是日京畿 忠淸 全羅 慶尙 江原等道俱震有聲如雷, 

甚處屋宇掀簸, 窓戶自闢, 山川草木無不震動. 至有鳥獸驚散竄逬者, 其震多

從西北起, 至東南云. 

밤 2경(二更)에 서울 지역에서 크게 지진이 일었다. 이날 경기·충청도·전

라도·경상도·강원도 등에서 모두 지진이 일었는데, 소리가 천둥치는 것 

같았고, 심한 곳에서는 집이 흔들리고 창문이 저절로 열렸으며, 산천 초

목이 진동하지 않는 것이 없어 새와 짐승들이 놀라서 흩어지고 도망하

여 숨기까지 했다. 이 지진은 대부분 서북쪽에서 일어나 동남쪽으로 이

르렀다고 한다.《朝鮮王朝實錄》

京畿監司書目, 楊州·坡州·利川·砥平·楊根等邑呈, 以九月二十四日三更量, 地震事.

경기감사 서목의 내용이다. 양주·파주·이천·지평·양근(양평) 등 읍에서 

올리기를, “9월 24일 3경(오후 11시-오전 1시)에 지진이 있었다.”고 하

였다.《承政院日記》

37.6N 127.0E 진도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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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 11. 30.

肅宗 18年. 10. 23.

廣州地震.

광주에 지진이 있었다.《朝鮮王朝實錄》

京畿監司書目, 廣州等三邑呈, 以今月二十三日, 地震緣由事.

경기감사 서목의 내용이다. 광주 등 3개 읍에서 올리기를, “이번 달 23

일에 지진이 있었다.”고 하였다.《承政院日記》

37.6N 127.1E 진도 Ⅱ-Ⅳ

1693. 01. 17.

肅宗 18年. 12. 12.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694. 05. 09.

肅宗 20年. 04. 16.

癸未 開城府地震.《朝鮮王朝實錄》

개성부에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Ⅱ-Ⅳ

1694. 11. 19.

肅宗 20年. 10. 03.

丁酉 江華府雷震.《朝鮮王朝實錄》

경기도 강화부에 천둥과 지진이 있었다.
37.7N 126.5E 진도 Ⅱ-Ⅳ

1695. 01. 25.

肅宗 20年. 12. 11.

甲辰 京畿 加平郡地震. 《朝鮮王朝實錄》

경기 가평군에 지진이 있었다.

京畿監司書目, 加平呈, 以本月十一日夜三更量, 地震, 事係變異事.《承政院日記》

경기감사 서목의 내용이다. 가평에서 올리기를, “이번 달 11일 밤 3경(오

후 11시-오전 1시)에 지진이 있었다.”고 하였다. 변이가 비상한 일이다.
37.8N 127.5E 진도 Ⅱ-Ⅳ

1696. 04. 16.

肅宗 22年. 03. 15.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京畿 竹山等九邑地震. 道臣以聞.《朝鮮王朝實錄》

경기 죽산 등 9개 고을에서 지진이 있었는데, 도신(관찰사)이 계문하였다.

京畿監司書目, 竹山等官呈, 今月十五日地震事.《承政院日記》

경기 감사 서목의 내용이다. 죽산 등 관에서 올리기를, “이번 달 15일에 

지진이 있었다.”고 하였다.
37.3N 127.2E 진도 Ⅳ

1697. 03. 01.

肅宗 23年. 02. 09.

庚寅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697. 05. 06.

肅宗 23年. 閏 03. 16.

仁川, 金浦, “平等邑地震.《朝鮮王朝實錄》

인천·김포·부평 등의 고을에서 지진이 있었다.
37.5N 126.7E 진도 Ⅳ

7) 유사 : 그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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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 03. 30.

肅宗 24年. 02. 19.

甲子 振威等地地震, 有聲如雷.《朝鮮王朝實錄》

경기도 진위 등지에 지진이 있었는데, 천둥 같은 소리가 났다.

37.1N 127.1E 진도 Ⅳ

1702. 08. 26.

肅宗 28年. 07. 04.

癸丑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京圻, 忠淸, 江原, 全羅, 慶尙五道, 同日同時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충청도·강원도·전라도·경상도 5도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지진이 

있었다.

35.8N 127.2E 진도 Ⅷ

1702. 10. 02.

肅宗 28年. 08. 11.

庚寅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702. 10. 09.

肅宗 28年. 08. 18.

京畿 水原府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 수원부에 지진이 있었다.

37.3N 127.0E 진도 Ⅱ-Ⅳ

1707. 01. 03.

肅宗 32年. 11. 30.

甲申 夜, 地震. 諸道以地震事, 狀聞亦連續來到.《朝鮮王朝實錄》

밤에 지진이 있었다. 제도(여러 도)에서 지진이 있었던 일 때문에 장문

이 잇달아 이르렀다.

京畿監司書目, 喬桐等官呈, 以去月三十日地震, 事係變異事.《承政院日記》

경기감사 서목의 내용이다. 교동 등 관에서 올리기를, “지난 달 30일에 

지진이 있었다.”고 하였다.

江華留守書目, 本府境內, 去月三十日夜, 再次地震, 事係變異事.《承政院日記》

강화유사 서목의 내용이다. 본부(강화) 경내에서 지난 달 30일 밤에 두 

번의 지진이 있었다. 

37.7N 126.5E 진도 Ⅶ

1707. 03. 04.

肅宗 33年. 02. 01.

朔甲申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辰時, 自西方至東方, 地震.《承政院日記》

진시(오전 7시-9시)에 서방으로부터 동방에 이르기까지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Ⅴ 

1707. 06. 13.

肅宗 33年. 05. 14.

乙丑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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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 01. 02.

肅宗 33年. 12. 10.

戊子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京畿監司書目, 仁川等官呈, 以本月初十日地震事.《承政院日記》

경기감사 서목의 내용이다. 인천 등 관에서 올리기를, “이번 달 초 10일

에 지진이 있었다고 하였다.

江華留守書目, 本月初十日戌時量, 地震, 事係變異事.《承政院日記》

강화유수 서목의 내용이다. 이번 달 초 10일 술시(오후 7시-9시)에 지

진이 있었다. 

37.6N 126.7E 진도 Ⅱ-Ⅳ

1708. 08. 17.

肅宗 34年. 07. 02.

丙子 地動.《朝鮮王朝實錄》

지진동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711. 04. 20.

肅宗 37年. 03. 03.

1711. 04. 21.

肅宗 37年. 03. 04.

壬辰 乾方至東方地震, 翌日又震.《朝鮮王朝實錄》

건방에서 동방까지 지진이 일어났고, 이튿날에도 지진이 있었다.

京畿監司書目, 水原等三邑呈, 以本月初三日地震, 事係變異事.《承政院日記》

경기감사 서목의 내용이다. 수원 등 3개 읍에서 올리기를, “이번 달 초 

3일에 지진이 있었다.”고 하였다. 

江華留守書目, 本月初三日午時量, 地震, 震聲殷殷如雷, 屋宇掀動, 暫時而

止, 事係變異事.《承政院日記》

강화유수 서목의 내용이다. 이번 달 초 3일 오시(오전 11시-오후 1시)

에 지진이 있었는데, 소리가 커서 천둥과 같았다. 건물이 들리고 흔들린 

후 잠시 뒤에 그쳤다.

39.2N 127.5E 진도 Ⅶ

1711. 06. 24.

肅宗 37年. 05. 09.

丙子 地動.《朝鮮王朝實錄》

밤 2경(오후 9시-11시)에 손방(남동)으로부터 곤방(남서)에 이르기까지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Ⅳ

1712. 05. 05.

肅宗 38年. 04. 01.

朔癸丑 京畿 楊州等邑, 雨雹. 永平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 양주 등 고을에는 우박이 쏟아지고 영평(포천)에는 지진이 있었다.

38.0N 127.3E 진도 Ⅱ-Ⅳ

1712. 05. 21.

肅宗 38年. 04. 17.

己巳 夜, 地震.《朝鮮王朝實錄》

밤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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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 03. 08.

肅宗 39年. 02. 12.

己未 夜地震. 外方亦連續狀聞.《朝鮮王朝實錄》

밤에 지진이 있었다. 외방(外方)에서도 연속하여 장문하였다.

京畿監司書目, “平呈, 以今月十二日地震事.《承政院日記》

경기감사의 서목 내용이다. 부평에서 올리기를 “이달 12일에 지진이 있

었다.”고 하였다.

江華留守書目, 今月十二日寅時量地震, 事係變異事.《承政院日記》

강화유수 서목의 내용이다. 이번 달 12일 인시(오전 3시-5시)에 지진이 있었다.

又書目, 海州等十三邑呈, 以今月十二日寅時量, 地震起自西北間, 屋宇掀

動, 門樞有聲, 轉震南方, 而復作一次, 食頃之間, 再次地震, 係是變異事.

《承政院日記》

또 서목의 내용이다. 해주 등 13개 읍에서 올리기를, “이번 달 12일 인시

(오전 3시-5시)에 지진이 서북사이에서 있었으며 건물이 들리고 흔들렸

으며 문지도리에서 소리가 있었다. 지진이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다

시 한번이 있었다. 밥먹을 동안의 시간에 재차 지진이 있었다.”고 하였다.

38.5N 125.5E 진도 Ⅶ

1714. 03. 07.

肅宗 40年. 01. 22.

甲子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京畿監司書目, 水原等官呈, 以今月二十二日地震緣由事.《承政院日記》

경기감사의 서목 내용이다. 수원 등 관에서 올리기를 “이달 22일에 지

진이 있었다.”고 하였다.

開城留守書目, 今月二十二日申時量地震, 事係變異事.《承政院日記》

개성유수 서목의 내용이다. 이번 달 22일 신시(오후 3시-5시)에 지진이 

있었다.

39.3N 127.0E 진도 Ⅶ

1714. 03. 15.

肅宗 40年. 01. 30.

壬申 江華, 開城, 平安道 平壤等二十邑, 京畿 水原, 安城, 黃海道 海州等

地, 地震. 此後八道, 竝狀聞.《朝鮮王朝實錄》

강화·개성과 평안도의 평양 등 20고을 및 경기의 수원·안성과 황해도의 

해주 등지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이후 팔도에서 모두 장문(狀聞)하였다.

38.0N 126.6E 진도 Ⅷ-Ⅸ

1714. 03. 19.

肅宗 40年. 02. 04.

丙子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715. 04. 21.

肅宗 41年. 03. 18.

甲寅 京畿 利川等六邑, 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의 이천 등 여섯 고을에 지진이 있었다.

37.3N 127.5E 진도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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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 06. 20.

肅宗 45年. 05. 03.

江華留守書目. 初三日卯時, 西南方地震一次, 門戶掀動, 暫時向東北方而止

事. 《承政院日記》

강화유수 서목의 내용이다. 초 3일 묘시(오전 5시-7시)에 서남방에서 

지진이 한 번 있었으며 문호(문틀)가 들리고 흔들렸다. 잠깐 동안 동북

방으로 향하다 그쳤다.

37.8N 126.5E 진도 Ⅴ

1720. 04. 07.

肅宗 46年. 02. 30.

丁卯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觀象監. 未時, 自南方至北方, 地震, 啓.《承政院日記》

관상감이 “미시(오후 1시-3시)에 남방에서 북방에 이르기까지 지진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37.6N 127.0E 진도 Ⅳ

1721. 04. 09.

景宗 1年. 03. 13.

甲戌 巳時, 自坤方至艮方, 地動.《朝鮮王朝實錄》

사시(오전 9시-11시)에 곤방(남서)에서 간방(북동)에 이르기까지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Ⅳ

1724. 07. 24.

景宗 4年. 06. 05.

丙子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725. 11. 22.

英祖 1年. 10. 18.

壬午 江華府, 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도 강화부에 지진이 있었다.

37.7N 126.5E 진도 Ⅱ-Ⅳ

1730. 03. 23.

英祖 6年. 02. 05.

甲辰 卯時, 自艮至坤地震.《朝鮮王朝實錄》

묘시(오전 5시-7시)에 간방(북동)에서 곤방(남서)까지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Ⅳ

1739. 08. 25.

英祖 15年. 07. 22.

丙寅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740. 11. 14.

英祖 16年. 09. 25.

癸巳 雷電地震.《朝鮮王朝實錄》, 《天變初出謄錄》

천둥과 번개가 치고 지진이 있었다.

밤에 지진이 있었다.《增補文獻備考》

37.6N 127.0E 진도 Ⅱ-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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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 03. 01.

英祖 17年. 01. 14.

庚辰 地震.《朝鮮王朝實錄》, 《天變初出謄錄》

지진이 있었다.

밤 1경(오후 7시-9시)에 간방(북동)에서 손방(남동)으로 지진이 있었다.

《增補文獻備考》

37.6N 127.0E 진도 Ⅳ

1742. 11. 26.

英祖 18年. 10. 30.

乙卯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743. 03. 27.

英祖 19年. 03. 02.

丙辰 地震.《朝鮮王朝實錄》, 《增補文獻備考》, 《天變初出謄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Ⅴ

1744. 01. 12.

英祖 19年. 11. 28.

丁未 地震, 彗星見.《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고, 혜성이 나타났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744. 06. 07.

英祖 20年. 04. 27.

甲戌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甲夜三更, 自巽方至乾方, 地震.《承政院日記》, 《天變初出謄錄》

밤 3경(오후 11시-오전 1시)에 손방(남동)에서 건방(북서)로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Ⅳ

1746. 06. 28.

英祖 22年. 05. 10.

乙巳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밤에 지진이 있었다.《增補文獻備考》

37.6N 127.0E 진도 Ⅱ-Ⅳ

1748. 10. 30.

英祖 24年. 09. 09.

京師 地震.《朝鮮王朝實錄》

서울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751. 11. 05.

英祖 27年. 09. 18.

辛巳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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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 10. 28.

英祖 28年. 09. 22.

己卯 地震. 午時, 雷動 初Ⅶ, 雷電雨雹.《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오시에 뇌성이 울렸다. 초혼에 천둥하고 번개가 치며, 

우박이 내렸다.

巳時, 自巽方至坤方, 地震.《承政院日記》

사시(오전 9시-11시)에 손방(남동)에서 곤방(남서)으로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Ⅳ

1754. 07. 06.

英祖 30年. 05. 17.

乙未 地動.《朝鮮王朝實錄》

땅이 흔들렸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754. 11. 03.

英祖 30年. 09. 19.

乙未 地動. 雨雹, 雷動電光.《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우박이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쳤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759. 02. 03.

英祖 35年. 01. 06.

戊子 地震.《朝鮮王朝實錄》, 《增補文獻備考》, 《天變初出謄錄》

지진이 있었다. 

申時, 地震.《承政院日記》

신시(오후 3시-5시)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784. 02. 27.

正祖 8年. 02. 07.

癸亥 昧爽地震.《朝鮮王朝實錄》

어둑새벽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826. 07. 17.

純祖 26年. 06. 13.

癸亥 雨, 地震. [申時.]《朝鮮王朝實錄》

비가 오고 지진이 있었다. [신시(오후 3시-5시)였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827. 02. 18.

純祖 27年. 01. 23.

夜五更地動.《承政院日記》

밤 5경(오전 3시-5시)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827. 10. 06.

純祖 27年. 08. 16.

己丑 夜三更, 地震.《朝鮮王朝實錄》, 《天變初出謄錄》

밤 3경(오전 11시-오전 1시)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833. 10. 26.

純祖 33年. 09. 14.

夜二更, 地動, 起自北方至南方.《承政院日記》

밤 2경(오후 9시-11시)에 지진이 있었는데 북방에서 일어나 남방에 이르렀다.

37.6N 127.0E 진도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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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 04. 05.

憲宗 4年. 03. 11.

夜一更, 地動.《朝鮮王朝實錄》

밤 1경(오후 7시-9시)에 지진이 있었다.

지진이 있었다.《風雲記》 

37.6N 127.0E 진도 Ⅱ-Ⅳ

1846. 08. 04.

憲宗 12年. 06. 13.

丙寅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866. 11. 03.

高宗 3年. 09. 26.

巳時, 地動.《承政院日記》

사시(오전 9시-11시)에 지진동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869. 05. 11.

高宗 6年. 03. 30.

三十日. 地動.《承政院日記》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871. 05. 02.

高宗 8年. 03. 13.

지진이 있었다.《日省錄》

37.6N 127.0E 진도 Ⅱ-Ⅳ

1879. 04. 03.

高宗 16年. 03. 12.

十二日. 地動.《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夜五更地動.《承政院日記》

밤 5경(오전 3시-5시)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879. 04. 05.

高宗 16年. 03. 14.

夜一更地動.《承政院日記》

밤 1경(오후 7시-9시)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879. 04. 08.

高宗 16年. 03. 17.

十七日. 地動.《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879. 05. 09.

高宗 16年. 03. 19.

巳時. 地動.《承政院日記》

사시(오전 9시-11시)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882. 11. 21.

高宗 19年. 10. 11.

未時地動.《承政院日記》

미시(오후 1시-3시)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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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 07. 22.

高宗 35年. 06. 04.

四日.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899. 02. 07.

高宗 35年. 12. 27.

二十七日.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1901. 06. 12.

高宗 38年. 04. 26.

二十六日.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Ⅱ-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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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의 계기지진

2.1. 경기도 계기지진의 의의와 한계

우리나라의 근대적 지진관측은 1905년 3월 24일 인천관측소가 설치되면서 시작되었

다. 이후 일제강점기 40여년 간 기상측후소에 지진계를 점진적으로 추가 설치하여 총 

6개소(인천, 부산, 서울, 대구, 평양, 추풍령)의 관측소를 설치하였다. 광복 후에는 한국

전쟁을 겪으며 지진관측이 중단되었다가 1963년 미국지질조사소의 세계지진관측망 사

업의 일환으로 국립중앙관상대(현 기상청)에 세계표준지진계 1대가 설치되면서 재개되

었다. 1977년에는 일본제 지진계 2대를 도입하여 서울과 광주 2개소에서 관측을 실시

하였지만, 이 자료는 지진의 발생위치와 크기를 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측망에도 미

달되는 수준이었다. 이후 1978년 홍성지진(규모 5.0) 발생을 계기로 지진장비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아날로그 지진관측망을 구축하였으며, 1997년 경주지진(규모 4.2)을 

계기로 디지털 지진관측망이 구축되기 시작하여 현재 지진관측소는 216개소에 이른다.

현재 남아있는 계기지진 자료를 살펴보면 1905년부터 1942년까지의 초기 계기지진 

자료는 한국전쟁 당시 모두 소실되었으며, 현재는 분석결과만 <조선기상 30년보>, <기

상 50년보>와 같은 책자에 남아 있다. 1943년부터 1977년까지 35년간의 지진 자료는 

확보되지 못하였고, 북한 ‘조선지진연구소’에서 작성한 지진목록을 통해 유추할 뿐이다. 

이러한 20세기 전반의 지진자료는 당시 운영되었던 지진계의 숫자와 분포가 제한되고, 

자료가 소실되거나 획득이 어려워 최근의 계기지진자료와 비교해 정확도와 신뢰도 측

면에서 차이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현대적 계기지진 자료

는 1978년 이후 기상청에서 관측한 40여년의 자료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

이 판 내부에 위치하는 지역의 경우 큰 지진의 발생 주기가 수천년 혹은 그 이상이므

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최근 40여 년의 자료만으로는 경기도의 지진 발생 특성과 지

진주기를 연구하기에 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진계에 의한 지진자료가 부족

한 경기도의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기계기지

진 자료를 포함한 계기지진 자료의 정리가 경기도의 지진발생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며, 향후 축적될 경기도 지진자료의 바탕으로 활용될 수 있다. 

2.2. 경기도 계기지진 서술

경기도 일원의 계기지진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기존 계기지진 연구들을 바탕으로 자

료를 수집하여 서술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규모 2.0 이상의 경기도의 

계기지진은 모두 24건으로 3.9 이하의 규모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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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초기 계기지진 자료(1905-1942)

전명순과 전정수(2001)8)는 지진관측보고서에 기록된 자료로부터 1905년부터 1942

년까지 110회의 초기 계기지진 자료를 정리하였다. 1905년부터 1942년까지의 초기 계

지지진 자료의 해석은 이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전명순과 전정수(2001)가 초기 계기지진 목록 작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사용한 ⟪조

선기상 30년보⟫는 1936년 발행된 조선총독부 관측소 자료로 당시 인천, 부산, 서울, 대

구 및 평양 관측소의 지진계측을 위해 사용한 기기와 운영기간 등의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1905년부터 1934년까지 30년간 13개 관측소 및 측후소에서 감지

된 지진의 발생 연월일과 시각을 분 단위까지 기록하였고, 진도를 결정하였으며, 진앙

지는 인천부근 등으로 지역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17개 주요 지진에 대해서는 각 지역

에서 느낀 진동의 방향 및 특성, 소리의 유무 및 진동의 지속시간 등의 특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또한 동 기간 중 발생한 유감지진 197개에 대해서는 발생시각, 감진 지

명, 진앙(지역표시), 특이 사항 및 계기에 의한 관측된 관측소들을 기록하고 있다. 

 

2.2.2. 북한지진자료(1943-1977)

우리나라에서 1943년부터 1977년까지 35년 동안의 특별한 지진자료는 전무한 실정

이다. 그러나 북한의 조선지진연구소(1987)는 서기 2년부터 1983년까지의 지진목록을 

작성, 발표하였다. 이 기간 동안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활동에 대한 유일한 지진자료

이므로, 1943년에서 1977년 사이의 지진 기록은 조선지진연구소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 1943년부터 1977년까지 35년 동안의 특별한 지진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2.2.3. 기상청(KMA, 1978-2017)

기상청은 1977년 서울과 광주에서 관측을 시작한 이래 1978년 홍성지진(규모 5.0) 

발생을 계기로 지진장비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아날로그 지진관측망을 구축하였으

며, 1997년 경주지진(규모 4.2)을 계기로 디지털 지진관측망이 구축되기 시작하여 현재 

지진관측소는 216개소에 이른다. 1978년부터 현재까지의 계지진목록은 기상청 지진화

산감시센터(http://www.kma.go.kr/weather/earthquake_volcano/report.jsp)의 국내지

진 목록을 사용하였다. 

2.2.4.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2012년 소방방재청이 발주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연구하여 발행한『활성단층

8) 전명순·전정수, 한반도 초기 계기지진자료(1905-194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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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에서는 기존 연구된 1905년 이후 한반도 일원에서의 계기

지진 자료를 수집하여 계기지진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지질연구원

(KIGAM), 기상청(KMA), 북한 조선지진연구소(1987), 한반도 초기 계기지진 자료

(1905-1942), National Earthquake Information Center(NEIC), International 

Seismological Centre(ISC), 중국지진자료센터의 목록을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2.2.5. 경기도 계기지진 목록(규모 2.0 이상)

번 호 진원시 규 모 위 도 경 도 위 치

1 1917. 04. 20 3.9 37.70 126.60 김포시 통진읍

2 1918. 07. 13 2.7 37.00 126.80 평택시 포승읍

3 1933. 07. 13 3.0 37.40 127.10 성남시 분당구

4 1937. 01. 25 3.0 37.70 126.80 고양시 일산동구

5 1963. 11. 14 3.6 37.45 127.00 과천시 과천동

6 1972. 04. 22 3.5 38.07 127.05 연천군 군남면

7 1974. 10. 30 3.5 37.53 127.58 양평군 용문면

8 1974. 12. 08 3.8 37.33 127.53 여주군 흥천면

9 1984. 06. 25 2.2 37.00 126.80 평택시 포승읍

10 1985. 04. 04 2.0 - - 경기만 해역

11 1992. 09. 05 2.7 37.00  126.80  평택시 포승읍

12 1997. 11. 09 2.5 37.80 126.80 파주시 월롱면

13 2000. 10. 28 2.7 37.10 126.70 화성시 서신면

14 2001. 02. 10 2.0 37.10 127.60 이천시 장호원읍

15 2002. 03. 25 2.4 37.10 127.20 용인시 처인구

16 2008. 03. 15 2.0 38.11  127.10 연천군 연천읍

17 2008. 09. 11 2.4 38.08  127.12 연천군 연천읍

18 2008. 10. 08 2.1 38.12  127.11 연천군 연천읍

19 2009. 03. 26 2.9 38.11  127.13 연천군 연천읍

20 2010. 02. 09 3.0 37.45  126.80 시흥시 계수동

21 2013. 12. 19 2.9 38.11  127.11 연천군 연천읍

22 2014. 08. 02 2.2 37.40  127.20 광주시 광남동

23 2015. 08. 12 2.2 37.17  127.50 이천시 모가면

24 2016. 10. 24 2.3 37.25 127.02 수원시 권선구

표 2-6. 경기도 계기지진 목록(규모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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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내진평가 사례조사Ⅲ.  국내외 내진평가 사례조사

1. 한  국

2011년 일본 동북부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

라는 위기의식이 대두되어 2013년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내진성능 평가지침 및 진단매

뉴얼에 따라 건조물문화재에 대해 기초점검을 수행하여 내진성능 평가를 통해 문화재별 

지진에 대한 안정성을 구분하고, 지진에 취약한 문화재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였다.

우선 지진에 취약한 목조 및 석조문화재에 대하여 기초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대상은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지역 국보급 목조문화재 17건과 국보․보물 

석조문화재(석탑, 전탑, 석교) 186건에 대하여 기초점검을 실시하였다.

표 3-1. 문화재청 내진성능 기초점검 실시 대상

문화재청에서 발주한 내진성능 기초점검은 지진공학회에서 발간한 『문화재 지진재해 

저감을 위한 안전성 평가기준 마련 연구용역(2012)』을 기초로 하여 서울대학교 연구진

이 문화재의 유형적 분류에 따른 조사 형식을 구축하고, 현장조사팀에서 현장조사를 실시

하는 형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현장조사는 문화재 일반현황과 지진이력 조사 및 주변현황과 대상 문화재에 대한 지진

재해 안정성 검사가 조사 항목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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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문화재청 내진성능 기초점검 조사표 

조사팀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는 유형별 세부항목에 대해 적용된 별도의 조사표를 

사용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작성하였다. 우선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항

목을 적용하였다. 

(1) 기단부의 탈락 또는 멸실 등의 훼손은 없는가?

(2) 우주초석의 침하는 없는가?

(3) 최근 5년 간 기둥/창방 결구부위를 수리한 적이 있는가?

(4) 기둥의 동바리 이음이 2개 미만인가?

(5) 단층인가?

(6) 다포집인가?

(7) 내진고주가 있는가?

(8) 활주가 없는가?

(9) 중앙부 종도리 높이 나누기 단변폭이 1.0 이하인가?

(10) 목재로 구성된 반자(우물천장/고미반자)가 있는가?

(11) 지붕이 팔작 형태인가?

(12) 기둥이 직립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13) 창방/평방/보/도리/추녀 등 수평부재의 파손이 있는 부재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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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요 결구부위에 벌어짐/깨짐 등의 훼손이 없는가?

(15) 벽체/인방 등에 기둥과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틈이 없는가?

(16) 중요 구조부재에 충해는 없는가?

(17) 지점부위(초석과 기둥의 접촉면 등)에 부식은 없는가?

(18) 누수의 흔적은 없는가?

(19) 지붕면이 고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20) 기와의 탈락은 없는가?

(21) 건물 내부에 국보/보물 등의 문화재가 없는가?

그림 3-2. 문화재청 내진성능 기초점검 목조문화재 세부항목 조사표

석조문화재에 대해서는 대상 석조문화재를 석탑․승탑․전탑․석교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

하여 각각 유형에 대한 세부항목 조사표를 만들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은 석조문

화재에 대한 각각 유형별 세부항목을 정리하였다.

1) 석  탑

(1) 인접지반(하천, 경사지, 지반)의 유실 및 침하가 없는가?

(2) 구조적으로 보수 및 보강 이력이 있는가?

(3) 석탑문화재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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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석탑문화재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5) 구조적으로 기울어짐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6) 지대석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7) 석재의 마감이 거친다듬 이하인가?

(8) 석탑문화재 3층을 초과하지 않는가?

(9) 기단부 면석은 단일부재인가?

(10) 기단부의 구조형식 가구식이 아닌가?

(11) 기단부 갑석이 단일부재에 근접한가?

(12) 1층 탑신부 탑신석이 단일부재인가?

(13) 2층 탑신부 탑신석이 단일부재인가?

(14) 1층 옥개석이 단일부재인가?

(15) 2층 옥개석이 단일부재인가?

(16) 개구부가 없는가?

(17) 석탑문화재 기단부의 세장비(기단 높이/기단 폭)가 0.5 이하인가?

(18) 석탑문화재의 탑신부 높이가 전체 높이의 75% 이하인가?

그림 3-3. 문화재청 내진성능 기초점검 석탑문화재 세부항목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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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전체 형상의 세장비(높이/폭)가 4.0 미만인가?

(20) 전체 형상의 체감율(기단 포함)이 안정적인가?

(21) 전체 형상의 질량비(탑신부 질량/기단부 질량)가 1.2 미만인가?

(22) 탑신부 질량 체감율이 있는가?

2) 승  탑

(1) 인접 지반(하천, 경사지, 지반)의 유실 및 침하가 없는가?

(2) 구조적으로 보수 및 보강 이력이 있는가?

(3) 승탑문화재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4) 승탑문화재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5) 구조적으로 기울어짐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6) 지대석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7) 기단부의 구조형식이 가구식이 아닌가?

(8) 기단부 부재들이 단일부재에 근접한가?

(9) 탑신부의 부재들이 단일부재인가?

그림 3-4. 문화재청 내진성능 기초점검 승탑문화재 세부항목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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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옥개석의 부재들이 단일부재인가?

(11) 전체 형상의 체감율(기단 포함)이 안정적인가?

(12) 승탑 문화재의 탑신부 높이가 전체 높이의 75% 이하인가?

(13) 전체 형상의 세장비(높이/폭)가 4.0 미만인가?

3) 전  탑

(1) 인접 지반에 유실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2) 인접 지역에 하천이 없는가?

(3) 전돌의 접합에 있어 모르타르를 사용하였는가?

(4) 구조적으로 보수 및 보강 이력이 있는가?

(5) 전탑문화재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6) 전탑에 부분침하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7) 구성부재가 파손되지 않았는가?

(8) 구성부재가 이탈되지 않았는가?

(9) 전탑이 기울어지지 않았는가?

(10) 블록의 열극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11) 개구부가 없는가?

그림 3-5. 문화재청 내진성능 기초점검 전탑문화재 세부항목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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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석  교

(1) 인접 지반에 유실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2) 구조적으로 보수 및 보강 이력이 있는가?

(3) 석교문화재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4) 뒤채움 상태는 양호한가?

(5) 석교문화재가 훼손되지 않았는가?

(6) 석재의 마감이 거친다듬 이하인가?

(7) 통줄눈은 없는가?

(8) 석주의 구성형태는?(평석교)

(9) 홍예석의 구성형태는?(홍예교)

그림 3-6. 문화재청 내진성능 기초점검 석교문화재 세부항목 조사표

기존 지진공학회의 연구인 『문화재 지진재해 저감을 위한 안전성 평가기준 마련 연구

용역(2012)』을 준용하여 2013년 203개 문화재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정량적 결과 값을 

제시해 주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두 차례에 걸친 정성적 평가를 통해, 전수조사 

결과 값과 지진에 대한 위험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조사 세부항목에 대한 문항을 조정

하였다. 두 차례에 걸쳐 조정된 조사 문항에 따라 중요도, 가중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 문화재에 대해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이 역시 두 차례의 조사 문항 조정에 따른 표

준편차를 구하여 두 가지 적정성 검토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여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였

다. 그 후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 대상 문화재와 위험 대상 문화재를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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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조사 세부항목 문항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방법

현장조사시 실시한 세부항목 조사표에 따른 조사결과를 환산하여 도출된 종합 점수가 

문화재의 내진 안전성을 판단하는데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통계학에서 사용되는 다

기준 의사결정 방법 중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적용 및 응용하였다. 우선 

문항의 계층화 작업(AHP 모형 구축)을 진행하여 목표→평가기준→대안으로 구성된 계층

구조를 작성하였다. 이어 각 항 및 문항의 중요도 평가 작업을 진행하였고, 중요도 평가 

자료를 근거로 각 항 및 문항의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가중치 설정 후에는 각 문항에 가

중치를 곱하여 문항별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이렇게 문항별 가중치 데이터를 근거로 적적

성 검토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적정성은 표준편차를 적용하여 정상, 양호, 보통, 경계, 위

험 등 총 5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표준편차는 대상 문화재의 종합 점수를 근거로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결과 값이 정규분

포를 형성한다는 기본 전제 하에 전체 문화재의 개체 수 중 ‘보통’의 범위를 ±30%로 유

지하고, ‘양호’와 ‘경계’를 각각 ±45%로 설정하였다. 그밖에 해당 범위를 벗어나는 문화

재의 경우 ‘+’는 ‘정상’으로 ‘–’는 ‘위험’으로 판단하였다. 이렇게 표준편차를 적용하여 내

진 성능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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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목조문화재 기존 문항 및 상관관계 검토 후 변화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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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목조문화재 1차 최종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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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목조문화재 2차 최종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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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목조문화재 1차 내진성능 적정성 검토 표준편차 값 산정

그림 3-8. 목조문화재 1차 내진성능 적정성 검토 목조건축물 양호도 판단

1차 내진성능 적정성 검토에 의해 ‘정상’으로 판단된 목조건축물은 총 2곳으로 나타났

다. 영암 도갑사 해탈문은 건축물의 종합 점수가 22.3294였고, 통영 세병관은 22.9963이

었다. ‘위험’으로 판단된 목조건축물 역시 총 2곳으로 나타났다. 여수 진남관으로 종합 점

수가 9.6673이었고, 완주 화암사 극락전은 15.0273이었다. 1차 적정성 검토 결과에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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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문항별 중요도 평가에 따른 가중치 설정 및 일관성 지수 평가를 적용하여 2차로 적정

성 검토를 실시하였고 최종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 점수를 재산정하였다.

표 3-6. 목조문화재 2차 내진성능 적정성 검토 표준편차 값 산정

그림 3-9. 목조문화재 2차 내진성능 적정성 검토 목조건축물 양호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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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문화재에 대한 2차 내진성능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 결과 ‘정상’의 범위 안에 해당하

는 목조건축물은 안동 봉정사 극락전 뿐이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의 경우 최근 10년 이

내에 완전 해체 수리가 이루어진 건물로써 정상 범위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

났다. ‘위험’ 범위 안에 해당하는 목조건축물은 여수 진남관이며, 여수 진남관의 경우 육안 

판단으로도 현재 상태가 심각하기에 ‘위험’ 위치에 해당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목조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청의 내진평가는 지진에 의한 목조건축물 영향에 

관한 사항이 정량적인 판단 근거로 진행하기에는 기초적 연구 성과가 부재한 실정이기에 

정성적인 판단 방법을 위해 2012년 연구 결과에 따른 조사 세부항목 문항에 대해 두 차례

에 걸친 문항 조정 작업 및 두 차례에 걸친 적정성 검토를 거쳤고 그에 따라 건축물 안전 

등급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처럼 두 차례에 걸쳐 정제된 세부항목 문항은 향후 문화재청

에서 목조문화재에 대한 내진평가를 실시할 때 매뉴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되었다. 따

라서 경기도에서 실시할 내진성능 기초평가에서도 이러한 문화재청의 매뉴얼에 입각하여 

내진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방법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186개소의 석조문화재에 대한 기초평가 과정을 살펴보

고자 한다. 석조문화재 역시 지진 발생에 따른 석조문화재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요소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존 2012년 연구 결과에

서 마련된 내진 진단 매뉴얼의 기초점검 항목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안

전성 평가를 통해 새로운 판단 근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석조문화재에 대해서는 대상 

문화재의 종류가 석탑, 승탑(부도), 전탑, 석교라는 다소 제한된 형태의 분류에 대해서만 

평가가 진행되어 향후 다른 유형의 석조문화재에 대해서 내진평가를 시행하려면 유형별 

별도의 기초점검 항목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석조문화재에 대해서도 목조문화재와 마찬가지로 기존 2012년 지진공학회에서 수행한 

‘문화재 지진 재해 저감을 위한 안정성 평가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통하여 내진진단 매뉴

얼의 기초점검항목 문항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석탑, 전탑, 석교 유형에 대해

서는 기초점검 항목에 대한 재검토 결과 새롭게 점검문항을 변경하여 매뉴얼을 수정하였

다. 그리고 목조문화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기준 의사결정 방식 중 AHP기법을 적용하

여 문항별 가중치를 설정 후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문항의 적정성을 판단하였다. 다음은 석

조문화재의 기초점검 항목 변경에 따른 변경 매뉴얼 내용과 유형별 안전성 평가 샘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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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석조문화재 기초점검 항목의 재검토에 따른 문항 변경(석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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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석조문화재 기초점검 항목의 재검토에 따른 문항 변경(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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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석조문화재 기초점검 항목의 재검토에 따른 문항 변경(석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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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역 석탑문화재의 안전성 평가 결과

그림 3-13. 경남지역 석탑문화재의 안전성 평가 결과

경남지역 석탑문화재의 안전성 평가 결과 종합 점수 값의 경우 대부분 보통으로 나타

났으며, 밀양 소태리 오층석탑은 ‘경계’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시스템 형태 및 구성에 

대한 항목이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결과 값으로 인해 ‘경계’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의 경우 다른 문화재보다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적정

성 검토에 따른 안전성 평가 결과는 실제 현장조사에서 수행한 결과와 평가 결과의 일관

성을 이루기 위한 조정 작업에 따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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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탑문화재의 안전성 평가 결과

그림 3-14. 전탑문화재의 안전성 평가 결과

전탑문화재의 현장 조사 값을 바탕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당시 해체보수중인 경

북 영양 산해리 오층모전석탑의 경우 지반 및 주변현황에 대한 현장조사 밖에 이루어지

지 않아 이를 제외하고 안전성 평가가 시행되었다. 안전성 평가 결과 경북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에서 ‘경계’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원인은 가중치가 높게 설정된 전체시스템 형태 

및 부재 상황의 항목에서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현장 조사가 이루어져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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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교문화재의 안전성 평가 결과

그림 3-15. 석교문화재의 안전성 평가 결과

석교문화재의 안전성 평가 결과 전남 순천 선암사 숭선교와 전남 함평 고막천 석교에

서 ‘경계’가 나타났는데, 전남 순천 선암사 숭선교의 경우 전체 시스템 형태 및 부재 상황

에서 ‘그렇지 않다’란 현장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전남 함평 고막천 석교

는 뒤채움 상태와 통줄눈 여부의 항목이 조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제외하고 가중

치를 평가하여 낮은 결과 값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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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  본1)

일본의 문화재 내진평가에 대해서는 일본 문화재청에서 마련한『문화재 건축물 중 지

진 시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연구』(1996)와『중요 문화재(건조물) 내진진단 지침』

(2012),『중요 문화재(건조물) 내진예비진단 실시요항』(2012),『중요 문화재(건조물) 내

진기초진단 실시요항』(2012)와 같은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일본에

서 문화재에 대해 내진평가 기준이 비교적 자세히 마련되어 있는 것은 일본이 지진에 상

시 노출되어 있는 지리적․역사적 배경 때문이다.

일본은 1924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내진기준이 도입되었다. 1950년에는 새로운 건축법

규인 「건축기준법」을 제정하여 내진기준에 허용응력도법을 고려한 장기 및 단기 2종류

와 내진기준의 기본이 되는 목조 건축물의 벽량규정, 벽배율 규정이 적용되었다. 1981년

에는 ‘신내진기준’이 도입되었고, 2000년부터는 ‘한계내력계산법’을 도입하여 내진기준이 

강화되었다. 2006년에는 구 내진기준이 적용된 건축물의 내진 보수를 위하여 「내진개수

촉진법」이 추가되었다. 이후 일본의 내진기준은 진도 6강~7강의 대규모 지진에서 붕괴

되지 않고 진도 5강의 중규모 지진을 견디도록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는 석조 및 목조 건조물 문화재에 대한 내진 기준은 건조

물의 형상 및 구조 등의 특성이 일반건축물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

고 있다. 일본의 문화재에 대한 내진 기준은 ‘지진을 가정한 대안 마련’과 ‘일상적인 관리’

를 축으로 지진 시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고 문화재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문화재 

소유자와 관리단체가 중심이 되는 관리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과거의 지진 정

보의 활용을 통한 문화재 소유자의 일상적인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주변 환경의 정리, 

방재설비의 보충, 화재 방지, 응급대응 물자 확보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대응을 중요시하

고 있다.

일본의 목조 문화재 내진 평가는 예비내진진단에서 내진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내진 기초진단’과 ‘내진 전문진단’이 실시된다. 이 단계에서는 내진성능의 설정과 구

조조사, 구조해석을 통하여 일상적인 내진 성능 확보가 중요시되고 있다. 일본의 문화재 

내진 평가는 지진 후 문화재의 보수보강을 위한 내진평가를 실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상적인 점검에 의한 내진성능 평가가 상시적으로 운용되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일본은 

지진 발생 전에 기초적인 내진진단을 통하여 내진 보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국가의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지진 발생 전 지진을 소프트웨어적인 보수․보강과 하드웨어적인 보

수․보강을 하고 내진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내진진단 평가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점수화하여 문화재 내진성을 평가하여 

‘입지조건’과 ‘규모․형상’, ‘축부 구조’, ‘지붕 구조’, ‘보존 상태’ 5개 항목에 관하여 내진성

1) 일본의 사례 조사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홍지완, 「문화재 내진진단과 보수․보강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한국과 일본의 목조 건조물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제17권 제12호, 2016.
   한국지진공학회, 『문화재 지진재해 기초평가 연구』, 문화재청,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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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판정한다. 각 항목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합격 점수는 60점 이상이다. 이와 같

은 각 항목의 점수를 기초로 하여 3단계로 내진성의 유무를 판단한다. 60점 이상인 제1

단계는 내진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내진보강을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전문가에 의

한 내진진단을 받을 것을 권장하는 단계이다. 60점 이하인 제2단계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조기에 보수보강이 필요한 단계이다. 그리고 60점 이하이지만, 각 평가

항목 중 하나가 60점 이하인 제3단계는 내진성의 문제가 상당히 있으며 반드시 전문가에 

의한 내진진단이 필요한 단계이다. 2011년 1,934건의 목조 문화재에 대해 내진진단을 실

시한 결과에 따르면 60%의 목조 문화재가 제3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그림 3-16. 일본 문화재 내진진단 프로세스

현재 지진 발생 후 붕괴에 따른 긴급 보수를 실시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문화

재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와 문화재 보호 지도원, 건축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시적인 내진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예비진단의 필요성에 따라 ‘내진 기초조사’와 

구조상태, 현장조사, 지반조사, 재료조사, 구조실험이 실시된다. 보수․보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내진보강 이외의 대책과 함께 활용법을 고려한 보강법을 검토한다. 보수․보강은 ‘벽

면’, ‘축부’, ‘수평강도’, ‘부재 연결부’, ‘기초’, ‘지반’, ‘견조물의 무게 감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각 부위에 대한 보수․보강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벽면’, ‘축부’, ‘수평강도’는 

건조물의 벽량 및 뒤틀림, 국소적인 뒤틀림을 방지하고 내진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부재 연결부’는 목조 문화재의 구조적인 노후화로 인한 구조부 파손방지를 위해 보수․보
강하며, ‘기초 부위’는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 재료 등을 사용한 보강하고 지반재력을 확

보하며, ‘건조물의 무게 감소’는 건조물 무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붕무게 감소와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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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하중 분포 등을 중심으로 보수․보강을 실시한다.

일본의 내진평가에 대해서는 일본의 문화재 건조물 내진진단 프로세스를 보다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의 문화재 건조물 내진진단에는 예비내진진

단과 전문내진진단이 있다. 우선, 기초 정보를 얻기 위해 예비적인 내진진단(내진예비진

단)을 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전문적인 내진진단(전문내진진단)을 진행하여 보다 상세한 

내진성능을 파악한다. 내진예비진단은 목조 문화재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외의 조적조 혹

은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경우에는 전문내진진단부터 진행한다.

예비적 내진진단인 내진예비진단이란 지진에 대해 어떠한 문제가 건물에 있는지를 확

인하는 건물의 건강검진과 같은 것이다. 내진예비진단은 소유주가 스스로 진행할 수 있으

나, 전문인에게 진단을 받는 것이 보다 정확한 내진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입지조건’과 

‘규모․형상’, ‘축부 구조’, ‘지붕 구조’, ‘보존 상태’ 5개 항목에 대해 점수를 매겨 각 항목

의 총점이 100점 만점 중 몇점 인지를 조사한다. 합격점의 기준은 60점으로 한다. 각 항

목의 점수를 보고 어느 부분이 지진에 취약한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각 항목의 

점수를 토대로 A, B, C 3단계의 종합적인 판정을 내린다. 판정 결과에 따라 건물의 내진

성 개선방향을 결정한다. 다음은 3단계 종합판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3-17. 일본 문화재 내진예비진단 종합 판정의 예

다음으로 전문내진진단이란 구조조사와 구조해석을 실시하여 건물의 내진성능을 수치

적으로 평가하는 진단이며, 내진 기초 진단과 내진 전문 진단으로 나누어진다. 필요한 내

진성능에 대해서 현재의 내진성능이 어느 정도인가 진단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내진보강

을 검토한다.

전문내진진단 중 기초진단은 해당 건조물 문화재의 보유내진 성능이 필요내진성능을 

만족하고 있는가에 의해 판정된다. 진단 순서로는 보유내진성능을 확인하고 필요내진성능

을 설정한 뒤 개선방법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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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내진성능에서 확인하는 항목은 대지진시 건물의 상태를 파악하는 ‘적용범위’, 일본

의 「건축기준법」 시행령 등에 준하는 ‘입력지진동’, 각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변형한계’, 

최대응답변위 예측치를 산출하는 ‘응답예측’, 각 부분의 질량을 산출하는 ‘건물 각 부분의 

질량’, 건축법 시행령을 참고하여 계산하는 ‘적재하중 및 적설하중’, 기둥, 보, 벽 등의 ‘내

진요소’, 이상 7가지를 종합 조사하여 보유내진성능을 확인한다.

그림 3-18. 수평력 하중에 따른 변형한계

이상과 같이 일본의 내진평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의 문화재청에서 마련한 내

진평가 매뉴얼에 따른 기초평가는 예비조사 단계에 해당하며, 지진에 대한 문화재 내진성

능 향상을 위해서는 상시적인 예비조사의 정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일본은 

지진에 의한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목조문화재의 경우 전문가 조사 후 문화재별 내진기

준에 따라 끊임없이 보수․보강을 실시하는 것처럼 향후 우리나라 문화재의 내진성능 향상

을 위해 이에 상응하는 예산 마련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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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내진 안정성 기초평가Ⅳ.  내진 안정성 기초평가

1. 평가 기준 및 기초평가 매뉴얼

1.1. 평가 기준1)

문화재 내진성능 점검을 위한 기초평가는 지진에 취약한 목조와 석조 문화재를 중점적

으로 조사하되, 신뢰 수준이 높은 전문적인 분석 및 평가를 얻기보다는 내진성능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전문 지반 조사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치를 얻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다. 

기초평가는 현장의 육안검사를 통해 각 유형별 체크리스트에 따른 점수를 산정하여 이루

어지며, 내진 안정성 기초평가 체크리스트의 항목은 2013년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문화재 

지진재해기초평가 연구 보고서』의 진단 매뉴얼을 준용하여 각각의 항목을 선정하였다.

기존 연구자료인『문화재 지진재해기초평가 연구 보고서』의 진단 매뉴얼은 주로 건조

물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데, 문화재 고유의 내진성능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기초평

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진공학회의『문화재 지진 재해 저감을 위한 안정성 평가 기준 

마련 연구』를 바탕으로 타당성 검토 및 내진 평가 종합점수 적정성에 대한 상관관계 분

석 후 실질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보완을 거쳐 작성되었다.

기초평가는 일상적 또는 정기적인 점검 과정에서 내진성능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들을 선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평가이며, 매뉴얼 상에 제시되어 있는 각 항목을 바

탕으로 문화재가 위치한 기초 지반과 주변 환경에 대한 지진의 영향 및 피해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법이다. 이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 평가 이전의 기본적인 조사 과정

에서 지진위험요소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1) 한국지진공학회, 『문화재 지진재해 기초평가 연구』, 문화재청, 2013. 인용 및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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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초평가 매뉴얼

1.2.1 기초자료 조사

현장조사 이전에 기초자료 조사 단계에서는 조사 대상 문화재의 전반적인 개요 및 

최근 수리시기 및 보수 이력을 조사한다. 각 시군 지자체와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cha.go.kr)에 기록된 문화재 정보를 토대로 기본 자료로서 활용한다.

최근 지진 이력은 기상청의 국가지진정보시스템(http://necis.kma.go.kr/)의 지진자료

(1978~2017년)를 반영하였다. 

그림 4-1.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necis.kma.go.kr/)

그 이전의 지진발생 자료는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에서 2012년 발간한 『한반도 역

사지진 기록(2년~1904년)』에 수록된 역사 지진 기록을 반영하였다.

그림 4-2. 기상청, 『한반도 역사지진 기록』,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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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현장조사 공통사항

기초자료 조사에서 확보한 대상 문화재의 상세한 정보와 함께 문화재청의 선행 연구

에서 제시된 조사 방법을 따라 문화재의 유형을 목조·석탑·석비·승탑·기타 등으로 분류

하여 유형에 따른 조사표 양식을 준비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현장 조사시 실측을 위한 장비는 레이저 측정기부터 레벨 스타프, 줄자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초 평가 단계에서는 매우 정확한 수준의 정밀 측량을 하기보다는 전체 높

이와 평면의 장변 및 단변을 측정하여 세장비(중앙부 높이/단변 폭)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으로 측정치를 활용하도록 한다. 

그림 4-3. 현장조사 계측 장비(레이저 측정기, 레벨 스타프)

현장 조사는 크게 4가지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주변 환경 및 지반 평가는 문화재 

유형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 공통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구조 및 부재 파손 현황, 

계측 조사 등은 유형별로 다른 형식을 따르므로 조사표의 기준에 따른 현장 조사를 진

행하고, 일반적인 현황과 지진 재해의 위해 요소로 작용되는 특징적인 문제점을 사진으

로 기록한다.

그림 4-4. 현장조사 과정(목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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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주변 환경 및 지반 상태 평가는 조사대상 문화재가 위치한 입지 유형 및 

지형, 지반상태, 기단부의 파손 현황 등을 파악하여 지반 침하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단

계이다. 입지 유형은 산지·시가지·해안·도서·공업지대, 입지 지형은 경사지·평지로 구분

하며, 산지의 경우 수위의 영향이 없어 토사 지반이 단단하고 배수가 유리한 편으로 평

가하고 경사지는 성·절토 지반인지 원 지반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평지는 경사지에 비

해 배수가 불리한 편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4-5. 입지 유형 산지 / 입지 지형 평지 예시

 

기초 지반 및 기단 침하 가능성은 배수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배수 불량시 우

수가 지반 표면에 정체하게 되고, 표토의 함수량을 증가시켜 지반의 지지력을 약화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단부 훼손에 관한 사항은 탈락, 이격, 침하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위로 우수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4-6. 배수로 정비 / 미정비 예시

 

그 외의 인접 지형의 경사도 및 산사태, 토석류 유실 가능성, 옹벽, 축대 등의 구조물

과 보호수 또는 일반 수목 전도 가능성, 인접한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현장 등 진동유

발 요소, 인접 하천 유무, 화재위험 요인 등 지진으로 인해 유발 가능한 간접 피해 또

는 2차 피해 가능성 등의 주변 환경조사를 선택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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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목조문화재 현장 조사표 양식

  

현장조사 야장에는 유형별 체크리스트 외에 현장 조사시 측정한 높이 및 폭 등의 측

정 값과 훼손 상태를 상세히 기록한다. 조사표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조사대상 

문화재의 특이사항, 관리 실태는 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정성적 평가 의견 및 

예상 피해를 조사자 의견에 기록한다.

유형별 체크리스트만으로 현장 상태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에 조사자 의견을 통

해 조사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고, 추후 현장 조사표 작성시 체크리스트와 조사자 의견

을 종합하여 지진 발생시 예상되는 피해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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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목조문화재

목조건축물이 위치한 대상 지역의 지진발생 기록, 입지 지형, 지반상태, 기단부의 파

손 현황 등을 파악하여 지반 침하의 가능성을 평가한다. 지진발생이력은 국가지진종합

정보시스템의 지진자료에서 지역/연도별 지진 몇 역사지진 기록 정보를 통해 지진 발생 

기록이 있는 경우 지진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4-8. 목조문화재 내진성능 기초평가 순서도 

입지 지형은 산지와 시가지, 경사지 및 평지로 구분하는데 산지의 경우 수위의 영향

이 없어 토사 지반이 단단한 것으로 평가하며 경사지의 경우 성·절토 지반인지 원 지반

인지에 따라 평가를 달리할 수 있다. 평지는 경사지에 비해 배수가 불리한 편으로 볼 

수 있다.

지반의 상태는 기초지반의 종류를 토사·자갈·암반·기타 포장지반 등으로 구분하고며 

지반의 단단한 정도, 안정성 여부를 파악하여 하부 지반의 침하 여부와 부등침하 및 토

사 유실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한다. 

기초 지반과 및 기단의 침하 가능성은 주로 문화재가 위치한 지반의 배수 상태와 밀

접한 관련이 있는데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면 우수가 지반 표면에 정체하게 되고, 표토

의 함수량을 증가시켜 지반의 지지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특히 모래 지반의 경우 지반 

액상화 등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Ⅳ. 내진 안정성 기초평가

123

또한 기단부 훼손에 관한 사항은 탈락, 이격, 침하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

위로 우수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부재의 보존·수리 상태와 구조 부재의 현황에서는 각 주요 부재의 보존 상태를 파악

하여 지진 발생시 큰 파손의 위험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특히 지진 발생시 건축물은 수

평으로 작용하는 지진 횡력에 매우 취약하게 되므로 기본적인 단변부의 세장비와 함께 

초석과 기둥의 접합면의 상태, 기둥의 보수 현황, 기둥 및 수평부재간의 결구 상태가 

중요한 판단 요인으로 작용한다. 충해 및 부후로 인해 초석과 기둥의 접합부가 제대로 

맞물리지 못하거나 그랭이 불량 현상이 있을 경우 부재간의 분리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기둥 동바리 이음이 존재하는 경우 지진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한다. 기둥과 수평부재의 결구 부위 훼손은 점검자의 판단으로 결구 부위의 이완·이격 

정도를 반영한다.

건축물의 구조 형식에서는 단변부 세장비, 층수, 활주의 유무, 천장면의 반자 여부를 

평가하게 되는데 단변부 세장비의 경우 세장비가 클수록 횡력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

어 불안정한 구조로 판단할 수 있다. 세장비는 현장조사시 레이저 거리 측정 장비를 사

용하여 중앙 종도리의 높이 대비 평면의 단변 폭을 기준으로 세장비를 산출하였다. 중

층 건물의 경우 단층 건물에 비해 세장비가 높아 불리한 것으로 판단한다. 활주는 지붕

가구에 불안정성을 내재하여 지진에 취약한 점이 있다는 것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천장

면에 반자가 설치되면 장선에 의해 지붕가구의 견고성이 높아지는 점을 장점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9. 목조문화재 부재별 구분 및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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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건축물의 기초평가 조사표는 총 22문항으로 구성되며, 이는 문화재청의 국가지

정문화재 내진점검 및 진단 매뉴얼을 준용하여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앞서 언급한 평가

기준인 주변환경 및 지반상태, 구조형식, 구조 부재 상태, 지붕 상태 및 내부 상황으로 

크게 항목이 분류된다. 각 항목에 대한 평가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점검 
분류

점검 항목 평가 내용

주변 
환경 
및 

지반 
상태

1. 지진구역Ⅱ에 해당하는가?  지역 계수에 따른 분류

2. 기단부의 탈락 또는 멸실 등의 훼손은 없는가?  침하, 유실, 탈락 등 훼손시 기초지반 불안정

3. 문화재 주변 배수로 정비가 잘 되어있는가?
 우수에 의한 기단의 약화 및 지반침하 가능성을 

판단하며, 배수가 용이할 경우 안정적임
4. 문화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없

는가? (축대 / 담장 / 수목 / 30도 이상의 경
사면 / 진동 유발요소 등)

 축대 또는 담장의 수직 높이가 문화재와의 수평 
이격거리보다 높은 경우 위험요소로 판단

구조 
형식

5. 우주 초석 주변에 특이한 사항(기울어짐/갈라
짐/깨짐 등)은 없는가?

 가장 큰 하중을 받는 우주 초석의 침하 유무로 
구조적 안정성 평가

6. 우주에 동바리 이음은 없는가?
 이음의 일부가 탈락 또는 분리되어 전도가능성

이 높아지므로, 지진 대응력 약화로 판단함
7. 단층인가?  중층일 경우 단층보다 불리한 구조로 판단

8. 내진주가 있는가?
 수평부재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기에 

내진성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

9. 활주가 없는가?
 처마가 길고 지붕의 체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

여 지붕의 하중 부담이 큰 것으로 판단
10. 중앙부 종도리 높이 나누기 단변 폭이 1.0  

이하인가?
 세장비가 높을수록 지진횡력의 영향을 크게 받

아 불안정한 구조로 판단
11. 목재로 구성된 반자(우물천장/고미반자)가  

있는가?
 반자를 설치하기 위한 장선이 지붕가구의 견고

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판단
12. 목조건축물 평면의 장변폭 나누기 단변폭이 

2.5 이하인가?
 평면 세장비가 클수록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므

로 세장비가 낮은 것이 유리한 구조로 판단

13. 우주 초석 세장비가 2.0이하인가?
 우주 초석이 내진성능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하

므로 기준치 초과시 불안정한 구조로 판단

구조 
부재 
상태

14. 기둥이 직립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기둥의 안쓸림은 정상적이지만 그 정도가 심하

거나 침하로 인한 기울어짐을 검토

15. 수평부재(창방/평방/보/도리/추녀 등)의 중간에 
파손이 없는가?

 수평부재의 수직 파손의 경우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일반적인 할렬은 온전한 것으
로 판단

16. 기둥과 수평부재(창방/평방/장혀/도리 등)가 
만나는 결구부위에 벌어짐/깨짐 등의 훼손이 
없는가?

 기둥과 수평부재의 접합부에 훼손이 발생할 경
우 건축물의 하중이 해당부위에 집중되어 파손 
가능성이 증대

17. 중요 구조부재의 중간에(결구부위 제외) 
  충해는 없는가?

 구조부재에 층해가 있을 경우 본래의 기능을 제
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건축물의 성능에 위험요소

18. 지점부위(초석과 기둥의 접촉면 등)에 부식
(부후)는 없는가?

 목재 건축물의 특성상 습기에 의한 부식에 취약
하므로 부식·부후시 구조적으로 취약함

19. 건물 내부에 물 떨어지는 현장을 경험한 적은
없었는가? (거주자 의견 수렴)

 누수시 주요 목재 부재에 부식이 발생하여 부재
의 강도 저하

지붕
상태 
및 

내부
상황

20. 지붕면이 고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배부름 등의 굴곡이 있을 경우 지붕 가구의 불

균형 또는 불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21. 덧서까래를 사용하여 지붕을 구성하였는가?
 덧서까래가 있을 경우 지붕의 무게를 최소화하

는 것으로 판단

22. 건물 내부에 국보/보물 등의 문화재가 없는가?
 내부 문화재 유무를 검토하여 해당 목조건축물

의 중요도 판단

합계 점수 접수 합산 및 평가 등급 산정(가~마, 5등급)

표 4-1. 목조문화재 기초평가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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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평가 체크리스트 점수를 합산한 후, 등급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적용한

다. 아래의 표는『2013년 문화재 지진재해 기초평가 연구용역』 연구 결과 목조문화재

에 대해 마련된 등급 기준이다.

목조문화재의 경우 총 22문항 중 19점 이상이면 ‘가’ 등급의 정상으로 판단하여 내

진성능이 있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11점 이하의 ‘마’ 등급은 위험 상태로 지진

재해에 대한 안정성의 확보가 필요하며, 1차 및 2차에 걸친 전문 평가가 필요하다.

점수 합계 등급 판단 내진성능 평가 결과 조치

19점 이상 가 정상 내진성능 있음 상태양호

17-18점 나 양호 내진성능 적절함 지속관찰

14-16점 다 보통 변형의 우려는 없으나 주의 단계 문화재위원과 협의 필요

12-13점 라 경계 지진에 대한 안정성을 위한 추가 점검 필요 1차 전문평가 필요

11점 이하 마 위험 지진재해에 대한 안정성의 확보가 필요함
1차 및 2차 

전문평가 필요

표 4-2. 목조문화재의 기초점검 결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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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석조문화재

석조문화재는 크게 주변 지반의 토사 유실과 침하 상태 파악, 구조물의 보수와 보강 

여부 파악 및 기능 유지 검토, 현재 구조물의 세장비 및 전체적인 형상의 안정감, 부재

간 구성 형태, 외형적 파손 여부 등을 검토하여 내진 성능을 평가한다.

문화재 고유의 기능 유지는 석조 구조물의 내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파손 및 

변형에 의해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하중 전달의 불균형으로 인해 응력이 특정 

부분에 집중되어 하중에 의한 파손 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한다. 석조 문화재의 경우 부

재의 파손 여부는 강도 저하 측면을 고려한다. 전체 구조체의 형상에서 기울어짐이 발

생한 경우에는 지진 발생시 전체 구조체의 안정성을 위해하는 요소로 판정한다.

그림 4-10. 석조문화재 기초평가 순서도 

금번 연구의 조사 대상인 석조문화재는 구조 및 형식에 따라 크게 석탑, 석비, 승탑

으로 3가지로 분류되었으며, 석조라는 재료적 특성은 동일하나 각각의 유형별로 다른 

구조 및 형식을 띠고 있다. 따라서 주변 환경 및 지반상태에 대한 기존의 문항은 그대

로 유지하였으며, 문화재청의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석조 문화재 기초평가 매뉴얼의 조

사 항목을 유형에 맞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내진성능 기초평가 조사표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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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문화재청

그림 4-11. 석조문화재 각 부의 명칭 

  

가) 석탑문화재

석탑의 구조는 기단부, 탑신부로 구성되는데, 기단석의 제일 하부에 위치한 지대석은 

석탑문화재의 하중을 지면으로 전달하는 구조체로서 지대석의 파손 시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근거가 된다. 따라서 지대석의 균열, 침하, 적심의 노출 등

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기단 갑석과 면석 등이 이완되는 현상은 지반과 지대석의 마찰력이 저하되거나 자중

에 의한 침하 등이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기단 갑석은 수직 하중을 직접적으로 받는 부재로 처짐이 발생한 것은 하중의 

분포가 불균형하거나 부재가 하중을 부담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으

므로 취약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기단석의 균열은 하중에 의한 파괴가 진행되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중의 과다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

단한다.

탑신부는 석탑의 구조 중 가장 많은 질량을 차지하는데, 체감율에 따른 하중 부담이

나 구조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구조 및 파괴 양상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1층 탑신부의 경우 부재를 목조건축물과 같은 가구식 구조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부재가 여러 개로 구성되어 지진에 취약한 다중 부재 형식을 

나타내게 된다. 특히 개구부가 있을 경우 하중을 지지하는 중심부재가 없어 하중이 우

주에 해당하는 기둥 부재와 면석에 집중되어 하중 부담이 증가하고 불균형적인 거동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석탑의 전체 형태를 파악하는 단계에서 세장비가 높고 각 층 탑신부의 비율이 불안

정할 경우 지진과 같은 진동에 취약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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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분류

점검 항목 평가 내용

주변
환경 
및 

지반 
상태

1. 지진구역 Ⅱ에 해당하는가?  지역 계수에 따른 분류

2. 문화재 주변 배수로 정비가 잘 되어있는가?
 문화재 주변에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배수가 

용이한 경우 정비가 잘된 것으로 판단

3. 문화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없는
가? (축대 / 담장 / 수목 / 30도 이상의 경사면 
/ 진동 유발요소 등)

 축대 또는 담장, 높은 수목, 급경사면이 인접할 
경우 지진 발생시 직접적인 2차 피해 발생 가능

구조 
형식

4. 개구부가 없는가?
 개구부가 있는 경우 하중의 전달이 기둥 및 면석

에 집중되어 불균형적인 거동특성이 발생 가능하
여 불리한 구조로 판단

5. 3층을 초과하지 않는가?
 3층 이상의 경우 세장비가 증가하고 지진 횡력의 

영향을 크게 받아 3층 이하의 석탑보다 불리한 
구조로 판단

6. 기단부의 세장비(기단 높이/기단 폭)는?
 기단부의 세장비(기단높이/기단 평균 폭)가 0.5 

이상시 상부구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큰 변형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7. 전체 형상의 세장비(높이/폭)는?
 세장비(전체 높이/탑신부의 평균 폭)가 4.0을 초

과하여 높은 비례를 보일수록 전도 가능성이 높
고, 지진횡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불안정한 구조

8. 전체형상의 체감율(기단 포함)
 전체 형상으로 체감율의 안정성을 검토하며, 사다

리꼴의 형상일 때 안정적인 체감으로 판단

 
부재 
구성

9. 기단부의 부재형식은?
 다중부재는 작은 부재가 여러 개로 구성되며 큰 부

재에 비해 변형 가능성이 높아 지진 하중에 불리

10. 탑신부 1층의 부재 구성은?
 탑신부는 상부 하중을 받아 기단부로 전달하는데, 

다중 부재로 구성시 부재간 움직임이 증가하여 
내진성능을 저하함

보존 
상황 

11. 탑신부 2층 이상의 부재구성은?
 탑신부 2층 이상이 다중부재로 구성될 경우 부재

간의 움직임이 많아져 구조물 상부의 변형이 발
생 가능

12. 석재의 열화수준이 양호한가?
 열화 수준에 따라 부재간 내진 성능이 달라지므

로 열화수준에 대한 판단 적용

13. 구조적으로 기울어짐이 발생했는가?
 전체 형상에 대해 기울어짐이 발생한 경우, 미약

한 강도의 지진에도 전체적인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함

14. 기단부의 파손 및 변형이 발생했는가?
 기단부의 침하, 탈락 등의 파손 시 하부 구조에 

취약점이 발생하여 전체 안정성에 문제 발생가능

15. 탑신부 1층의 파손 및 변형이 발생했는가?
 중간에 위치하여 상부에서 하부로 하중을 전달하

는 탑신부에 파손이 있을 경우 하중전달의 불균
형으로 인한 응력집중현상으로 지진시 위험 증대

16. 탑신부 2층 이상의 파손 및 변형이 발생했는가?
 상부의 파손시 상부구조물에 하중 전달의 불균형 

우려 

합계 점수 등급 구분(가~마, 5등급)

표 4-3. 석탑문화재 기초평가 조사표 



Ⅳ. 내진 안정성 기초평가

129

석탑문화재의 점수별 등급 구분은 목조문화재와 마찬가지로 문화재청의 기존 연구 

기준을 따른다. 석탑문화재의 기초평가 현장 조사표의 총 합계점수는 16점이며, 13점 

이상이면 ‘가’ 등급의 정상으로 판단하여 내진성능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한다. 4점 이

하의 ‘마’ 등급은 내진성능이 취약하여 전문평가 후 지진재해에 대한 안정성의 확보를 

위한 조속한 보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점수 합계 등급 판단 내진성능 평가 결과 조치

13점 이상 가 정상 내진성능 있음 상태양호

9-12점 나 양호 내진성능 적절함 지속관찰

7-8점 다 보통 큰 변형의 우려는 없으나 주의단계 문화재위원과 협의 필요

5-6점 라 경계 내진성능 취약 전문평가 필요

4점 이하 마 위험 내진성능 취약, 조속한 조치 필요 전문평가 후 보강조치

표 4-4. 석탑문화재의 기초점검 결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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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석비문화재

석비문화재는 다른 석조 문화재에 비교할 때 가장 단순한 구조 형식을 보이는데, 기

단부(지대석, 비신받침), 비신, 옥개석(이수)로 구분되며 단일 부재 구성을 나타낸다. 특

히 석비 문화재는 비각을 세워 외부의 풍화작용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고 보존되는 경

우가 많은 편이며, 부재의 전체 형상과 파손 등의 보존 상태를 비롯하여 석비가 위치한 

비각의 부재와 구조도 대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점검 
분류

점검 항목 평가 내용

주변
환경 
및 

지반 
상태

1. 지진구역Ⅱ에 해당하는가?  지역 계수에 따른 분류

2. 문화재 주변 배수로 정비가 잘 되어있는가?
 문화재 주변에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배수가 

용이한 경우 정비가 잘된 것으로 판단

3. 문화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없
는가? (축대 / 담장 / 수목 / 30도 이상의 경
사면 / 진동 유발요소 등)

 축대 또는 담장, 높은 수목, 급경사면이 인접할 
경우 지진 발생시 직접적인 2차 피해 발생 가능

구조 
형식

4. 비신 높이가 전체 높이의 75% 이하인가?
 비신이 높을수록 전체 세장비가 증가하고, 비신 

높이 증가시 지진 횡력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

5. 비신받침의 세장비(비신받침 높이/비신받침 
폭)는?

 비신받침의 세장비(높이/평균 폭)가 0.5 이상시 
상부구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큰 변형 가능성
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6. 전체 형상의 세장비(높이/폭)는?
 세장비(전체 높이/탑신부의 평균 폭)가 4.0을 초

과하여 높은 비례를 보일수록 전도 가능성이 높
고, 지진횡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불안정한 구조

7. 전체형상의 체감율(비신받침 포함)
 전체 형상으로 체감율의 안정성을 검토하며, 사다

리꼴의 형상일 때 안정적인 체감으로 판단

보존 
상황 

8. 석재의 열화수준이 양호한가?
 열화 수준에 따라 부재간 내진 성능이 달라지므

로 열화수준에 대한 판단 적용

9. 구조적으로 기울어짐이 발생했는가?
 전체 형상에 대해 기울어짐이 발생한 경우, 미약

한 강도의 지진에도 전체적인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10. 지대석의 파손 및 변형이 발생했는가?
 지대석은 전체 하중을 지면으로 전달하는 구조체

로서, 파손시 전체 안정성을 저하시키며, 이격부 
우수 유입으로 인한 지반의 약화 가능성 존재

11. 비신의 파손 및 변형이 발생했는가?
 중간에 위치하여 상부에서 하부로 하중을 전달하

는 탑신부에 파손이 있을 경우 응력집중현상으로 
지진시 위험성 증대

12. 이수(옥개석)의 파손 및 변형이 발생했는가?  상부의 파손시 하부로의 하중 전달 불균형 우려

합계 점수 등급 구분(가~마, 5등급)

표 4-5. 석비문화재 기초평가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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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비문화재의 점수별 등급 구분은 석탑문화재를 기준으로 하되, 유형별로 상이한 현

장 조사표 점수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다. 석비문화재의 기초평가 현장 조사

표의 총 합계점수는 12점이며, 11점 이상이면 ‘가’ 등급의 정상으로 판단하여 내진성능

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한다. 4점 이하의 ‘마’ 등급은 내진성능이 취약하여 전문평가 후 

지진재해에 대한 안정성의 확보를 위한 조속한 보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점수 합계 등급 판단 내진성능 평가 결과 조치

11점 이상 가 정상 내진성능 있음 상태양호

9-10점 나 양호 내진성능 적절함 지속관찰

7-8점 다 보통 큰 변형의 우려는 없으나 주의단계 문화재위원과 협의 필요

5-6점 라 경계 내진성능 취약 전문평가 필요

4점 이하 마 위험 내진성능 취약, 조속한 조치 필요 전문평가 후 보강조치

표 4-6. 석비문화재의 기초점검 결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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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승탑문화재

승탑문화재는 석탑과 조사양상이 거의 동일하나, 규모가 작아 지진의 영향이 비교적 

적은 편이며, 크게 석종형과 팔각원당형의 형태로 구분된다. 석종형의 경우 단일부재로 

구성된 단순한 구조 형식이며 하부의 폭이 넓은 안정적인 형태를 보이는 반면, 팔각원

당형 승탑은 역사다리꼴의 형태로 하부에 비해 상부의 폭이 넓어 전체적인 형상의 체

감이 불안정한 편으로 상부 부재가 지진에 의한 진동에 취약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부재의 전체 형상, 단일 또는 다중 부재 구성 여부와 탑신부의 탈락 등의 파손 현황

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점검 
분류

점검 항목 평가 내용

주변
환경 
및 

지반 
상태

1. 지진구역Ⅱ에 해당하는가?  지역 계수에 따른 분류

2. 문화재 주변 배수로 정비가 잘 되어있는가?
 문화재 주변에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배수가 

용이한 경우 정비가 잘된 것으로 판단

3. 문화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없는
가? (축대 / 담장 / 수목 / 30도 이상의 경사면 
/ 진동 유발요소 등)

 축대 또는 담장, 높은 수목, 급경사면이 인접할 
경우 지진 발생시 직접적인 2차 피해 발생 가능

구조 
형식

4. 탑신부 높이가 전체 높이의 75% 이하인가?
 상부 구조의 높이가 기준치 이상일 경우 지진 횡

력에 더 취약한 형식으로 판단

5. 기단부의 세장비(기단 높이/기단 폭)는?
 기단부의 세장비(기단 높이/기단 평균 폭)가 0.5 

이상시 상부구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큰 변형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6. 전체 형상의 세장비(높이/폭)는?
 세장비(전체 높이/탑신부의 평균 폭)가 4.0을 초

과하여 높은 비례를 보일수록 지진횡력의 영향을 
크게 받아 불안정한 구조로 판단

7. 전체형상의 체감율(기단 포함)
 전체 형상으로 체감율의 안정성을 검토하며, 사다

리꼴의 형상일 때 안정적인 체감으로 판단

부재 
구성

8. 기단부의 부재형식은?

 다중부재는 단일 부재에 비해 거동 가능성이 높
아 지진 하중에 불리하며, 승탑의 경우 석종형과 
팔각원당형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각각 단일부재, 
다중부재로 판단

9. 탑신부의 부재 구성은?
 탑신부는 상부의 하중을 하부로 전달하는데, 다중 

부재로 구성시 부재간 움직임이 증가하여 내진성
능 저하

보존 
상황 

10. 석재의 열화수준이 양호한가?
 열화 수준에 따라 부재간 내진 성능이 달라지므

로 열화수준에 대한 판단 적용

11. 구조적으로 기울어짐이 발생했는가?
 기울어짐이 발생한 경우, 미약한 강도의 지진에도 

부재의 분리 가능성이 높아져 전체적인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12. 기단석의 파손 및 변형이 발생했는가?
 기단석은 지진 하중을 지반으로 전달하는 부재로, 

훼손시 전체 안정성을 저하시키며, 이격부위로 우
수 유입으로 인한 지반의 약화 가능성 검토 필요

13. 탑신부의 파손 및 변형이 발생했는가?
 승탑의 상부에 해당하여 지진에 의한 흔들림 등

에 취약하고 파손시 하중전달의 불균형으로 인한 
위험성 증대

합계 점수 등급 구분(가~마, 5등급)

표 4-7. 승탑문화재 기초평가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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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탑문화재의 기초평가 현장 조사표의 총 합계점수는 13점이며, 12점 이상이면 ‘가’ 

등급의 정상으로 판단하여 내진성능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한다. 4점 이하의 ‘마’ 등급

은 내진성능이 취약하여 전문평가 후 지진재해에 대한 안정성의 확보를 위한 조속한 

보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점수 합계 등급 판단 내진성능 평가 결과 조치

12점 이상 가 정상 내진성능 있음 상태양호

9-11점 나 양호 내진성능 적절함 지속관찰

7-8점 다 보통 큰 변형의 우려는 없으나 주의단계 문화재위원과 협의 필요

5-6점 라 경계 내진성능 취약 전문평가 필요

4점 이하 마 위험 내진성능 취약, 조속한 조치 필요 전문평가 후 보강조치

표 4-8. 승탑문화재의 기초점검 결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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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성곽문화재

성곽문화재는 기존에 연구된 해당 문화재의 정밀안전진단 또는 실측조사 보고서가 있

을 경우 기존 연구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내진성능 기초평가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성벽 

모든 구간의 구조와 보존 상황을 모두 살펴 조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주변 정비가 되지 않은 성곽은 수목과 식생이 무성하게 우거진 상태로 성벽이 차

폐되어 축성 형태를 파악할 수 없거나 조사자가 접근할 수 없는 급경사지에 위치하여 조

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으며, 등산로 또는 탐방로에서 접근하여 확인 가능한 성벽 구

간을 중점적으로 기초 평가에 반영하였다. 

점검 
분류

점검 항목 평가 내용

주변
환경 
및 

지반 
상태

1. 지반 침하의 가능성이 없는가?(토사유실, 부동
침하 등)

 지반에 침하 또는 토사 유실의 피해가 있는 경우 
지반이 불안정한 것으로 판단

2. 문화재 주변 배수로 정비가 잘 되어있는가?
 주변에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배수가 용이한 

경우 정비가 잘된 것으로 판단

3. 문화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없는
가? (암반균열 / 사면불안정 / 수목 / 진동 유
발요소 등)

 성곽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판단으로, 특히 수
목의 뿌리는 성곽의 축성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침

구조 
안전

4. 배부름 현상이 없는가?
 성벽의 배부름 현상은 성벽 붕괴 직전에 나타나

는 것으로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판단

5. 면석 벌어짐 현상이 없는가?
 성벽을 구성하는 각 면석 간에 벌어짐이 있을 경

우 붕괴 발생 가능 요인으로 판단

6. 기단석이 노출이 없는가?
 기단부가 노출된 경우 성벽 하부 구조에 취약점

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

7. 성벽 밀림 현상이 없는가?
 뒷채움석 유실 등으로 성벽 내부의 상태가 불안

정한 것으로 판단

8. 성벽부 손실이 없는가?
 성벽 구간의 부분적인 손실이 있을 경우 잔존 성

벽의 구조에도 피해를 미칠 가능성이 높음

 9. 성벽부 흔들림이 없는가?
 성돌이 안정적으로 쌓이지 못하고 흔들릴 경우 

성돌의 유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

 10. 구조적으로 기울어짐이 발생했는가?
 기울어짐이 발생한 경우, 미약한 강도의 지진에도 

붕괴 위험이 높아져 안정성을 저해

보존 
상황 

 11. 석재의 열화수준이 양호한가?
(균열, 분리, 박리, 박락, 분해, 침식)

 열화 수준에 따라 부재간 내진 성능이 달라지므
로 열화수준에 대한 판단 적용

 12. 기계적 손상에 의한 석재손실이 있는가?
 외력이 가해져서 생기는 손상을 말하며, 성벽의 

보존 상태 판단

합계 점수 등급 구분(가~마, 5등급)

표 4-9. 성곽문화재 기초평가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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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곽문화재의 기초평가 현장 조사표의 총 합계점수는 12점이며, 11점 이상이면 ‘가’ 

등급의 정상으로 판단하여 내진성능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한다. 4점 이하의 ‘마’ 등급

은 내진성능이 취약하여 전문평가 후 지진재해에 대한 안정성의 확보를 위한 조속한 

보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점수 합계 등급 판단 내진성능 평가 결과 조치

11점 이상 가 정상 내진성능 있음 상태양호

9-10점 나 양호 내진성능 적절함 지속관찰

7-8점 다 보통 큰 변형의 우려는 없으나 주의단계 문화재위원과 협의 필요

5-6점 라 경계 내진성능 취약 전문평가 필요

4점 이하 마 위험 내진성능 취약, 조속한 조치 필요 전문평가 후 보강조치

표 4-10. 성곽문화재의 기초점검 결과 판단

1.2.6 기타문화재

기타문화재는 묘역, 지석묘(고인돌), 석불, 석등, 봉수, 가마, 근대건축물 등이 해당한다. 

묘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재의 특성상 지반의 안정성에 영향을 받기 쉬

운 문화재가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하여 각 조사 항목은 구성 부재의 개별적이고 면밀한 

평가보다는 전반적인 지반 및 주변 환경, 배수 현황 위주로 평가한다.

석불은 자연 암반에 위치한 경우 개별적인 구조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석

등의 경우 분류상으로는 석조에 해당하지만 금번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지가 3건에 불과하

여 유의미한 평가 결과 산출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타문화재로 분류하였다. 기초평가시 

조사표를 보완하기 위해 조사자 의견 항목에 구조물의 비례, 석재의 열화수준 등 구조 형

식과 보존 현황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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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분류

점검 항목 평가 내용

주변
환경 
및 

지반 
상태

1. 지진구역Ⅱ에 해당하는가?  지역 계수에 따른 분류

2. 지반 침하의 가능성이 없는가?(토사유실, 부동
침하 등)

 지반에 침하 또는 토사 유실의 피해가 있는 경우 
지반이 불안정한 것으로 판단

3. 문화재 주변 배수로 정비가 잘 되어있는가?
 주변에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배수가 용이한 

경우 정비가 잘된 것으로 판단

4. 인근에 옹벽, 축대, 석축이 없는가?
 축대 또는 담장이 인접할 경우 지진 발생시 직접

적인 2차 피해 발생 가능

5. 인접지역에 30도 이상의 경사가 없는가?
 높은 급경사면이 있을 경우 경사면의 전도에 의

한 영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6. 인근에 진동유발요소가 없는가?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현장 등)

 지속적인 진동유발시 구조물의 균열 등의 훼손 
부위가 악화될 수 있음

7. 화재위험 요인이 없는가?
(전기통신, 가스공급, 조명, 인화성 물질)

 문화재 주변에 위치한 화재위험 요인에 대한 유
무 판단 

8. 화재 발생시 진압을 위한 시설이 존재하는가?
(소화시설, 수로, 자연수리[하천, 우물] 존재)

 문화재의 소방 방재시설에 대한 판단 

합계 점수 등급 구분(가~마, 5등급)

표 4-11. 기타문화재 기초평가 조사표 

기타문화재의 기초평가 현장 조사표의 총 합계점수는 8점이며, 7점 이상이면 ‘가’ 등

급의 정상으로 판단하여 내진성능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한다. 1점 이하의 ‘마’ 등급은 

내진성능이 취약하여 전문평가 후 지진재해에 대한 안정성의 확보를 위한 조속한 보강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한다.

점수 합계 등급 판단 내진성능 평가 결과 조치

7점 이상 가 정상 내진성능 있음 상태양호

5-6점 나 양호 내진성능 적절함 지속관찰

4점 다 보통 큰 변형의 우려는 없으나 주의단계 문화재위원과 협의 필요

2-3점 라 경계 내진성능 취약 전문평가 필요

1점 이하 마 위험 내진성능 취약, 조속한 조치 필요 전문평가 후 보강조치

표 4-12. 기타문화재의 기초점검 결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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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평가 결과 현황

경기도 지정 부동산 문화재 364개소 중 조사 제외 또는 조사 불가 대상 5건을 제외한 

359건이 조사되었다. 

구 분 합 계 목조문화재
석조문화재

(석탑, 비, 부도 등)
성곽 묘역

기타
(봉수,가마)

건 수 364건 110건 121건 12건 117건 4건

조사완료 359건 108건 119건 11건 117건 4건

미조사 5건 2건 2건 1건 - -

표 4-13. 기초평가 조사 현황

총 건수별로 보면 조사된 문화재의 수는 모두 428건인데, 이는 일괄로 지정된 한 문화

재 안에 개별적으로 구분되는 각각의 문화재가 속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형문화재 8

호 덕봉서원의 경우 강당의 역할을 하는 정의당과 위패를 모시고 있는 사우가 있으며 그 

외에도 생활공간인 동·서재를 비롯하여 외삼문, 내삼문, 홍살문 등이 위치한다. 또한 묘역 

및 신도비로 지정된 문화재의 경우 기타문화재와 석비 문화재 유형으로 각각 구분되기에 

하나의 문화재라도 조사 대상 건수는 2건에 해당하게 된다. 

조사대상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문화재로는 기타문화재가 180건(42.06%) 이

며, 그 다음으로는 목조가 148건(34.58%), 석비 45건(10.51%), 석탑 24건(5.61%), 승탑 

20건(4.67%), 성곽 11건(2.57%)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목조 2건, 성곽 1건, 기타 2건 등 총 5건은 사적 및 보물 지정, 소유자 조사 거

부 등의 이유로 기초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유형
계

목조 석탑 석비 승탑 성곽 기타

428 148 24 45 20 11 180

100% 34.58% 5.61% 10.51% 4.67% 2.57% 42.06%

표 4-14. 기초평가 문화재 유형별 조사 현황

조사대상 문화재가 위치한 시군별로 분류한 기초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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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유형 점수 등급

가평

유형문화재 63 현등사삼층석탑 석탑 4 마

유형문화재 199 가평현등사함허당득통탑및석등 중 석등 기타 5 나

유형문화재 199 가평현등사함허당득통탑및석등 중 승탑 승탑 5 라

기념물 52 이방실장군묘 기타 3 라

기념물 79 이정구선생묘및삼세신도비 중 묘 기타 6 나

기념물 79 이정구선생묘및삼세신도비 중 석비 석비 5 라

문화재자료 17 가평하판리지진탑 석탑 5 라

문화재자료 55 이천보고가 사랑채 목조 14 다

문화재자료 55 이천보고가 행랑채 목조 13 라

고양

유형문화재 74 행주대첩비(구비) 석비 8 다

유형문화재 87 북한산성금위영이건기비 석비 5 라

유형문화재 188 고양봉성암전성능대사부도 승탑 7 다

기념물 23 최영장군묘 기타 3 라

기념물 50 유형장군묘 기타 4 다

기념물 195 고양멱절산유적 기타 5 나

기념물 223 고양북한산산영루지 목조 15 다

민속문화재 8 일산밤가시초가 목조 15 다

문화재자료 57 한미산흥국사약사전 목조 16 다

문화재자료 69 고양향교 대성전 목조 15 다

문화재자료 69 고양향교 명륜당 목조 17 나

문화재자료 71 행주서원지 강당 목조 15 다

문화재자료 71 행주서원지 사당 목조 16 다

문화재자료 79 월산대군사당 목조 18 나

문화재자료 157 고양경주김씨의정공파영사정 목조 18 나

과천

유형문화재 100 온온사 목조 17 나

유형문화재 104 연주암삼층석탑 석탑 9 나

문화재자료 9 과천향교 대성전 목조 13 라

문화재자료 9 과천향교 명륜당 목조 16 다

문화재자료 39 시흥문원리삼층석탑 석탑 7 다

문화재자료 77 문원리사지석조보살입상 기타 6 나

광명

유형문화재 161 오리이원익영우 목조 14 다

기념물 85 이원익선생묘및신도비 중 묘 기타 4 다

기념물 85 이원익선생묘및신도비 중 신도비 석비 4 마

문화재자료 58 가학동지석묘 기타 6 나

문화재자료 90 오리이원익종택및관감당 중 관감당 목조 13 라

문화재자료 90 오리이원익종택및관감당 중 문간채 목조 15 다

문화재자료 90 오리이원익종택및관감당 중 안채 목조 15 다

◦ 전체문화재 기초평가 결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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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유형 점수 등급

광주

유형문화재 1 수어장대 목조 16 다

유형문화재 2 숭렬전 강당 목조 13 라

유형문화재 2 숭렬전 사당 목조 14 다

유형문화재 3 청량당 목조 13 라

유형문화재 4 현절사 목조 15 다

유형문화재 5 침괘정 목조 14 다

유형문화재 6 연무관 목조 15 다

유형문화재 88 광주유정리석불좌상 기타 7 가

기념물 21 맹사성선생묘 기타 6 나

기념물 33 최항선생묘 기타 3 라

기념물 90 허난설헌묘 기타 3 라

기념물 95 신립장군묘역 기타 4 다

기념물 98 김자수선생묘 기타 6 나

기념물 105 김균선생묘 기타 5 나

기념물 111 망월사지 극락보전 목조 15 다

기념물 111 망월사지 대웅보전 목조 18 나

기념물 134 신익희생가 바깥채 목조 13 라

기념물 134 신익희생가 안채 목조 15 다

기념물 145 신흠묘역및신도비(묘) 기타 4 다

기념물 145 신흠묘역및신도비(신도비) 석비 7 다

기념물 166 의안대군방석묘역 기타 4 다

문화재자료 14 지수당 목조 17 나

문화재자료 15 장경사 목조 14 다

문화재자료 52 추곡리백련암부도 승탑 10 나

문화재자료 159 우리절5층석탑 석탑 5 라

문화재자료 160 우리절석조부도  2기 승탑 5 라

문화재자료 160 우리절석조부도 2기 승탑 6 라

구리
유형문화재 126 나만갑선생신도비 석비 6 라

유형문화재 205 구리아차산3층석탑 석탑 6 라

군포

기념물 115 정난종선생 묘및신도비 외 묘역일원 기타 6 나

기념물 115 정난종선생 묘및신도비 외 묘역일원 석비 6 라

기념물 121 이기조선생묘 기타 6 나

기념물 122 전주이씨안양군묘 기타 6 나

기념물 131 김만기선생묘및신도비 기타 5 나

기념물 131 김만기선생묘및신도비 석비 8 다

문화재자료 95 군포 동래정씨 동래군파종택 안채 목조 13 라

문화재자료 95 군포 동래정씨 동래군파종택 사랑채 목조 15 다



경기도 지정문화재 내진 안정성 평가보고서

140

시군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유형 점수 등급

김포

유형문화재 10 우저서원  문열사 목조 18 나

유형문화재 10 우저서원  여택당 목조 16 다

유형문화재 90 조헌선생유허추모비 석비 6 라

유형문화재 91 문수사풍담대사승탑및비 중 비 석비 4 마

유형문화재 91 문수사풍담대사승탑및비 중 승탑 승탑 6 라

유형문화재 146 심연원신도비 석비 8 다

유형문화재 147 심강신도비 석비 7 다

기념물 47 한재당 목조 17 나

기념물 91 고정리지석묘 기타 5 나

문화재자료 29 김포향교 대성전 목조 16 다

문화재자료 29 김포향교 명륜당 목조 17 나

문화재자료 30 통진향교 대성전 목조 12 라

문화재자료 30 통진향교 명륜당 목조 15 다

문화재자료 30 통진향교 풍화루 목조 13 라

문화재자료 109 권상묘역 기타 3 라

문화재자료 166 통진이청 목조 19 가

남양주

유형문화재 127 한확선생신도비 석비 5 라

유형문화재 157 남양주수종사부도 승탑 4 마

유형문화재 203 남양주흥국사성임당탑 승탑 4 마

유형문화재 279 남양주시묘적사팔각다층석탑 석탑 5 라

유형문화재 289 남양주흥국사영산전 목조 13 라

기념물 7 정약용선생묘 기타 5 나

기념물 48 흥선대원군묘 기타 5 나

기념물 55 덕흥대원군묘 기타 2 라

기념물 78 유량선생묘 기타 4 다

기념물 99 김상용선생묘 기타 3 라

기념물 100 김상헌선생묘 기타 4 다

기념물 114 이맹현선생묘 기타 4 다

기념물 170 충렬공박원종묘역 기타 6 나

기념물 177 청풍김씨문의공파묘역 기타 5 나

기념물 221 불암산성 성곽 1 마

민속문화재 9 덕릉마을산신각 목조 14 다

문화재자료 54 이순지선생묘 기타 5 나

문화재자료 56 흥국사대웅보전 목조 14 다

문화재자료 80 가운동지석묘 기타 3 라

문화재자료 102 양평공한계순묘역 기타 3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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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유형 점수 등급

남양주

문화재자료 105 신빈신씨묘역 기타 5 나

문화재자료 114 구정남재묘역 기타 5 나

문화재자료 115 능원대군이보묘역 기타 5 나

문화재자료 116 대은변안렬묘역 기타 5 나

성남

유형문화재 101 봉국사 대광명전 목조 15 다

유형문화재 102 망경암마애여래좌상 기타 7 가

기념물 54 이수선생묘 기타 5 나

기념물 84 이경석선생묘 기타 5 나

기념물 116 한산이씨묘역 기타 6 나

기념물 118 전주이씨태안군파묘역 기타 4 다

기념물 179 천림산봉수지 기타 5 나

기념물 219 둔촌이집묘역 기타 6 나

문화재자료 78 수내동가옥 목조 16 다

문화재자료 84 청주한씨문정공파묘역신도비 석비 9 나

문화재자료 136 풍산군이종린묘역 기타 7 가

수원

유형문화재 24 지지대비 석비 8 다

유형문화재 151 수원봉녕사석조삼존불 기타 6 나

기념물 53 심온선생묘 기타 5 나

기념물 125 팔달산지석묘군 기타 6 나

기념물 175 아담스기념관 기타 6 나

문화재자료 1 수원향교 대성전 목조 13 라

문화재자료 1 수원향교 명륜당 목조 14 다

시흥

기념물 87 강희맹선생묘및신도비 중 묘 기타 6 나

기념물 87 강희맹선생묘및신도비 중 신도비 석비 7 다

기념물 103 조남리지석묘 기타 6 나

기념물 163 청주한씨문익공파묘역 기타 4 다

안산

기념물 40 이익선생묘 기타 4 다

기념물 73 별망성지 성곽 10 나

기념물 83 안탄대선생묘 기타 3 라

기념물 127 안산읍성및관아지 성곽 6 라

기념물 157 한응인묘역 기타 5 나

기념물 186 취몽헌오태주묘역 기타 5 나

문화재자료 7 오정각 목조 15 다

문화재자료 8 사세충렬문 목조 16 다

문화재자료 94 안산청문당 사당 목조 17 나

문화재자료 94 안산청문당 아래채 목조 16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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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문화재자료 94 안산청문당 안채,사랑채 목조 14 다

문화재자료 127 구대부면사무소 목조 15 다

안성

유형문화재 8 덕봉서원  사우 목조 14 다

유형문화재 8 덕봉서원 정의당 목조 15 다

유형문화재 36 기솔리석불입상 기타 6 나

유형문화재 37 매산리석불입상 기타 5 나

유형문화재 39 칠장사당간 기타 4 다

유형문화재 71 홍계남장군고루비 석비 8 다

유형문화재 78 안성죽산리삼층석탑 석탑 6 라

유형문화재 79 오명항선생토적송공비 석비 9 나

유형문화재 89 안성죽산리당간지주 기타 5 나

유형문화재 97 안성죽산리석불입상 기타 5 나

유형문화재 108 석남사대웅전 목조 13 라

유형문화재 109 석남사마애여래입상 기타 5 나

유형문화재 114 칠장사 대웅전 목조 12 라

유형문화재 115 칠장사소조사천왕상 기타 7 가

유형문화재 116 청원사칠층석탑 석탑 5 라

유형문화재 124 청룡사사적비 석비 10 나

유형문화재 130 신창리삼층석탑 석탑 10 나

유형문화재 154 안성객사 우실 목조 17 나

유형문화재 154 안성객사  정청 목조 15 다

유형문화재 154 안성객사 좌실 목조 16 다

유형문화재 174 안성청원사대웅전 목조 12 라

유형문화재 175 안성정무공오정방고택 목조 14 다

유형문화재 179 안성죽림리삼층석탑 석탑 6 라

기념물 26 이덕남장군묘 기타 5 나

기념물 69 죽주산성 성곽 8 다

기념물 75 영창대군묘 기타 5 나

기념물 77 서흥김씨삼강정문 목조 16 다

기념물 81 서운산성 성곽 8 다

기념물 82 안성구포동성당 기타 5 나

기념물 117 전주이씨서원군파묘역 기타 5 나

기념물 138 망이산성 성곽 7 다

문화재자료 24 칠장사 명부전 목조 18 나

문화재자료 24 칠장사 원통전 목조 14 다

문화재자료 25 운수암 목조 1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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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자료 26 죽산향교 대성전 목조 13 라

문화재자료 26 죽산향교 명륜당 목조 14 다

문화재자료 27 안성향교 대성전 목조 15 다

문화재자료 27 안성향교 명륜당 목조 13 라

문화재자료 27 안성향교 풍화루 목조 13 라

문화재자료 28 양성향교 대성전 목조 16 다

문화재자료 28 양성향교 명륜당 목조 14 다

문화재자료 45 안성유명건묘갈 석비 6 라

문화재자료 46 안성대농리석불입상 기타 6 나

문화재자료 59 청룡사삼층석탑 석탑 7 다

문화재자료 73 이해룡고가 사랑채·안채 목조 19 가

문화재자료 73 이해룡고가 행랑채 목조 17 나

문화재자료 76 안성도기동삼층석탑 석탑 7 다

문화재자료 108 안성죽리석조여래입상 기타 6 나

안양

유형문화재 38 만안교 기타 6 나

유형문화재 92 석수동마애종 기타 7 가

유형문화재 93 안양사귀부 기타 5 나

유형문화재 94 삼막사마애삼존불 기타 6 나

유형문화재 112 삼막사삼층석탑 석탑 6 라

유형문화재 125 삼막사사적비 석비 7 다

유형문화재 164 안양중초사지삼층석탑 석탑 5 라

기념물 126 석수동석실분 기타 4 다

민속문화재 3 삼막사남녀근석 기타 5 나

문화재자료 60 삼막사명부전 목조 16 다

문화재자료 100 구서이면사무소 목조 18 나

양주

유형문화재 49 지공선사부도및석등 중 석등 기타 5 나

유형문화재 49 지공선사부도및석등 중 승탑 승탑 5 라

유형문화재 50 나옹선사부도및석등 중 석등 기타 5 나

유형문화재 50 나옹선사부도및석등 중 승탑 승탑 6 라

유형문화재 51 무학대사비 석비 6 라

유형문화재 52 회암사지부도탑 승탑 4 마

기념물 2 권율장군묘 기타 3 라

기념물 49 이수광선생묘 기타 2 라

기념물 58 백인걸선생묘 기타 5 나

기념물 120 이준선생묘 기타 4 다

기념물 178 송석최명창묘역 기타 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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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민속문화재 1 회암사지맷돌 기타 4 다

문화재자료 2 양주향교 대성전 목조 16 다

문화재자료 2 양주향교 명륜당 목조 16 다

문화재자료 67 어사대비 석비 6 라

문화재자료 89 양주옥정리선돌 기타 7 가

문화재자료 103 죽산안씨 연창위종가 목조 18 나

문화재자료 135 양주 회암사 지공선사부도비 승탑 5 라

양평

유형문화재 72 사나사원증국사탑 승탑 4 마

유형문화재 84 사나사원증국사석종비 석비 6 라

유형문화재 105 이항로선생생가 사랑채 목조 19 가

유형문화재 105 이항로선생생가 안채 목조 14 다

유형문화재 171 양평 상자포리 마애여래입상 기타 6 나

유형문화재 180 양평지평리삼층석탑 석탑 11 나

기념물 62 유관선생묘 기타 6 나

기념물 89 한음이덕형선생묘및신도비 중 묘 기타 3 라

기념물 89 한음이덕형선생묘및신도비 중 신도비 석비 7 다

기념물 92 이순몽장군묘 기타 4 다

기념물 96 이준경선생묘 기타 5 나

기념물 154 양평신복리강맹경묘역 기타 6 나

민속문화재 5
김병호고가
(조사 불가)

목조 -　 -　

민속문화재 7 양평창대리고가 바깥채 목조 12 라

민속문화재 7 양평창대리고가 안채 목조 15 다

문화재자료 18 운계서원 목조 14 다

문화재자료 19 양근향교 대성전 목조 12 라

문화재자료 19 양근향교 명륜당 목조 13 라

문화재자료 20 지평향교 대성전 목조 15 다

문화재자료 20 지평향교 명륜당 목조 14 다

문화재자료 21 양평용천리삼층석탑 석탑 6 라

문화재자료 85 정창손묘역 석물일괄 기타 6 나

문화재자료 107 익원공김사형묘역 기타 6 나

여주

유형문화재 20 강한사 강당 목조 15 다

유형문화재 20 강한사 사당 목조 15 다

유형문화재 35 포초골미륵좌불 기타 6 나

유형문화재 41 명성황후 탄강구리비 석비 8 다

유형문화재 46 명성황후생가 목조 16 다

유형문화재 84 대노사비 석비 6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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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유형문화재 98 여주계신리 마애여래입상 기타 6 나

유형문화재 128 신륵사극락보전 목조 14 다

유형문화재 148 정대년신도비 석비 11 가

유형문화재 160 여주도곡리 석불좌상 기타 7 가

유형문화재 195 여주신륵사 팔각원당형석조부도 승탑 5 라

유형문화재 247 여주고달사지석조 기타 5 나

기념물 16 이완장군묘 기타 3 라

기념물 36 서희장군묘 기타 5 나

기념물 165 구암한백겸 묘및신도비 묘 기타 4 다

기념물 165 구암한백겸 묘및신도비 신도비 석비 9 나

기념물 198 여주상교리고려석실묘 기타 4 다

기념물 199 민진장묘역 기타 4 다

기념물 214 제간공권규묘역 기타 4 다

민속문화재 11 여주이포리옹기가마 기타 2 라

문화재자료 3 여주향교 대성전 목조 17 나

문화재자료 3 여주향교 명륜당 목조 17 나

문화재자료 37 영월루 목조 15 다

문화재자료 75 기천서원지 목조 15 다

문화재자료 97 여주 해평윤씨 동강공파종택 목조 17 나

문화재자료 128 원호･원두표묘역 기타 6 나

문화재자료 129 죽서원몽린묘역 기타 6 나

문화재자료 133 여주신륵사 삼층석탑 석탑 9 나

문화재자료 134 여주신륵사 원구형석조부도 승탑 4 마

연천

유형문화재 131 오봉사지부도 승탑 7 다

유형문화재 138 연천군심원사지부도군 승탑 7 다

기념물 51 정발장군묘 기타 6 나

기념물 110 박진장군묘 기타 5 나

기념물 146 연천삼곶리돌무지무덤 기타 7 가

기념물 158 연천학곡리고인돌 기타 6 나

기념물 184 미수허목묘역 기타 6 나

기념물 208 연천차탄리고인돌 기타 5 나

기념물 209 연천양원리고인돌 기타 6 나

기념물 210 연천신답리고분 기타 7 가

기념물 212 연천학곡리적석총 기타 7 가

문화재자료 52 연천통현리지석묘 기타 6 나

문화재자료 137 평정공윤호신도비 석비 5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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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기념물 112 오산금암리지석묘군 기타 6 나

기념물 147 오산시궐리사 목조 17 나

기념물 211 오산외삼미동고인돌 기타 5 나

용인

유형문화재 9 충렬서원 강당 목조 10 마

유형문화재 9 충렬서원 사당 목조 15 다

유형문화재 76 채제공선생뇌문비 석비 9 나

유형문화재 120 문수산마애보살상 기타 5 나

유형문화재 194 용인어비리삼층석탑 석탑 5 라

기념물 1 정몽주선생묘 기타 6 나

기념물 17 채제공선생묘 기타 6 나

기념물 18 민영환선생묘 기타 5 나

기념물 22 모현지석묘 기타 6 나

기념물 25 이종무장군묘 기타 5 나

기념물 32 유형원선생묘 기타 6 나

기념물 44 처인성 성곽 11 가

기념물 104 오윤겸선생묘 기타 6 나

기념물 169 문정공조광조묘및신도비 중 묘 기타 4 다

기념물 169 문정공조광조묘및신도비 중 석비 석비 9 나

기념물 171 저헌이석형묘및신도비 중 묘 기타 6 나

기념물 171 저헌이석형묘및신도비 중 석비 석비 9 나

기념물 172 음애이자묘역 기타 6 나

기념물 215 용인할미산성 성곽 7 다

민속문화재 10 용인한산이씨음애공파고택 목조 17 나

문화재자료 23 양지향교 대성전 목조 17 나

문화재자료 23 양지향교 명륜당 목조 13 라

문화재자료 42 용인공세리오층석탑 석탑 7 다

문화재자료 44 용인미평리약사여래입상 기타 6 나

문화재자료 49 용인주북리지석묘 기타 6 나

문화재자료 61 용인남사면창리선돌 기타 5 나

문화재자료 62 용인목신리석조여래입상 기타 6 나

문화재자료 68 용인맹리지석묘 기타 4 다

문화재자료 91 공안공정옥형･충정공정응두신도비 석비 10 나

문화재자료 92 문간공김세필묘역일원 기타 6 나

문화재자료 96 용인이주국장군고택 사랑채 목조 15 다

문화재자료 96 용인이주국장군고택 안채 목조 14 다

문화재자료 111 용덕사석조여래입상 기타 7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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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유형 점수 등급

용인
문화재자료 120 죽정최유경묘역 기타 6 나

문화재자료 145 용인법륜사삼층석탑 석탑 9 나

의왕

유형문화재 288 청계사사적기비 석비 5 라

기념물 176 하우현성당사제관 기타 7 가

문화재자료 6 청계사 극락보전 목조 17 나

문화재자료 6 청계사 지장전 목조 17 나

문화재자료 98 임영대군이구묘역및사당 중 묘 기타 5 나

문화재자료 98 임영대군이구묘역및사당 중 사당 목조 18 나

문화재자료 176 의왕청계사조정숙공사당기비 석비 5 라

의정부

유형문화재 122 망월사혜거국사부도 승탑 6 라

유형문화재 186 의정부회룡사오층석탑 석탑 8 다

기념물 37 정문부장군묘 기타 4 다

기념물 41 노강서원 목조 14 다

기념물 88 신숙주선생묘 기타 5 나

문화재자료 66 망월사천봉당태흘탑 승탑 7 다

문화재자료 67 망월사천봉선사탑비 석비 5 라

문화재자료 93 서계박세당사랑채 목조 17 나

문화재자료 99 의정부시이동성당 기타 6 나

문화재자료 117 의정부회룡사석조 기타 7 가

문화재자료 133 서계박세당묘역 기타 3 라

이천

유형문화재 106 이천중리삼층석탑 석탑 8 다

유형문화재 107 이천어석리석불입상 기타 5 나

유형문화재 119 소고리마애여래좌상 기타 5 나

기념물 76 이천설성산성 성곽 9 나

기념물 207 풍고김조순묘역 기타 6 나

민속문화재 12 김좌근고택 별채 목조 15 다

민속문화재 12 김좌근고택 안채 목조 18 나

문화재자료 22 이천향교 대성전 목조 15 다

문화재자료 22 이천향교 명륜당 목조 12 라

문화재자료 41 이천자석리석불입상 기타 5 나

문화재자료 70 이평리석불입상 기타 4 다

파주

유형문화재 61 화석정 목조 16 다

유형문화재 83 보광사대웅보전 목조 15 다

유형문화재 121 이회선생신도비 석비 7 다

유형문화재 156
파주마애사면석불

(조사 불가)
기타 -　 　-

기념물 34 황희선생묘 기타 5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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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유형 점수 등급

파주

기념물 59 성혼선생묘 기타 6 나

기념물 60 이세화선생묘 기타 3 라

기념물 106 윤곤선생묘 기타 3 라

기념물 128 허준선생묘 기타 4 다

기념물 129 파주다율리,당하리지석묘군 기타 5 나

기념물 137 심지원묘및신도비 기타 5 나

기념물 137 심지원묘및신도비 석비 8 다

기념물 139 정연묘 기타 4 다

기념물 144 김덕함묘및신도비 중 묘 기타 5 라

기념물 144 김덕함묘및신도비 신도비 석비 9 나

기념물 162 자유의다리 기타 6 나

기념물 173 춘곡정탁묘역 기타 5 나

기념물 182 파평윤씨정정공파묘역 기타 5 나

기념물 187 유항한수묘역 기타 6 나

기념물 218
파주 덕진산성
(조사 제외)

성곽 - -

문화재자료 10 파산서원 목조 13 라

문화재자료 11 교하향교 대성전 목조 16 다

문화재자료 11 교하향교 명륜당 목조 18 나

문화재자료 12 반구정 목조 16 다

문화재자료 83 파주향교 대성전 목조 15 다

문화재자료 83 파주향교 명륜당 목조 13 라

문화재자료 122 사제김정국묘역 기타 5 나

문화재자료 130 용재성현묘역 기타 2 라

문화재자료 139
파주읍내리석조여래입상

(조사 불가)
기타 - -

평택

유형문화재 40 대동법시행기념비 석비 9 나

유형문화재 137 팽성읍객사 목조 17 나

기념물 56 이대원장군묘및신도비 중 묘 기타 5 나

기념물 56 이대원장군묘및신도비 중 신도비 석비 8 다

기념물 57 원균장군묘 기타 7 가

기념물 135 안재홍생가 사랑채 목조 18 나

기념물 135 안재홍생가 안채 목조 15 다

문화재자료 4 평택향교 대성전 목조 15 다

문화재자료 4 평택향교 명륜당 목조 15 다

문화재자료 5 홍학사비각 목조 16 다

문화재자료 40 진위향교 대성전 목조 1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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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유형 점수 등급

포천

유형문화재 64 청성사 목조 11 마

유형문화재 70 용연서원 강당 목조 18 나

유형문화재 70 용연서원 사당 목조 16 다

유형문화재 82 인평대군치제문비 석비 5 라

유형문화재 155 포천석조여래입상 기타 6 나

기념물 24 이항복선생묘 기타 6 나

기념물 30 채산사 목조 12 라

기념물 35 서성선생묘 기타 5 나

기념물 46 화산서원 목조 15 다

기념물 130 인평대군묘및신도비 중 묘 기타 5 나

기념물 130 인평대군묘및신도비 중 신도비 석비 6 라

기념물 185 포천고모리산성 성곽 7 다

문화재자료 16 포천향교 대성전 목조 13 라

문화재자료 16 포천향교 명륜당 목조 13 라

문화재자료 47 포천금현리지석묘 기타 4 다

하남

문화재자료 13 광주향교 대성전 목조 14 다

문화재자료 13 광주향교 명륜당 목조 12 라

문화재자료 82 하남시상사창동연자마 기타 7 가

문화재자료 86 남한산법화사지및부도 승탑 5 라

화성

유형문화재 85 윤계선생순절비 석비 9 나

유형문화재 212 화성용주사오층석탑 석탑 5 라

기념물 13 남이장군묘 기타 5 나

기념물 86 백천장선생묘 기타 5 나

기념물 153 화성남양리신빈김씨묘역 기타 5 나

기념물 168 화성홍법리남양홍씨묘역 기타 5 나

기념물 224 화성화량진성 성곽 6 라

민속문화재 6 정원채고가 목조 16 다

문화재자료 34 남양향교 대성전 목조 16 다

문화재자료 34 남양향교 명륜당 목조 15 다

문화재자료 36 용주사천보루 목조 15 다

문화재자료 74 홍승인고가 사랑채 목조 16 다

문화재자료 74 홍승인고가 안채 목조 14 다

문화재자료 112 남양풍화당 목조 16 다

문화재자료 121
추연우성전묘역(우하영묘역포함) 

우성전 묘
기타 5 나

문화재자료 121
추연우성전묘역(우하영묘역포함) 

우하영묘
기타 5 나

표 4-15. 전체문화재 기초평가 결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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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28건의 기초평가 결과, 양호한 상태로 판단되는 ‘나’ 등급이 166건으로 38.79%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위험 단계인 ‘마’ 등급이 11건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 경기도 지정 문화재의 내진성능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가 나 다 라 마

합계
정 상 양 호 보 통 경 계 위 험

조사건수 20 167 142 88 11 428

비율 4.67% 39.02% 33.18% 20.56% 2.57% 100%

표 4-16. 기초평가 문화재 전체 조사결과 등급별 현황

그림 4-12. 기초평가 문화재 전체 조사결과 등급별 현황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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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점수 등급

가평
문화재자료 55 이천보고가 사랑채 14 다

문화재자료 55 이천보고가 행랑채 13 라

고양

기념물 223 고양 북한산 산영루지 15 다

민속문화재 8 일산밤가시초가 15 다

문화재자료 57 한미산 흥국사 약사전 16 다

문화재자료 69 고양향교 명륜당 17 나

문화재자료 69 고양향교 대성전 15 다

문화재자료 71 행주서원지 강당 15 다

문화재자료 71 행주서원지 사당 16 다

문화재자료 79 월산대군사당 18 나

문화재자료 157 고양 경주김씨 의정공파 영사정 18 나

과천

유형문화재 100 온온사 17 나

문화재자료 9 과천향교 명륜당 16 다

문화재자료 9 과천향교 대성전 13 라

광명

유형문화재 161 오리이원익영우 14 다

문화재자료 90 오리이원익종택 및 관감당 안채 15 다

문화재자료 90 오리이원익종택 및 관감당 문간채 15 다

문화재자료 90 오리이원익종택 및 관감당 관감당 13 라

광주

유형문화재 1 수어장대 16 다

유형문화재 2 숭렬전 강당 13 라

유형문화재 2 숭렬전 사당 14 다

유형문화재 3 청량당 13 라

유형문화재 4 현절사 15 다

유형문화재 5 침괘정 14 다

2.1. 목조문화재

목조문화재의 수는 조사 불가 2건을 제외한 148건으로 전체의 약 34.58%의 비율을 보

이고 있다. 목조문화재의 경우 하나의 문화재 안에 여러 건물로 구성된 경우가 많은 편이

며, 모든 건축물을 조사하기에는 실제 현장 조사 여건 상 어려움이 있어 문화재의 성격을 

대표하는 주요 건물 위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경기도 문화재자료 35호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은 2017년 8월 14일에 보물 1942호로 

등재되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민속문화재 5호 김병호고가의 경우에는 소유주의 조

사 거부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목조문화재 기초평가 결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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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점수 등급

광주

유형문화재 6 연무관 15 다

기념물 111 망월사지 대웅보전 18 나

기념물 111 망월사지 극락보전 15 다

기념물 134 신익희생가 바깥채 13 라

기념물 134 신익희생가 안채 15 다

문화재자료 14 지수당 17 나

문화재자료 15 장경사 14 다

군포
문화재자료 95 군포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택 안채 13 라

문화재자료 95 군포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택 사랑채 15 다

김포

유형문화재 10 우저서원 여택당 16 다

유형문화재 10 우저서원 문열사 18 나

기념물 47 한재당 17 나

문화재자료 29 김포향교 명륜당 17 나

문화재자료 29 김포향교 대성전 16 다

문화재자료 30 통진향교 명륜당 15 다

문화재자료 30 통진향교 대성전 12 라

문화재자료 30 통진향교 풍화루 13 라

문화재자료 166 통진이청 19 가

남양주

유형문화재 289 남양주 흥국사 영산전 13 라

민속문화재 9 덕릉마을 산신각 14 다

문화재자료 56 흥국사 대웅보전 14 다

성남
유형문화재 101 봉국사 대광명전 15 다

문화재자료 78 수내동가옥 16 다

수원
문화재자료 1 수원향교 명륜당 14 다

문화재자료 1 수원향교 대성전 13 라

안산

문화재자료 7 오정각 15 다

문화재자료 8 사세충렬문 16 다

문화재자료 94 안산청문당 안채 14 다

문화재자료 94 안산청문당 아래채 16 다

문화재자료 94 안산청문당 사당 17 나

문화재자료 127 구대부면사무소 15 다

안성

유형문화재 8 덕봉서원 정의당 15 다

유형문화재 8 덕봉서원 사우 14 다

유형문화재 108 석남사 대웅전 13 라

유형문화재 114 칠장사 대웅전 12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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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점수 등급

안성

유형문화재 154 안성객사 정청 15 다

유형문화재 154 안성객사 좌실 16 다

유형문화재 154 안성객사 우실 17 나

유형문화재 174 안성청원사 대웅전 12 라

유형문화재 175 안성 정무공 오정방 고택 14 다

기념물 77 서흥김씨 삼강정문 16 다

문화재자료 24 칠장사 원통전 14 다

문화재자료 24 칠장사 명부전 18 나

문화재자료 25 운수암 14 다

문화재자료 26 죽산향교 명륜당 14 다

문화재자료 26 죽산향교 대성전 13 라

문화재자료 27 안성향교 풍화루 13 라

문화재자료 27 안성향교 명륜당 13 라

문화재자료 27 안성향교 대성전 15 다

문화재자료 28 양성향교 명륜당 14 다

문화재자료 28 양성향교 대성전 16 다

문화재자료 73 이해룡고가 사랑채·안채 19 가

문화재자료 73 이해룡고가 행랑채 17 나

안양
문화재자료 60 삼막사명부전 16 다

문화재자료 100 구서이면사무소 18 나

양주

문화재자료 2 양주향교 명륜당 16 다

문화재자료 2 양주향교 대성전 16 다

문화재자료 103 죽산안씨연창위종가 18 나

양평

유형문화재 105 이항로선생생가 사랑채 19 가

유형문화재 105 이항로선생생가 안채 14 다

민속문화재 5
김병호고가 
(조사 불가)

- 　-

민속문화재 7 양평 창대리고가 안채 15 다

민속문화재 7 양평 창대리고가 바깥채 12 라

문화재자료 18 운계서원 14 다

문화재자료 19 양근향교 명륜당 13 라

문화재자료 19 양근향교 대성전 12 라

문화재자료 20 지평향교 명륜당 14 다

문화재자료 20 지평향교 대성전 15 다

여주
유형문화재 20 강한사 사당 15 다

유형문화재 20 강한사 강당 1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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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점수 등급

여주

유형문화재 46 명성황후생가 16 다

유형문화재 128 신륵사극락보전 14 다

문화재자료 3 여주향교 명륜당 17 나

문화재자료 3 여주향교 대성전 17 나

문화재자료 37 영월루 15 다

문화재자료 75 기천서원지 15 다

문화재자료 97 여주 해평윤씨 동강공파 종택 17 나

오산 기념물 147 오산시궐리사 17 나

용인

유형문화재 9 충렬서원 강당 10 마

유형문화재 9 충렬서원 사당 15 다

민속문화재 10 용인한산이씨음애공파고택 17 나

문화재자료 23 양지향교 명륜당 13 라

문화재자료 23 양지향교 대성전 17 나

문화재자료 96 용인 이주국 장군 고택 안채 14 다

문화재자료 96 용인 이주국 장군 고택 사랑채 15 다

의왕

문화재자료 6 청계사 극락보전 17 나

문화재자료 6 청계사 지장전 17 나

문화재자료 98 임영대군 이구묘역 및 사당 18 나

의정부
기념물 41 노강서원 14 다

문화재자료 93 서계 박세당 사랑채 17 나

이천

민속문화재 12 김좌근고택 안채 18 나

민속문화재 12 김좌근고택 별채 15 다

문화재자료 22 이천향교 명륜당 12 라

문화재자료 22 이천향교 대성전 15 다

파주

유형문화재 61 화석정 16 다

유형문화재 83 보광사대웅보전 15 다

문화재자료 10 파산서원 13 라

문화재자료 11 교하향교 명륜당 18 나

문화재자료 11 교하향교 대성전 16 다

문화재자료 12 반구정 16 다

문화재자료 83 파주향교 명륜당 13 라

문화재자료 83 파주향교 대성전 15 다

평택

유형문화재 137 팽성읍객사 17 나

기념물 135 안재홍생가 안채 15 다

기념물 135 안재홍생가 사랑채 18 나

평택

문화재자료 4 평택향교 명륜당 15 다

문화재자료 4 평택향교 대성전 15 다

문화재자료 5 홍학사 비각 16 다

문화재자료 40 진위향교 대성전 1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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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점수 등급

포천

유형문화재 64 청성사 11 마

유형문화재 70 용연서원 강당 18 나

유형문화재 70 용연서원 사당 16 다

기념물 30 채산사 12 라

기념물 46 화산서원 15 다

문화재자료 16 포천향교 명륜당 13 라

문화재자료 16 포천향교 대성전 13 라

하남
문화재자료 13 광주향교 명륜당 12 라

문화재자료 13 광주향교 대성전 14 다

화성

민속문화재 6 정원채고가 15 다

문화재자료 34 남양향교 명륜당 15 다

문화재자료 34 남양향교 대성전 16 다

문화재자료 35
용주사 대웅보전

(조사 제외)
- -

문화재자료 36 용주사천보루 15 다

문화재자료 74 홍승인고가 안채 14 다

문화재자료 74 홍승인고가 사랑채 16 다

문화재자료 112 남양풍화당 16 다

표 4-17. 목조문화재 기초평가 결과 현황

기초평가 점수 결과에 따라  ‘가’ 등급에서 ‘마’ 등급까지 5단계의 등급으로 구분하였으

며, 이는 문화재청의 『국가지정문화재(목조,석조) 내진점검 진단 매뉴얼(변경안)』에 따

른 기준을 준용하였다. 목조문화재의 점수별 등급 산정은 총 20점을 만점으로 19점 이상

시 정상으로 판단하며, 17-18점은 양호, 14-16점은 보통, 12-13점은 경계, 11점 이하의 

경우에는 위험으로 판단한다.

목조문화재의 현황에 따른 등급 분석 결과, 57.43%의 비율로 전체의 과반수를 넘는 문

화재가 ‘다’ 등급의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나’ 등급의 문화재가 30건으

로 20.27%의 비율을 보이며, 내진 성능이 우수한 ‘가’ 등급과 위험 단계인 ‘마’ 등급은 

각각 3건(2.03%), 2건(1.35%)로 조사되었다.

‘마’ 등급에 해당하는 목조문화재는 용인 충렬서원 강당이 기초평가 합계 점수 10점, 

포천 청성사 11점으로 내진성능이 위험한 상태로 조사되었으며, 지반 조사 및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고, 추후 지진재해에 대한 안정성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 지정문화재 내진 안정성 평가보고서

156

      등급

합계

가 나 다 라 마

19점 이상 17-18점 14-16점 12-13점 11점 이하

정상 양호 보통 경계 위험

148 3 30 85 28 2

100% 2.03% 20.27% 57.43% 18.92% 1.35%

표 4-18. 목조문화재 기초평가 점수 결과표

목조문화재의 현황에 따른 등급별 분포 그래프는 다음과 같으며, ‘다’ 등급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그림 4-13. 목조문화재 기초평가 등급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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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점수 등급

가평
유형문화재 63 현등사삼층석탑 4 마

문화재자료 17 가평하판리지진탑 5 라

과천
유형문화재 104 연주암삼층석탑 9 나

문화재자료 39 시흥문원리삼층석탑 7 다

광주 문화재자료 159 우리절5층석탑 5 라

구리 유형문화재 205 구리아차산3층석탑 6 라

남양주 유형문화재 279 남양주시묘적사팔각다층석탑 5 라

안성

유형문화재 78 안성죽산리삼층석탑 6 라

유형문화재 116 청원사칠층석탑 5 라

유형문화재 130 신창리삼층석탑 10 나

유형문화재 179 안성죽림리삼층석탑 6 라

문화재자료 59 청룡사삼층석탑 7 다

문화재자료 76 안성도기동삼층석탑 7 다

안양
유형문화재 112 삼막사삼층석탑 6 라

유형문화재 164 안양중초사지삼층석탑 5 라

양평
유형문화재 180 양평지평리삼층석탑 11 나

문화재자료 21 양평용천리삼층석탑 6 라

여주 문화재자료 133 여주신륵사삼층석탑 9 나

용인

유형문화재 194 용인어비리삼층석탑 5 라

문화재자료 42 용인공세리오층석탑 7 다

문화재자료 145 용인법륜사삼층석탑 9 나

의정부 유형문화재 186 의정부회룡사오층석탑 8 다

이천 유형문화재 106 이천중리삼층석탑 8 다

화성 유형문화재 212 화성용주사오층석탑 5 라

표 4-19. 석탑문화재 기초평가 결과 현황

2.2. 석탑문화재

석탑문화재는 총 423건 중 24건이 조사되었으며, 전체 조사 대상의 약 5.67%에 해당

한다. 주로 사찰 경내에 위치하거나 원래의 자리에서 옮겨와 다시 쌓아 평탄한 지반 위에 

위치한 석탑이 대부분이다. 특이사항으로는 자연 암반에 위치한 석탑이 있는데, 유형문화

재 112호 삼막사 삼층석탑, 유형문화재 205호 구리 아차산 3층석탑, 문화재자료 133호 

여주 신륵사 삼층석탑 등이 있다.

◦ 석탑문화재 기초평가 결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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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탑문화재 역시 앞서 언급된 목조문화재의 매뉴얼과 같이 문화재청의 기존 연구에서 

기초평가 점수에 따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총 16점을 만점으로 13점 이상시 정

상, 9-12점은 양호, 7-8점은 보통, 5-6점은 경계, 4점 이하는 위험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총 24건의 석탑문화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등급은 ‘라’ 등급이 12건으로 50%의 비

율을 차지하였다. 보통, 양호 수준인 ‘다’ 등급 및 ‘나’ 등급은 각 6건, 5건으로 비슷한 비

율을 보이고 있으며, ‘가’ 등급의 문화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한 상태인 ‘마’ 등

급의 문화재는 가평 현등사 삼층석탑 1건으로 조사되었다.

등급

합계

가 나 다 라 마

13점 이상 9-12점 7-8점 5-6점 4점 이하

정상 양호 보통 경계 위험

24 0 5 6 12 1

100% 0.00% 20.83% 25.00% 50.00% 4.17%

표 4-20. 석탑문화재 기초평가 점수 결과표

그림 4-14. 석탑문화재 기초평가 등급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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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점수 등급

가평 기념물 79 이정구선생묘및삼세신도비 5 라

고양
유형문화재 74 행주대첩비(구비) 8 다

유형문화재 87 북한산성금위영이건기비 5 라

광명 기념물 85 이원익선생묘및신도비 4 마

광주 기념물 145 신흠묘역및신도비 7 다

구리 유형문화재 126 나만갑선생신도비 6 라

군포
기념물 115 정난종선생묘및신도비외묘역일원 6 라

기념물 131 김만기선생묘및신도비 8 다

김포

유형문화재 90 조헌선생유허추모비 6 라

유형문화재 91 문수사풍담대사승탑및비 4 마

유형문화재 146 심연원신도비 8 다

유형문화재 147 심강신도비 7 다

남양주 유형문화재 127 한확선생신도비 5 라

성남 문화재자료 84 청주한씨문정공파묘역신도비 9 나

수원 유형문화재 24 지지대비 8 다

시흥 기념물 87 강희맹선생묘및신도비 7 다

안성

유형문화재 71 홍계남장군고루비 8 다

유형문화재 79 오명항선생토적송공비 9 나

유형문화재 124 청룡사사적비 10 나

문화재자료 45 안성유명건묘갈 6 라

안양 유형문화재 125 삼막사사적비 7 다

양주
유형문화재 51 무학대사비 6 라

문화재자료 67 어사대비 6 라

양평
유형문화재 84 사나사원증국사석종비 6 라

기념물 89 한음이덕형선생묘및신도비 7 다

2.3 석비문화재

석비는 총 43건이 조사되었으며, 묘역 및 신도비와 같이 기타 분류에 속하는 묘역 문

화재와 같이 위치한 경우가 많았다. 석비 문화재는 전체 조사대상 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약 10.17%의 비율을 차지하여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로 볼 때 세 번째로 많은 문화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석비 문화재 기초평가 결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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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점수 등급

여주
유형문화재 41 명성황후탄강구리비 8 다

유형문화재 84 대노사비 6 라

여주
유형문화재 148 정대년신도비 11 가

기념물 165 구암한백겸묘및신도비 9 나

연천 문화재자료 137 평정공윤호신도비 5 라

용인

유형문화재 76 채제공선생뇌문비 9 나

기념물 169 문정공조광조묘및신도비 9 나

기념물 171 저헌이석형묘및신도비 9 나

문화재자료 91 공안공정옥형･충정공정응두신도비 10 나

의왕
유형문화재 288 청계사사적기비 5 라

문화재자료 176 의왕청계사조정숙공사당기비 5 라

의정부 문화재자료 67 망월사천봉선사탑비 5 라

파주

유형문화재 121 이회선생신도비 7 다

기념물 137 심지원묘및신도비 8 다

기념물 144 김덕함묘및신도비 9 나

평택
유형문화재 40 대동법시행기념비 9 나

기념물 56 이대원장군묘및신도비 8 다

포천
유형문화재 82 인평대군치제문비 5 라

기념물 130 인평대군묘및신도비 6 라

화성 유형문화재 85 윤계선생순절비 9 나

표 4-21. 석비 문화재 기초평가 결과 현황

석비문화재는 기존 연구에 따른 석탑문화재의 기초평가 점수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하

여 유형별 기초평가 조사표 항목에 따라 판단 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하였다.

기초평가 조사표의 각 항목당  합계 점수는 12점이 최고점이며, 11점 이상시 정상, 

9-10점은 양호, 7-8점은 보통, 5-6점은 경계, 4점 이하는 위험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총 45건의 석비문화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등급은 ‘라’ 등급이 12건으로 50%의 비

율을 차지하였다. 보통, 양호 수준인 ‘다’ 등급 및 ‘나’ 등급은 각 6건, 5건으로 비슷한 비

율을 보이고 있으며, ‘가’ 등급의 문화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상태인 ‘마’ 등급

의 석비문화재는 광명의 이원익선생 신도비와 김포의 문수사풍담대사비로 기초평가 점수 

4점으로 조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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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합계

가 나 다 라 마

11점 이상 9-10점 7-8점 5-6점 4점 이하

정상 양호 보통 경계 위험

45 1 11 14 17 2

100% 2.22% 24.44% 31.11% 37.78% 4.44%

표 4-22. 석비문화재 기초평가 점수 결과표

그림 4-15. 석비문화재 기초평가 등급별 그래프 



경기도 지정문화재 내진 안정성 평가보고서

162

시군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점수 등급

가평 유형문화재 199 가평현등사함허당득통탑및석등 5 라

고양 유형문화재 188 고양봉성암전성능대사부도 7 다

광주

문화재자료 52 추곡리백련암부도 10 나

문화재자료 160 우리절석조부도 2기 5 라

문화재자료 160 우리절석조부도 2기 6 라

김포 유형문화재 91 문수사풍담대사승탑및비 6 라

남양주
유형문화재 157 남양주수종사부도 4 마

유형문화재 203 남양주흥국사성임당탑 4 마

양주

유형문화재 49 지공선사부도및석등 5 라

유형문화재 50 나옹선사부도및석등 6 라

유형문화재 52 회암사지부도탑 4 마

문화재자료 135 양주회암사지공선사부도비 5 라

양평 유형문화재 72 사나사원증국사탑 4 마

여주
유형문화재 195 여주신륵사팔각원당형석조부도 5 라

문화재자료 134 여주신륵사원구형석조부도 4 마

연천
유형문화재 131 오봉사지부도 7 다

유형문화재 138 연천군심원사지부도군 7 다

의정부
유형문화재 122 망월사혜거국사부도 6 라

문화재자료 66 망월사천봉당태흘탑 7 다

하남 문화재자료 86 남한산법화사지및부도 5 라

표 4-23. 승탑 문화재 기초평가 결과 현황

2.3 승탑문화재

승탑(부도) 문화재는 20건이 조사되었으며, 전체 조사 대상 건에서 약 4.6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석탑과 마찬가지로 사찰 내에 소재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석탑에 비해 인

적이 드물고 산세가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 승탑 문화재 기초평가 결과 현황

승탑문화재의 기초평가 조사표에 따르면 13개의 항목이 있고 총 합계 점수는 13점이

다. 11점 이상시 정상, 9-10점은 양호, 7-8점은 보통, 5-6점은 경계, 4점 이하는 위험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승탑문화재 총 20건을 조사한 결과, ‘라’ 등급이 가장 많은 10건으로 50%의 비율을 보

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두 번째로는 위험 단계의 ‘마’ 등급이 5건(25%)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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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는 보통 수준인 ‘다’ 등급의 문화재가 4건이며, ‘나’ 등급이 1건으로 가장 적

게 나타났다. ‘가’ 등급의 정상 수준을 보이는 문화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등급의 취약한 내진성능을 보이는 문화재는 남양주에 위치한 흥국사 성임당탑, 

수종사 부도, 양주의 회암사지 부도탑, 양평의 사나사원 증국사탑, 여주의 여주신륵사 

원구형석조부도가 모두 5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등급

합계

가 나 다 라 마

12점 이상 9-11점 7-8점 5-6점 4점 이하

정상 양호 보통 경계 위험

20 0 1 4 10 5

100% 0.00% 5.00% 20.00% 50.00% 25.00%

표 4-24. 승탑문화재 기초평가 점수 결과표

그림 4-16. 승탑문화재 기초평가 등급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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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점수 등급

남양주 기념물 221 불암산성 1 마

안산
기념물 73 별망성지 10 나

기념물 127 안산읍성및관아지 6 라

안성

기념물 69 죽주산성 8 다

기념물 81 서운산성 8 다

기념물 138 망이산성 7 다

용인
기념물 44 처인성 11 가

기념물 215 용인할미산성 7 다

이천 기념물 76 이천설성산성 9 나

포천 기념물 185 포천고모리산성 7 다

화성 기념물 224 화성화량진성 6 라

표 4-25. 성곽문화재 기초평가 결과 현황

2.5. 성곽문화재

성곽문화재로는 총 11건이 조사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약 2.57%의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산성의 경우 전체 성벽을 전수 조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등산로 등이 개

설되어 접근이 용이한 구간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경기도 기념물 218호 파주 덕진산성은 2017년 1월 19일에 사적 537호로 지정되어 조

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성곽문화재 기초평가 결과 현황

성곽문화재는 기초평가 점수 12점을 만점으로 11점 이상시 정상, 9-10점 양호, 7-8점 

보통, 5-6점 경계, 4점 이하는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사대상 성곽문화재 총 11건 중 5건이 ‘다’ 등급으로 45.45%의 비율을 보여 가장 많

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나’ 등급, ‘마’ 등급이 각 2건으로 18.18%의 동일

한 비율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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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합계

가 나 다 라 마

11점 이상 9-10점 7-8점 5-6점 4점 이하

정상 양호 보통 경계 위험

11 1 2 5 2 1

100% 9.09% 18.18% 45.45% 18.18% 9.09%

표 4-26. 성곽문화재 기초평가 점수 결과표

성곽문화재 중 ‘마’ 등급의 위험 수준을 보이는 문화재는 남양주의 불암산성으로 내진

성능이 취약한 상태이다.

그림 4-17. 성곽문화재 기초평가 등급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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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점수 등급

가평

유형문화재 199 가평현등사함허당득통탑및석등 석등 5 나

기념물 52 이방실장군묘 3 라

기념물 79 이정구선생묘및삼세신도비 묘 6 나

고양

기념물 23 최영장군묘 3 라

기념물 50 유형장군묘 4 다

기념물 195 고양멱절산유적 5 나

과천 문화재자료 77 문원리사지석조보살입상 6 나

광명
기념물 85 이원익선생묘및신도비 묘 4 다

문화재자료 58 가학동지석묘 6 나

광주

유형문화재 88 광주유정리석불좌상 7 가

기념물 21 맹사성선생묘 6 나

기념물 33 최항선생묘 3 라

기념물 90 허난설헌묘 3 라

기념물 95 신립장군묘역 4 다

기념물 98 김자수선생묘 6 나

기념물 105 김균선생묘 5 나

기념물 145 신흠묘역및신도비(묘) 4 다

기념물 166 의안대군방석묘역 4 다

군포

기념물 115 정난종선생묘및신도비외묘역일원 6 나

기념물 115 이기조선생묘 6 나

기념물 121 전주이씨안양군묘 6 나

기념물 122 김만기선생묘및신도비 5 나

김포
기념물 131 고정리지석묘 5 나

문화재자료 109 권상묘역 3 라

2.6. 기타문화재

기타문화재로는 182건 중 조사가 불가능한 2건을 제외하고 총 180건이 조사되었으며, 

전체의 약 42.06%의 비율로 조사 대상 문화재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기타 

분류군에 속하는 문화재로는 묘역, 지석묘(고인돌), 석불, 석등, 석조, 근대문화재, 당간지

주 등이 해당한다. 

파주 민통선 지역에 위치한 유형문화재 156호 파주마애사면석불과 문화재자료 139호 

파주읍내리석조여래입상은 군부대 내 또는 지뢰지대에 위치하여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

렵고 군 관계자의 협조가 필요하여 임의의 조사가 불가능하였다.

◦ 기타문화재 기초평가 결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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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점수 등급

남양주

기념물 7 정약용선생묘 5 나

기념물 48 흥선대원군묘 5 나

기념물 55 덕흥대원군묘 2 라

기념물 78 유량선생묘 4 다

기념물 99 김상용선생묘 3 라

기념물 100 김상헌선생묘 4 다

기념물 114 이맹현선생묘 4 다

기념물 170 충렬공박원종묘역 6 나

기념물 177 청풍김씨문의공파묘역 5 나

문화재자료 54 이순지선생묘 5 나

문화재자료 80 가운동지석묘 3 라

문화재자료 102 양평공한계순묘역 3 라

문화재자료 105 신빈신씨묘역 5 나

문화재자료 114 구정남재묘역 5 나

문화재자료 115 능원대군이보묘역 5 나

문화재자료 116 대은변안렬묘역 5 나

성남

유형문화재 102 망경암마애여래좌상 7 가

기념물 54 이수선생묘 5 나

기념물 84 이경석선생묘 5 나

기념물 116 한산이씨묘역 6 나

기념물 118 전주이씨태안군파묘역 4 다

기념물 179 천림산봉수지 5 나

기념물 219 둔촌이집묘역 6 나

문화재자료 136 풍산군이종린묘역 7 가

수원

유형문화재 151 수원봉녕사석조삼존불 6 나

기념물 53 심온선생묘 5 나

기념물 125 팔달산지석묘군 6 나

기념물 175 아담스기념관 6 나

시흥

기념물 87 강희맹선생묘및신도비 묘 6 나

기념물 103 조남리지석묘 6 나

기념물 163 청주한씨문익공파묘역 4 다

안산

기념물 40 이익선생묘 4 다

기념물 83 안탄대선생묘 3 라

기념물 157 한응인묘역 5 나

기념물 186 취몽헌오태주묘역 5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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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점수 등급

안성

유형문화재 36 기솔리석불입상 6 나

유형문화재 37 매산리석불입상 5 나

유형문화재 39 칠장사당간 4 다

유형문화재 89 안성죽산리당간지주 5 나

유형문화재 97 안성죽산리석불입상 5 나

유형문화재 109 석남사마애여래입상 5 나

유형문화재 115 칠장사소조사천왕상 7 가

기념물 26 이덕남장군묘 5 나

기념물 75 영창대군묘 5 나

기념물 82 안성구포동성당 5 나

기념물 117 전주이씨서원군파묘역 5 나

문화재자료 46 안성대농리석불입상 6 나

문화재자료 108 안성죽리석조여래입상 6 나

안양

유형문화재 38 만안교 6 나

유형문화재 92 석수동마애종 7 가

유형문화재 93 안양사귀부 5 나

유형문화재 94 삼막사마애삼존불 6 나

기념물 126 석수동석실분 4 다

민속문화재 3 삼막사남녀근석 5 나

양주

유형문화재 49 지공선사부도및석등  석등 5 나

유형문화재 50 나옹선사부도및석등 석등 5 나

기념물 2 권율장군묘 3 라

기념물 49 이수광선생묘 2 라

기념물 58 백인걸선생묘 5 나

기념물 120 이준선생묘 4 다

기념물 178 송석최명창묘역 4 다

민속문화재 1 회암사지맷돌 4 다

문화재자료 89 양주옥정리선돌 7 가

양평

유형문화재 171 양평상자포리마애여래입상 6 나

기념물 62 유관선생묘 6 나

기념물 89 한음이덕형선생묘및신도비 묘 3 라

기념물 92 이순몽장군묘 4 다

기념물 96 이준경선생묘 5 나

기념물 154 양평신복리강맹경묘역 6 나

문화재자료 85 정창손묘역석물일괄 6 나

문화재자료 107 익원공김사형묘역 6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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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점수 등급

여주

유형문화재 35 포초골미륵좌불 6 나

유형문화재 98 여주계신리마애여래입상 6 나

유형문화재 160 여주도곡리석불좌상 7 가

유형문화재 247 여주고달사지석조 5 나

기념물 16 이완장군묘 3 라

기념물 36 서희장군묘 5 나

여주

기념물 165 구암한백겸묘및신도비 묘 4 다

기념물 198 여주상교리고려석실묘 4 다

기념물 199 민진장묘역 4 다

기념물 214 제간공권규묘역 4 다

민속문화재 11 여주이포리옹기가마 2 라

문화재자료 128 원호･원두표묘역 6 나

문화재자료 129 죽서원몽린묘역 6 나

연천

기념물 51 정발장군묘 6 나

기념물 110 박진장군묘 5 나

기념물 146 연천삼곶리돌무지무덤 7 가

기념물 158 연천학곡리고인돌 6 나

기념물 184 미수허목묘역 6 나

기념물 208 연천차탄리고인돌 5 나

기념물 209 연천양원리고인돌 6 나

기념물 210 연천신답리고분 7 가

기념물 212 연천학곡리적석총 7 가

문화재자료 52 연천통현리지석묘 6 나

오산
기념물 112 오산금암리지석묘군 6 나

기념물 211 오산외삼미동고인돌 5 나

용인

유형문화재 120 문수산마애보살상 5 나

기념물 1 정몽주선생묘 6 나

기념물 17 채제공선생묘 6 나

기념물 18 민영환선생묘 5 나

기념물 22 모현지석묘 6 나

기념물 25 이종무장군묘 5 나

기념물 32 유형원선생묘 6 나

기념물 104 오윤겸선생묘 6 나

기념물 169 문정공조광조묘및신도비 묘 4 다

기념물 171 저헌이석형묘및신도비 묘 6 나

기념물 172 음애이자묘역 6 나

문화재자료 44 용인미평리약사여래입상 6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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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점수 등급

용인

문화재자료 49 용인주북리지석묘 6 나

문화재자료 61 용인남사면창리선돌 5 나

문화재자료 62 용인목신리석조여래입상 6 나

문화재자료 68 용인맹리지석묘 4 다

문화재자료 92 문간공김세필묘역일원 6 나

문화재자료 111 용덕사석조여래입상 7 가

문화재자료 120 죽정최유경묘역 6 나

의왕
기념물 176 하우현성당사제관 7 가

문화재자료 98 임영대군이구묘역및사당 묘 5 나

의정부

기념물 37 정문부장군묘 4 다

기념물 88 신숙주선생묘 5 나

문화재자료 99 의정부시이동성당 6 나

문화재자료 117 의정부회룡사석조 7 가

문화재자료 133 서계박세당묘역 3 라

이천

유형문화재 107 이천어석리석불입상 5 나

유형문화재 119 소고리마애여래좌상 5 나

기념물 207 풍고김조순묘역 6 나

문화재자료 41 이천자석리석불입상 5 나

문화재자료 70 이평리석불입상 4 다

파주

유형문화재 156
파주마애사면석불

(조사 불가)
- -

기념물 34 황희선생묘 5 나

기념물 59 성혼선생묘 6 나

기념물 60 이세화선생묘 3 라

기념물 106 윤곤선생묘 3 라

기념물 128 허준선생묘 4 다

기념물 129 파주다율리,당하리지석묘군 5 나

기념물 137 심지원묘및신도비 5 나

기념물 139 정연묘 4 다

기념물 144 김덕함묘및신도비 묘 5 나

기념물 162 자유의다리 6 나

기념물 173 춘곡정탁묘역 5 나

기념물 182 파평윤씨정정공파묘역 5 나

기념물 187 유항한수묘역 6 나

문화재자료 122 사제김정국묘역 5 나

문화재자료 130 용재성현묘역 2 라

문화재자료 139
파주읍내리석조여래입상

(조사 불가)
- -



Ⅳ. 내진 안정성 기초평가

171

시 군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점수 등급

평택
기념물 56 이대원장군묘및신도비 묘 5 나

기념물 57 원균장군묘 7 가

포천

유형문화재 155 포천석조여래입상 6 나

기념물 24 이항복선생묘 6 나

기념물 35 서성선생묘 5 나

기념물 130 인평대군묘및신도비 묘 5 나

문화재자료 47 포천금현리지석묘 4 다

하남 문화재자료 82 하남시상사창동연자마 7 가

화성

기념물 13 남이장군묘 5 나

기념물 86 백천장선생묘 5 나

기념물 153 화성남양리신빈김씨묘역 5 나

기념물 168 화성홍법리남양홍씨묘역 5 나

문화재자료 121 추연우성전묘역(우하영묘역포함) 우성전묘 5 나

문화재자료 121 추연우성전묘역(우하영묘역포함) 우하영묘 5 나

표 4-27. 기타문화재 기초평가 결과 현황

기타문화재는 기초평가 조사표의 항목별 합계 점수 8점을 만점으로 7점 이상시 정상, 5-6점 

양호, 4점 보통, 2-3점 경계, 1점 이하는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타문화재의 조사대상건수 총 178건 중 118건이 ‘나’ 등급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전체 대비 65.56%의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다’ 등급이 28건으

로 15.56%에 해당하며, 위험 단계의 ‘마’ 등급의 문화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등급

합계

가 나 다 라 마

7점 이상 5-6점 4점 2-3점 1점 이하

정상 양호 보통 경계 위험

180 15 118 28 19 0

100% 8.33% 65.56% 15.56% 10.56% 0.00%

표 4-28. 기타문화재 기초평가 점수 결과표

그림 4-18. 기타문화재 기초평가 등급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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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내진 안정성 지반조사V.  내진 안정성 지반조사

1. 조사 기준 및 방법

1.1. 조사 기준

경기도 지정문화재 내진 안정성 기초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내진성능 취약 문화

재 42개소에 대해 물리탐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하부 지층 특성과 내진 안정성을 검토 

하였다.

경기도 지정문화재의 지층 특성 분석 및 내진 안정성 검토를 위하여 비파괴적인 물리

탐사를 활용하였으며, 각각의 문화재에서 표면파탐사(MASW), 굴절법 탄성파탐사, 전기비

저항탐사 중 유효한 방법을 선택하여 탐사를 수행하였다. 

탐사방법의 선정은 지정문화재의 탐사공간이 협소한 경우 좁은 공간에서도 탐사가능한 

굴절법 탄성파탐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기초지반을 확인하였으며, 탐사공간이 충분히 

필요한 표면파탐사는 선별적으로 수행하였다. 전기비저항탐사는 굴절법 탄성파탐사와 표

면파탐사를 수행한 후, 결과단면 검토과정에서 토사층이 두껍게 나타나거나 지층 이상대

가 나타나는 문화재에서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굴절법 탄성파탐사의 수신기 간격은 2.0m, 수신기 전개는 12채널 이상, 5곳 이상의 송

신점을 선택하여 자료를 취득하였으며, P파 속도단면을 도출하고 지층의 특성 및 심도를 

파악하였다.

표면파탐사의 수신기 간격은 1.0m, 수신기 전개는 12채널, 측점 간격은 2.0m로 하여 

자료를 취득하였으며, 지질 연약대를 파악하고 내진평가에 필요한 지반등급을 산출하였다.

전기비저항탐사의 전극간격은 2.0m, 전극전개는 8, 배열법은 쌍극자 배열법을 사용하

였으며, 기초조사 결과에서 지반침하, 건물 기울어짐 등 지반의 문제점이 나타나는 문화

재에서 추가적으로 탐사를 수행하여 지반 내 발달한 연약대 및 포화대를 파악하였다.

2017년 지반조사 대상 문화재는 내진 안정성 기초평가 결과를 통해 총 42개소를 선정 

했으며, 그 중 목조문화재는 27개소, 석조문화재는 14개소, 묘소는 1개소이다. 선정사유

는 대체로 기단석 파손 및 균열부의 우수유입에 따른 지반 약화, 문화재 기욺, 배수불량

에 따른 토사 유실, 지반침하 등이 있으며, 그에 따라 지층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물리탐

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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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반조사 대상 문화재 42개소(목조: 27개소, 석조: 14개소, 묘소: 1개소)

순번 시, 군 문화재명 유   형 기초평가 결과 수행 물리탐사

1 가평군 가평 하판리 지진탑 석탑
전면으로 기욺, 지대석 이완,

상층 옥개석 파손
굴절법 탄성파탐사

2 광명시
오리 이원익 종택 및 

관감당
목조문화재

배수불량으로 후면 기단의 
탈락 및 균열

굴절법 탄성파탐사

3

광주시

침괘정 목조문화재
기둥 및 바닥면 기욺, 가구부의 

비틀림
표면파탐사

4 우리절 5층석탑 석탑
지대석, 면석 간 이격,

우수 유입, 지반약화 우려
표면파탐사

5 군포시
군포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택 안채
목조문화재

안채 좌측, 후면 기단 균열 및 
이완, 지반약화 우려

굴절법 탄성파탐사

6

김포시

문수사 풍담대사 부도 
및 비

부도/비석 식비 기단 균열, 비신 파손 굴절법 탄성파탐사

7 김포향교 대성전 목조문화재
기단 상부 균열 및 우수유입, 

지반약화 우려
굴절법 탄성파탐사

8 통진향교 대성전 목조문화재
기둥 충해, 부후로 수직부재 
하부강성 약화, 전도 가능성

굴절법 탄성파탐사

9 남양주시 흥국사 성임당탑 석탑
전체적으로 기욺, 기단석 균열, 

경사면 토사유실
굴절법 탄성파탐사

10 성남시 수내동 가옥 안채 목조문화재
기단 파손, 우수유입,

지반약화 우려
표면파탐사

11 수원시 수원향교 대성전 목조문화재
처마 내밀기 불량, 기단 내 

우수유입, 지반약화 우려
굴절법 탄성파탐사

12 안산시 안산 청문당 사랑채 목조문화재
후면 기단부 균열 및 파손, 

지반약화 우려
굴절법 탄성파탐사

13

안성시

덕봉서원 사우 목조문화재 전면 기단석 미세한 침하 굴절법 탄성파탐사

14 안성 죽산리 삼층석탑 석탑
하층 기단 묻혀있음,

기단갑석 파손
표면파탐사

15 청원사 칠층석탑 석탑
높은 세장비, 지대석 침하, 

다중부재로 구성된 기단 구조
굴절법 탄성파탐사

16
안성 정무공 오정방 

고택 사랑채
목조문화재

후면 지반침하에 따른 기욺,
처짐

표면파탐사
전기비저항탐사

17 안성향교 명륜당 목조문화재
지반침하, 후면 귓기둥 초석 

중심에서 이격
굴절법 탄성파탐사

18 청룡사 삼층석탑 석탑
지대석 파손, 지속적인 지대석 

주변 토사유실
굴절법 탄성파탐사

19 안양시
안양 중초사지 

삼층석탑
석탑 지대석 이격 표면파탐사

20

양주시

나옹선사부도 및 석등 부도 배수불량 및 후면 지반침하 굴절법 탄성파탐사

21 회암사지 부도탑 부도
전체적으로 기욺, 발굴조사로 

인한 지반 불안정
굴절법 탄성파탐사

22 양주향교 대성전 목조문화재 좌측 기단부 기욺 굴절법 탄성파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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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시, 군 문화재명 유   형 기초평가 결과 수행 물리탐사

23

양평군

사나사 원증국사탑 승탑
배수시설 없는 평지로 우수가 

기단부로 유입 가능
굴절법 탄성파탐사

24 이항로선생생가 안채 목조문화재
기단 내밀기 초과로 우수 유입,

배면 경사면 불안정
표면파탐사

25
양평 창대리고가 

사랑채
목조문화재 전체적으로 기욺

표면파탐사
전기비저항탐사

26 양근향교 대성전 목조문화재 전체적으로 기욺 표면파탐사

27

여주시

강한사 강당 목조문화재
평지의 배수 불량, 기단부 이격, 

마감면 균열로 우수 유입
표면파탐사

28
여주 신륵사 원구형 

석조부도
부도 후면으로 기욺 굴절법 탄성파탐사

29

용인시

충렬서원 강당 목조문화재
후면 기단 침하, 초석 침하, 

귓기둥 중심에서 이격
표면파탐사

30 용인 어비리 삼층석탑 석탑 기단갑석 파손 굴절법 탄성파탐사

31
용인 이주국장군 고택 

안채
목조문화재

답압으로도 지반 침하, 
기단석의 파손 및 균열

굴절법 탄성파탐사

32 의정부시 노강서원 사당 목조문화재
후면 기단 균열, 파손, 
우수유입, 지반약화 우려

굴절법 탄성파탐사

33 이천시 김좌근고택 별채 목조문화재
배수 불량으로 지반 습함, 후면 

기단 이탈 우수유입 우려
표면파탐사

34

파주시

교하향교 대성전 목조문화재 건물 전체가 측면으로 기욺 굴절법 탄성파탐사

35 윤곤선생묘 묘소
지반 불안정에 의한 시설물 

파손, 토사유실
굴절법 탄성파탐사

36 김덕함묘 및 신도비 비석
배수불량으로 인한 토사유실, 

상층 옥개석 파손
표면파탐사

37 평택시 안재홍생가 목조문화재
우측면 기단석 배부름, 기단 

마감 균열로 지반약화
굴절법 탄성파탐사

38

포천시

청성사 사당 목조문화재
후면 석축 붕괴, 기단 상부 

균열, 우수유입 우려
굴절법 탄성파탐사

전기비저항탐사

39 포천향교 명륜당 목조문화재
기단석 이완, 기단 상부 균열, 

우수유입 우려
굴절법 탄성파탐사

40 하남시 광주향교 명륜당 목조문화재
전체적으로 기욺, 기둥 결구부위 

파손, 가구부 붕괴우려
표면파탐사

전기비저항탐사

41

화성시

정원채고가 안채 목조문화재 기단 및 초석 침하
표면파탐사

전기비저항탐사

42 홍승인고가 안채 목조문화재
우측 기단부 침하, 마감면 균열 

및 박락, 우수 유입 우려
굴절법 탄성파탐사

표 5-1. 지반조사 대상 문화재 4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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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경기도 지정문화재 지반조사 위치도

그림 5-1. 2017년 경기도 지정문화재 지반조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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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사 방법

1.2.1. 굴절법 탄성파탐사

1) 굴절법 탄성파탐사 개요

◦ 굴절법 탄성파탐사 기초이론

외부에서 탄성체에 힘을 가하면 탄성체 내부의 입자들 사이에 변위가 발생하며, 이 입

자들의 운동에너지는 파동의 형태로 매질 내를 전파하는데, 이를 탄성파라고 한다. 일반

적인 탄성파탐사에서는 실체파(P파 또는 S파)만을 다루는데, 탄성적 성질이 달라지는 경

계면에서 반사(Reflection), 굴절(Refraction), 회절(Diffraction) 등의 현상을 일으키며, 전

파경로가 달라진다.

스넬의 법칙(Snell's law)

그림 5-2. 경계면에서의 반사 및 굴절 모식도

                       
sinθ

i

V i
 = 

sinθ
1

V 1
 = 

sinθ
2

V 2

여기서, Vi는 입사파의 속도, V 1
은 반사파의 속도, V 2

는 굴절파의 속도,

        θ
i
는 파의 입사각, θ

1
은 반사되는 파의 각, θ

2
는 굴절되는 파의 각

입사파와 반사파의 경우 입사각과 반사각이 서로 같아 그 속도 또한 같으나, 굴절파의 

경우는 굴절경계면 상의 상하 매질의 속도비에 의해 굴절각이 결정된다. 스넬의 법칙에 

의하면, 하부 매질에서의 탄성파 전파속도가 상부 매질의 전파속도보다 클 경우 특정 입

사각에 대하여 굴절각이 90°가 되어 속도 경계면을 따라 전파하며, 이러한 현상을 임계굴

절(Critical refraction)이라 하고, 이 때의 입사각을 임계각(Critical angle)이라 한다. 임

계굴절에 의해 상부 매질과 하부매질 사이의 경계면을 따라 전파하는 굴절파를 선두파

(Head wave)라고 하며, 이러한 선두파와 직접 도달하는 직접파의 초동만을 읽어 주시곡

선을 작성하고, 각 직선의 기울기로부터 지층의 속도를 결정한 후, 각 지층의 경계면까지

의 깊이를 계산하여 지하구조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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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절법 탄성파탐사 원리

- 지표에서 인공적으로 발생된 탄성파 신호를 지표의 측선 상에 등간격으로 설치한 지

오폰을 이용하여 수신한다.

- 탄성파 초동은 직접파 또는 지층 경계면에서 임계 굴절한 굴절파를 이용한다.

- 각 수신점에 도달하는 직접파와 선두파의 초동주시를 읽어 주시곡선을 작성한다.

- 주시곡선 상에 나타나는 각 직선들의 기울기로부터 지층의 속도를 결정 각 지층경계

면까지 깊이를 계산한다.

◦ 굴절법 탄성파탐사의 장비제원

구   분 장   비   명

현장조사

Seismograph 
system

 ∙ TERRALOC PRO (ABEM, Sweden)
 ∙ 24 channel, QC 내장(SIPQC)

수진장치
 ∙ Seismic Cable 12channel(2EA)
 ∙ Geophone 중심주파수 28Hz(24EA)

발진장치
 ∙ Sludge Hammer 5kg, Trigger, 

Urethane plate

실내분석
다중채널 표면파탐사 해석프로그램

SurfSies Ver. 3.0(Kansas Geological Survey, USA)

표 5-2. 굴절법 탄성파탐사의 장비제원

  

◦ 굴절법 탄성파탐사 방법

- 탄성파의 발생원으로는 발파 또는 Sludge Hammer를 지표에 고정된 Plate에 수직 

가격하여 종파를 발생시키며, 원/근거리발파와 중앙발파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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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목적에 따라 수신기 간격을 알맞게 배열한 후 구간분할 및 중복 측정한다.

- 기록된 자료를 자료변환, 트레이스 정리, 필터링, 자동이득함수 보정 등의 전처리 과정을 수

행한 후, 초동주시를 취합하여 역산과정을 거쳐 속도분포 및 속도 토모그램으로 작성한다.

그림 5-3. 주시곡선 개념도

      

그림 5-4. 굴절법 탄성파탐사 모식도

◦ 굴절법 탄성파탐사 분석방법

- 현장 측정 자료로부터 파의 초동을 선택(first arrival picking)하여 주시곡선을 작성

하고, 각 층의 탄성파 속도를 계산한다.

- 주시곡선을 이용하여 토모그래피 역산 방식으로 반복연산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 

정밀도가 높은 지하지질 정보 파악한다.

- 해석 프로그램은 SeisImager 2D Ver.2.8로, 탐사 구간을 Cell로 세분하고 각 Cell의 

탄성파 속도를 산정하여 이미지화하는 기법으로 각 Cell 내에 최대 8개의 절점(nodal 

point)을 부여하며, 이중 가장 높은 탄성파 속도를 보이는 값을 그 Cell의 대표속도로 

선정한다.

- 결과 단면은 지층의 상세한 수직 수평적 속도 분포 상태를 수치화하여 나타내며, 이

를 세분 분석한다.

그림 5-5. 굴절법 토모그래피 방법의 해석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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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절법 토모그래피 해석

굴절파 자료해석 방법 중 기존에 사용하던 절편시간법(Ewing et al, 1939; Dooley, 

1952; Adachi, 1954; Mota, 1954), 파면법(Thornburgh, 1930), 임계거리법(Heiland, 

1963), 양단주시법(Hagiwara and Omote, 1939; Hawkins, 1961), 지연시간법(Barry, 

1967) 등은 굴절면의 경사가 10°이내이어야 하며, 얇은층 및 저속도층이 존재하지 않는 

층모델을 가정하므로 복잡한 지질구조를 정밀하게 구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굴절면 경

사에 대한 한계는 파선추적법(Ćerven et al., 1974)과 GRM 방법(Palmer, 1980) 등을 통

하여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나, 여전히 층모델을 가정하고 있어서 지형변화가 심하고 지하

지질 구조가 복잡한 환경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토모그래피 개념(Radon, 1917)을 굴절파 자료해석에 도입한 굴절파 

주시 토모그래피(Refraction travel-time tomography)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Hampson and Russell(1984)에 의하여 토모그래피 개념이 굴절파 자료해석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풍화대층의 두께와 속도(Docherty, 1992), 매몰된 폐기물 처리장의 깊이와 

형태(Lanz et al., 1998) 등을 구명하는 데에 성공적으로 적용하였으며, Hayashi․
Takahashi(2001)는 지표 및 시추공에서 측정한 굴절파 자료를 토모그래피 방식으로 해

석하여 암석의 특성을 밝힌 바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김기영․김동훈(2002)의 경주시 감

산사 부근 제4기 단층 지하구조 연구와 김기영 외(2002)의 울산단층 지질구조 연구 등에 

적용한 바 있다. 

주시 토모그래피는 매질의 속도를 도출하기 위하여 초동을 이용하는 역산의 일종으로, 

초동주시와 가장 잘 맞는 속도 모형으로부터 지하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때 얻어진 

탄성파 속도분포는 매질의 물성을 지시하며, 이를 나타낸 단면을 보통 속도 토모그램

(velocity tomogram)이라고 한다.     

탄성파 주시 t는 2차원 구조의 경우, 전파경로 S를 따라 역속도장(slowness field) u(r)

을 적분한 것이다. 즉, 

t =  ⌠⌡S
u(r( x,z))dr

로, r(x,z)는 위치벡터이다. 역속도장 u(r)을 동일한 역속도 û j (j=1, .... m)를 갖는 m개의 

크기가 같은 셀로 구성되었다고 근사적으로 표시하면, 한 측점에서 기록한 i번째 초동주시는

t i =  ∑
m

j=1
l ij û j = L iu

로 표시할 수 있으며, 여기서 lij는 j번째 셀 내의 i번째 파선의 길이를 나타낸다. 행렬 

L을 구하기 위해서 순차모델을 통한 주시 계산과정이 필요하다.

주시순차모델은 Aki and Richard(1980)가 소개한 전통적인 파선추적법인 발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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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oting method), Um and Thurber (1987)가 제안한 파원과 수신점을 잘 연결할 수 

있는 휨방법(bending method), Vidale(1988)의 유한차분법(finite difference method)을 

이용한 방법, 그래프 이론법(Moser, 1989)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Saito(2001)

가 소개한 호이겐스 원리를 응용한 방법을 사용하여 주시순차모델을 구하였다.

식 (2)를 행렬로 표시하면,

T = Lu

이 되며, 이론적으로 모델변수인 역속도는

u = L
- gT

이 된다. 여기서 L- g는 일반화된 역산연산자(generalized inverse operator)로 선형역

산 문제의 최소자승해의 경우,

L- g
 =  [ L

TL]G
Tu

이 된다(Menke, 1989). 그러나 실제로는 행렬 L- g가 매우 크고 성글어서 계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서 식 (4)를 이용해서 직접 해를 구하지 않고 

Kaczmarz 방법을 흔히 사용한다(Lo and Inderwiesen, 1994). 또한 굴절파 파선방향이 

속도분포에 따라 변하므로 근본적으로 비선형의 문제가 되며, 이러한 비선형의 문제는 주

시를 구하기 위한 순차모델과 선형역산 과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반복적 선형역산법

으로 극복할 수 있다(Hampson and Russell, 1984).

Kaczmarz 방법을 이용하여 속도분포를 구하는 데는 흔히 ART(Algebraic 

Reconstruction Technique)와 SIRT(Simultaneous Iterative Reconstruction 

Technique) 방법이 사용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SIRT 역산법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주

어진 셀을 통과하는 모든 파선에 대한 증분치를 동시에 계산한 후, 이 증분치들을 각각의 

셀에 대해 동시에 보정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오차를 줄여나가는 방법이다. 즉, N번째 반

복연산으로 구해지는  j번째 셀의 역속도 uNj 는

uNj  =  u N-1
j  + Δu j

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때 j번째 셀의 역속도(slowness) 증분치( Δuj)는 SIRT 방식에서는

Δu j=
1
Wj

∑
i
l ij

toi-∑
k
l iku k

∑
k
l2ik

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Lo and Inderwiesen, 1994). 여기서 toi는 i번째 파선의 측정

된 주시이고, l ij는 j번째 셀을 통과하는 i번째 파선의 길이이며, W j는 가중치로 j번째 셀

을 통과하는 파선의 수나 파선밀도 등이 사용된다. 이렇게 구한 증분값으로 각 셀들의 역

속도를 수정하고, 주어진 오차범위보다 작아질 때까지 수정된 모델의 주시를 다시 계산하

고 셀의 역속도를 보정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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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성파속도 및 암분류

◦ 암석의 탄성파속도

암반은 암석과 균열 등의 공극을 채운 점토나 물, 공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암석

은 광물의 집합체이다. 암석과 지반을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암광물인 석영이나 장석

의 탄성파속도는 5,500~6,500 m/s 정도이지만, 이들의 집합체인 암석내에는 광물입자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미세균열이나 고결 당시 발생한 공극 등이 존재한다. 공기의 탄성

파속도는 331.45 m/s(0℃, 1기압)이고, 물의 탄성파속도는 1,500 m/s로 어떠한 조암광물

의 탄성파속도보다 느리며, 따라서 암석내에 공극이 많으면 암석의 탄성파속도는 떨어지

는 원인이 된다. 탄성파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극 이외에 암석의 풍화진행 정도, 

고결도, 생성시기 등이 있으며, 암반내 단층파쇄대 지역처럼 균열의 발달이 많아 공극률

이 커져서 암반내에서 부분적으로 탄성파의 전파속도가 저하되는 경우도 있다.

암석 종류 탄성파 속도 암석 종류 탄성파 속도 암석 종류 탄성파 속도

셰일 2,123 편암1 4,679 화강암 2 3,692

실트암 2,318 편암2 5,289 반려암 5,042

석회암 1 3,632 편마암 3,188 휘록암 6,569

석회암 2 2,750 대리석 1 5,587 현무암 5,123

규암 4,964 대리석 2 3,642 안산암 4,776

사암 2,487 화강암 1 3,967 응회암  996

점판암 4,336

표 5-3. 일반적인 암석의 탄성파속도(m/s)

◦ 탄성파속도에 의한 암분류

토목공사를 위한 지반의 절취방법 측면에서 흙 및 암반의 구분은 도져(Dozer) 및 백호

우(Backhoe) 작업에 해당하는 토사, 리퍼 작업에 해당하는 리핑암, 그리고 발파에 의해 

절취되는 발파암으로 구분한다. 절취방법 조사는 시추조사, 현장조사, 기시공된 공사기록

의 조사, 현장 탄성파 탐사, 암석에 대한 일축압축강도와 탄성파 속도 시험 등을 통하여 

판단한다. 암질의 종류, 층리와 절리 등의 유무, 풍화정도, 시공장비 성능, 시공방법에 따

라 그 변화요인이 많으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곤란하므로 제반사항을 고려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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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D (%) 속도 지수 암   질

90 ~ 100
75 ~ 90
50 ~ 75
25 ~ 50
 0 ~ 25

0.8 ~ 1.0
0.6 ~ 0.8
0.4 ~ 0.6
0.2 ~ 0.4
0.0 ~ 0.2

매우 우수
양     호
보     통
불     량
매우 불량

표 5-4. RQD와 속도지수에 의한 분류

구  분 A 그 룹 B 그 룹

대표적인
암석명

편마암, 사질편암, 녹색편암, 각암, 석회암, 
사암, 휘록응회암, 역암, 화강암, 섬록암, 

감람암, 사문암, 유문암, 셰일, 안산암, 현무암

흑색편암, 녹색편암, 휘록응회암, 셰일, 
이암, 응회암, 집괴암

함유물 등에 의한 
시각판정

사질분, 석영분을 다량 함유하고 
암질이 단단한 것, 결정도가 높은것

사질분, 석영분 및 응회분이 거의 없는 
암석천매상의 암석

500~1000g 
햄머의 타격에 

의한 판정

타격점의 암은 작고 평평한 암편으로 되어 
흐트러지거나 거의 암분을 남기지 않는 것

타격점의 암 자신이 부서지지 않고, 
분상이되어 남으며, 암편이 별로 

흐트러지지 않는 것

암석의
분류

그룹
자연상태의
탄성파 속도

Vp(km/s)

암편의
탄성파 속도

Vp(km/s)

암편내압강도
(kgf/cm²)

비 고

풍화암
A
B

0.7~1.2
1.0~1.8

2.0~2.7
2.5~3.0

300~700
100~200  ∙ 내압강도

 ∙ 시편 : 5cm 입방체
 ∙ 노건조 : 24시간
 ∙ 수중침윤 : 2일
 ∙ 내압시험
 ∙ 시험방향(가압방향) :  Z축으로 결면에 

수직이고 탄성파속도가 가장 느린 방향
 ∙ 암편탄성파 속도
 ∙ 시편 : 두계 15~20cm 상하면이  평행

선
 ∙ 측정방향 : X축으로 결면에 평행이고 

탄성파속도가 가장 빠른 방향

연암
A
B

1.2~1.9
1.8~2.8

2.7~3.9
3.0~4.3

700~1,000
200~500

보통암
A
B

1.9~2.9
2.8~4.1

3.7~4.7
4.3~5.7

1,000~1,300
500~800

경암
A
B

2.9~4.2
4.1이상

4.7~5.8
5.7이상

1,300~1,600
800이상

극경암
A
B

4.2이상 5.8이상 1,600이상

표 5-5. 탄성파 속도에 따른 암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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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표면파탐사

1) 표면파탐사 개요

◦ 표면파탐사 개요

지반의 동적 물성치의 측정은 모든 토목구조물 설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수로 쓰

이게 된다. 동적 물성치 측정에 대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시추공 없이 측

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면파 탐사기법인 SASW와 MASW가 공학분야에 도입되어 적용

되고 있다. 이 표면파 기법 중 최근에는 지표면을 더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추정하고 표현

하기 위해 지층의 S파 속도 (Shear wave velocity)를 측정하여 2차원 분포 단면도를 작

성할 수 있는 MASW(Multi-channel Analysis of Surface Wave) 탐사가 이용되고 있다.  

다중채널분석기법 표면파탐사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 진다. 

- 첫째, 현장측정으로 그라운드 롤(ground roll) 자료를 획득하는 단계

- 둘째, 현장에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산곡선(dispersion curve),

즉 위상속도(phase velocity) 대 주파수(frequency)의 관계를 도식하는 단계

- 마지막으로, 계산된 분산곡선으로부터 반복적 역산(inversion)과정을 통하여 전단파

(횡파)속도 단면을 얻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 1차원의 전단파(횡파)속도 단면(1-D Vs 

Section)과 2차원의 전단파(횡파)속도 단면(2-D  Vs Section)을 얻게 된다. 

◦ 표면파탐사 원리 및 이론

표면파는 거의 모든 탄성파 탐사에서 쉽게 발생하고, 지하의 S파 속도구조에 따라 위상

속도(phase velocity)가 달라지는 분산성질을 나타낸다. 이 분산곡선을 역산하여 천부지

반의 S파 속도 Vs를 구하려는 연구가 80년대 이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표면 

탄성파 탐사에서 압축파 음원을 사용하였을 때, 발생되는 총 탄성파 에너지의 2~3배 보

다 많은 그라운드 롤(ground roll)의 중요 성분인 레일리파가 첨가된다(Richart et al., 

1970). 수직 속도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 표면파 각각의 주파수 성분은 각각의 독특한 주

파수( f) 성분에서 다른 진행 속도(위상속도, Cf라 불리는)를 갖는다. 이런 독특한 특성은 

각각의 주파수에 대해 다른 파장( λ
f
)으로 진행하는 결과에서 생긴다. 이 특성을 분산

(dispersion)이라 부른다.

그라운드 롤은 실체파(반사파 또는 굴절파) 탐사에서 잡음으로 생각되지만, 분산의 특

성은 표면 근처의 탄성 특성으로 추측되어 이용될 수 있다(Nazarian et al., 1983; 

Stokoe et al., 1994; Park et al., 1998). 평면파(plane wave) 또는 fundamental mode

의 레일리파의 분석을 통한 전단파(shear wave) 속도 단면의 구조는 표면파의 분산적인 

특성을 사용하는 가장 흔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Bullen, 1963). Key parameters를 분석

하는 이런 형식은 많은 지질공학 연구에서 중요한 특성인 표면 근처의 강성(stiffness)을 

평가하는데 흔히 사용된다(Stokoe et al., 1994). 게다가, 지표면 근처의 Vs 범위는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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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자료처리동안 정역학에 대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Mari, 1984).

1980년대 초반에, 지표면 근처의 Vs 단면을 만들기 위한 wave-propagation 방법을 표

면파의 스펙트럼 분석(spectral analysis of surface wave; SASW)이라 부르기 시작하였

고, 소개되었다(Nazarian et al., 1983). SASW는 충격 음원에 의해 발생되고, 한 쌍의 수

진기에 기록되어진 그라운드 롤(ground roll)의 스펙트럼 분석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많

은 지반공학 기술 연구에서 넓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Stokoe et al., 1994).

수진자료는 수진기 한 쌍의 각각의 전개 사이에서 위상 차이를 계산하여 분산곡선을 

얻어내기 위해서 주파수 영역 내에서 분석한다. 주어진 지역의 여러 범위의 전개를 위해 

거듭된 타격 기록의 필요성은 다중채널 방식으로의 전개 절차에 의해서 많은 시간과 노

동의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또한 주변의 잡음(noise)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아 해석 

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했다. 표면파의 다중채널 분석(Multichannel analysis of surface 

waves; MASW)은 이런 SASW 방법의 몇 가지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1999년부터 본격

적으로 시도 되었다. 

표면파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한 Vs 단면을 얻기 위해 사용된 전체적인 진행은 세 단계 

즉,  그라운드 롤의 획득, 분산곡선(dispersion curve)의 구성(위상속도 대 f의 그림), 계

산된 분산곡선으로부터  Vs 단면의 역산 (inversion) 과정을 포함한다. 그라운드 롤의 광

역대는 Vs 단면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최소한의 잡음으로 기록되고 산출되어야 한다. 

분산곡선을 계산하기 위해서 파의 속도를 위상속도와 주파수의 함수로 나타내었다

(McMechan and Yedlin, 1981; Stokoe et al., 1994).  Vs 단면의 역산(분산곡선의 역

산)은 반복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정 모델링(forward modeling; Stokoe et al., 1994)이

나 최소자승법(least squares approach; Nazarian, 1984)을 참조하여 계산된 분산곡선을 

사용한다. 포아송 비(Poisson's ratio)와 밀도(density)의 값은 분산곡선으로부터  Vs 단

면을 얻기 위해 필요하고, 국부적으로 측정되거나 매질의 종류에 따라 추정,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잡음(noise) 형식의 상대적인 진폭은 주파수와 소스로부터 거리

(source offset)와 함께 변한다. 보통 개개의 잡음 형식은 일관성 패턴과 도착 시간, 그리

고 각 진폭에 의해 다중채널 기록으로 확인될 수 있는 독특한 속도와 감쇠 특성을 갖는

다. swept frequency 형식으로 기록된 파장(wave field)의 분해는 주파수 위상과 소스 

옵셋에 의해 대부분의 잡음을 식별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므로 분해는 자료획득 동안 잡

음을 최소화하고 조정하기 위해 다중채널 기록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위상속도의 계산

을 위해 적절한 주파수 범위와 같은 자료 처리과정에서 변수의 선정은 다중채널 타격 기

록으로부터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다.

각 진원에서 모아진 수진자료를 분해하면, 시간 또는 주파수 영역에서 적용되어 측정된 

다중채널의 간단한 일관성은 주파수를 갖는 위상속도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주파수와 위상속도는 분산곡선을 구성하는 두 변수이다. 이것은 또한 단일의 타격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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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라운드 롤 각각의 주파수 성분의 직선 기울기를 분석하는 것에 의해 계산된 분산곡

선의 정확성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 방법에서 MASW는 다른 음향 에너지로 부

터 레일리파의 넓은 대역폭과 높은 S/N 비의 적절한 기록과 분리를 가능케 한다. 넓은 

대역폭이 전환시킨 Vs 단면의 조사 가능한 깊이와 해상도를 향상시키는 동안, 높은 S/N 

비는 계산된 분산곡선의 정확성을 향상시킨다(Rix and Leipski, 1991). 

즉, MASW 방법은 근거리 장(near-field)의 최소화, 원거리 옵셋의 효과, 자료획득의 

속도, 샘플링의 여분, 그리고 전체적인 자료의 정확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근거리 

장의 최소화와 원거리 옵셋의 효과는 적절한 현장의 구성과 옵셋의 선택, 그리고 주파수

의 처리를 통해 이루어지며, 샘플링의 여분은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수진기와 모든 수진

기의 촘촘한 간격에 의해 얻을 수 있다. 이런 MASW 탐사의 적용분야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 댐이나 제방에서의 다짐

- 연약지반의 개량 평가 

-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부지 조성 

- 포장체 구조의 품질관리 및 안전진단 

- 폐기물 처리장의 깊이에 따른 강성도 조사 

- 구조물의 안전 진단 및 강성도 평가 

- 댐이나 제방에서의 다짐

- 기반암의 심도 조사

◦ 표면파탐사 방법

표면파탐사의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 진다.

- 현장시험으로 그라운드 롤(ground roll) 자료를 획득하는 단계

- 현장에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분산곡선(dispersion curve), 즉 위상속도(phase 

velocity)  대 주파수(frequency)의 관계를 도식하는 단계

- 최종적으로, 계산된 분산곡선으로부터 반복적 역산(inversion)과정을 통하여 횡파속

도인 Vs 단면을 얻는 단계. 이 단계에서 1차원(1-D)의 Vs 단면과 2차원(2-D)의 Vs 

단면을 얻을 수 있다.

그림 5-6. 자료획득 전경 

    

그림 5-7. 분산곡선 도식

    

그림 5-8. 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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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파탐사의 장비 제원

수진기는 저주파일수록 더 깊이까지 침투하므로 저주파 지오폰을 사용하면 더욱 좋으

며, 본 탐사에 사용된 수진기는 저주파수 지오폰(4.5Hz)이다. 

구   분 장   비   명

현장조사

Seismograph 
system

 ∙ TERRALOC PRO (ABEM, Sweden)
 ∙ 24 channel, QC 내장(SIPQC)

수진장치
 ∙ Seismic Cable 12channel
 ∙ Geophone 중심주파수 4.5Hz(12EA)

발진장치  ∙ Sludge Hammer 5kg, Trigger, Urethane plate

실내분석
다중채널 표면파탐사 해석프로그램

SurfSies Ver. 3.0(Kansas Geological Survey, USA)

표 5-6. 표면파탐사의 장비 제원

그림 5-9. 탐사기(Terraloc Pro)

 

그림 5-10. 4.5Hz 지오폰

  

그림 5-11. 해머 및 우레판 플레이트

◦ 표면파탐사의 측정조건

구   분 장   비   명

측선전개
 ∙ 12채널 지오폰 전개
 ∙ 수진기 간격 1.0 m

옵셋  ∙ 최근접 지오폰과 10.0 m 이격

표면파 발진  ∙ 5 kg Sludge Hammer

측정조건  ∙ 측정조건 : Sampling interval 400㎲, record length 1600ms 

표 5-7. 표면파탐사의 측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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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파탐사의 자료획득

표면파탐사의 기본적인 현장 배치와 자료획득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공통 중

간점(CMP)의 반사법 탄성파탐사 방법과 같다. 장비 또한 기존의 반사법 탄성파탐사장비

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지 저주파수 에서 침투의 깊이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록 

필터를 갖지 않는 고출력, 저주파수 지오폰을 사용한다. 사용된 수진기는 저주파수 지오

폰(<10Hz)으로 이를 연결하여 기록 주파수대가 24개 정도일 때 효과적이다.표면파탐사 

파원은 해머나 shot gun등을 사용하며, 저주파수를 얻기 위해 더 무겁고 강한 소스를 사

용할 수 있다. 수진기 또한 저주파일수록 더 깊이까지 침투하므로 4.5Hz~10Hz의 저주파 

지오폰을 사용한다. 탄성파 기록은 최소 12채널에서 24, 48채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저주파 동적범위이면 더욱 좋다. 그리고 절대 저주파 차단 필터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림 5-12. 표면파탐사 모식도

    

그림 5-13. 표면파탐사 흐름도

◦ 표면파탐사의 자료해석(분산곡선)

분산곡선(dispersion curve)의 생성은 결국 정확한 전단파 속도(shear wave velocity)

의 단면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의 하나이다. 분산곡선은 일반적으로 위상속도

(phase velocity) 대 주파수(frequency)처럼 표현된다. 이 관계는 스윕 주파수

(swept-frequency)의 기록에서 각 성분의 선형 기울기로부터 위상속도(phase velocity)

를 계산하는 것에 의해 확립될 수 있다. 

분산곡선의 정확성은 그라운드 롤(ground roll) 자료에서 잡음의 분석과 제거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 각 주파수 성분의 뛰어난 차단 능력 때문에, 다중채널의 일관성

(coherency)의 측정(Yilmaz, 1987)은 그라운드 롤 탄성파 기록(seismogram)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분산곡선을 계산하기 위한 주파수 영역의 접근(Park et al., 1998)은 충격

(impulsive) 자료가 사용된다. 

현장에서 표면파의 자료가 획득이 되면 두 번째 단계인 분산분석(dispersion analysis)

을 수행한다. 'SurfSei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먼저, 전처리 과정에서 적절한 주파수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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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증분 그리고, 위상속도의 적당한 경계를 선택한다. 그런 다음 분산의 특징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오버톤(overtone) 분석을 하고, 주파수와 위상속도 등 각 변수의 범위

를 결정하여 최종적으로 분산곡선을 얻는다.

그림 5-14. 표면파 자료

        

그림 5-15. 분산곡선

◦ 표면파탐사의 자료해석(역산)

Vs 단면은 분산자료(dispersion data)와 추정된 포아송 비(Poisson's ratio), 그리고 밀

도를 요구하는 반복적인 역산(inversion)과정에 의하여 계산된다. 이 과정에서 최소 자승 

접근법(least squares approach)은 역산과정의 자동화를 허용하였다(Xia et al., 1999). 

이 방법의 사용으로 단지 Vs는 포아송 비(Poisson's ratio)와 밀도(density), 그리고 역산

(inversion) 동안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모델의 두께를 가지고 각각의 반복 후에 새롭게 

갱신된다.

 초기 토양(soil)의 모델은 반복적인 역산과정을 위해 시작점(starting point)을 지정해

야 할 필요가 있다. 초기 모델은 속도(P파, S파 속도), 밀도, 그리고 두께 변수로 구성되

어 있다. 이들 네가지 변수들은 Vs 연산방식의 수렴이 신뢰성을 갖는데 가장 중요한 영

향을 갖는다(Heukelom and Foster, 1960; Vardoulakis and Vrettos, 1988). 깊이 zf에

서 Vs는 파장( λ
f
)이 다음 관계식을 만족하는 주파수에서 측정된 위상속도( Cf)의 1.09배

인 것처럼 초기 Vs단면은 정의된다. 

zf = aλ f

 하나의 역산방법(Xia et al., 1999)은 초기모델의 넓은 범위에서 믿을 수 있는 결과로 

수렴하는 진행 절차로 검증된다.

 사용된 프로그램인 ‘SurfSeis’는 Xia et al.(1991)로부터 역산의 연산방식을 채택하였

고, 반복 횟수와 최대 RMSE(root mean squares error) 선정, 그리고 층(layer)의 수와 

정지 기준 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역산 과정의 변수와 범위가 선택되면 위에서 얻어진 

분산곡선을 가지고 자동으로 계산하여 전단파 속도인 Vs(shear wave velocity)의 단면

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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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역산 후 전단파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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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전단파 속도단면의 예

2) 전단파속도에 의한 지반분류

◦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의 일관성유지를 위하여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정하여 활

용하도록 하였다.

◦ 지역에 따른 설계지진의 세기

- 지진구역 및 지진구역계수(Z, 재현주기 500년 기준)

구   분 행정구역 지진구역계수(Z)

I

시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세종

0.11g

도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강원 남부*

II 도 강원 북부**, 제주 0.07g

* 강원 남부 : 영월, 정선, 삼척, 강릉, 동해, 원주, 태백
** 강원 북부 : 홍천, 철원, 화천, 횡성,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춘천, 속초

표 5-8.  지진구역 및 지진구역계수(Z, 재현주기 500년 기준)

※ 2013년 12월 13일 공표( 전 소방방재청 공고 제2013-179호)

- 위험도계수(I)

재현주기 50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2,400년 4,800년

위험도계수(I) 0.4 0.57 0.73 1.0 1.4 2.0 2.6

표 5-9.  위험도계수(I)

※ 2013년 12월 13일 공표( 전 소방방재청 공고 제2013-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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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수평지반가속도(S)

‘유효수평지반가속도(S)’란 지진하중을 산정하기 위하여 국가지진위험지도나 행정구역

을 기준으로 제시된 암반지반의 수평지반운동수준을 말한다.

행정구역에 의한 방법으로 재현주기에 따른 유효수평지반가속도(S)는 지진구역계수(Z)

에 각 재현주기의 위험도계수(I)를 곱하여 결정한다.

                          S = Z × I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이용하여 결정한 유효수평지반가속도(S)는 행정구역에 의한 방법으

로 결정된 유효수평지반가속도(S) 값의 80% 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 지반의 분류

‘지반분류’란 국지적인 토질조건과 지표 및 지하 지형이 지반운동에 미치는 정도를 공

학적인 특성에 근거하여 지반을 분류하는 등급을 말한다.

국지적인 토질조건, 지표 및 지하 지형이 지반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①에서부터 ③까지를 따른다.

① 내진설계를 위한 지반분류는 기반암의 깊이(H)와 기반암 상부 토층의 평균 전단파

속도(VS,Soil)에 근거한다.

② 지반은 아래 표와 같이 S1, S2, S3, S4, S5, S6 등 6종류로 분류한다.

③ 토층의 평균 전단파속도(VS,Soil)는 탄성파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지반종류 지반종류의 호칭
분류기준

기반암* 깊이, H(m)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

Vs,soil(m/s)

S1 암반 지반 1 미만 -

S2 얕고 단단한 지반
1 ~ 20 이하

260 이상

S3 얕고 연약한 지반 260 미만

S4 깊고 단단한 지반
20 초과

180 이상

S5 깊고 연약한 지반 180 미만

S6 부지 고유의 특성 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요구되는 지반

표 5-10.  표면파탐사의 지반분류기준

*전단파속도 760m/s 이상을 나타내는 지층

※기반암 깊이와 무관하게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가 120m/s 이하인 지반은 S5 지반으로 분류

S1 : 전단파속도가 760m/s이상인 기반암의 깊이(H)가 1m 미만인 지반

S2 : H ≤ 20m이고, VS,Soil ≥ 260m/s인, 기반암 깊이가 얕고 단단한 지반

S3 : H ≤ 20m이고, VS,Soil < 260m/s인, 기반암 깊이가 얕고 연약한 지반

S4 : H > 20m이고, VS,Soil ≥ 180m/s인, 기반암 깊이가 깊고 단단한 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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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5 : H > 20m이고, VS,Soil < 180m/s인, 기반암 깊이가 깊고 연약한 지반

S6 : 부지 고유의 특성 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요구되는 다음 경우에 속하는 지반 

① 액상화가 일어날 수 있는 흙, 예민비가 8이상인 점토, 붕괴될 정도로 결합력이 약한 

붕괴성 흙과 같이 지진하중 작용 시 잠재적인 파괴나 붕괴에 취약한 지반

② 이탄 또는 유기성이 매우 높은 점토지반(지층의 두께 > 3m)

③ 매우 높은 소성을 띤 점토지반(지층의 두께 > 7m이고, 소성지수(PI; Plasticity 

Index) > 75)

④ 층이 매우 두껍고 연약하거나 중간 정도로 단단한 점토(지층의 두께 > 36m)

⑤ 기반암이 깊이 50m를 초과하여 존재하는 지반

※예외 : 기반암 깊이와 무관하게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가 120m/s 이하인 지반은 S5 지반으로 분류

부지 고유의 특성 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요구되는 지반, 즉 S6로 분류할 때는 상기 

S6에 대한 정의에서 제시한 기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해당 부지가 이 기준과 일치

하면 그 부지는 지반 종류 S6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부지 고유의 특성 평가 및 지반응답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 기반암에 대한 정의

기반암은 전단파속도 760m/s 이상을 나타내는 지층이다.

◦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Vs,soil)

구조물 기초저면선(BL.) 하부구간에서의 각 지층의 두께를 고려한 평균 전단파 속도

(30m에 대한 속도)를 산정하기 위해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여기서, d i = 토층 i의 두께(m)

          υ
si
 = 토층 i의 전단파 속도(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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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전기비저항탐사

1) 전기비저항탐사 개요

전기비저항탐사(Resistivity)는 인공적으로 지하에 전류를 흘려보내, 이때 발생하는 전

위 분포로부터 전기비저항을 구하여 지하정보를 얻는 방법이다. 전기비저항탐사의 한 방

법인 유도분극(IP)탐사는 지하에 흘려보낸 일정한 전류를 갑자기 차단할 때 발생하는 2차 

전위를 측정함으로써 지반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이며, 자연전위(SP)탐사는 자연 현상 또

는 인위적인 작용에 의해 지하에서 발생되는 전위의 분포를 측정함으로써, 주로 지하수 

유동과 황화광물을 탐사하는 방법이다.

전기비저항탐사는 지반의 전기적 성질을 조사하는 탐사법이기 때문에, 지층이 다를지라

도 전기적 성질이 같으면 이를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 반면, 같은 지층일지라도 물을 함

유하고 있는 상태에 따라 전기적 성질이 달라진다면 이를 구별하는 것은 가능하다. 전기

비저항탐사는 수평 탐사, 수직 탐사(1차원 탐사;사운딩), 2차원 탐사, 3차원 탐사가 있지

만 대부분은 2차원 탐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 전기비저항탐사 원리

지구의 내부를 이루고 있는 암석들은 암석의 공극률, 공극내의 유체의 성질, 유체의 포

화도(saturation), 조암광물의 종류, 암석 구성 입자의 크기 및 성질, 암석의 고화도, 점토

광물의 존재 여부 등 암석 자체의 성질과 파쇄대, 균열대, 단층 등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

해 각기 다른 전기비저항 값을 갖게 된다. 전기비저항 탐사에서는 이러한 지하의 전기비

저항 분포를 알아내서 지하구조를 규명하게 된다.

전기비저항은 암석시료에 전류 I  를 흘려보내고 시료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차를 측정

하여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된다.

  

  





   (ohm-m)

전기비저항 ρ 는 물체의 모양, 크기에는 관계없는 물체의 전기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

로 단위는 ohm-m가 된다.

암석의 전기비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 암석내의 유체 함량 및 공극의 연결성

- 유체의 이온 농도

- 유체의 온도

- 점토광물의 함량 등이다.  

이중 유체 함량 및 공극의 연결성은 암석의 종류 및 지질학적 변형에 크게 좌우되므로 

전기비저항 탐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암석의 종류에 따른 대략적

인 전기비저항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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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암 석 종 류 전기비저항 범위(ohm-m)

화성암

화강암 (Granite) 300 ~1,000,000

화강반암 (Granite porphyry) 4,500(습윤시)~1,300,000(건조시)

장석반암 (Feldspar porphyry) 4,000(습윤시)

섬록암 (Diorite) 10,000~100,000

반암 (Porphyrite) 10~50,000(습윤시)~3,300(건조시)

석영안산암 (Dacite) 20,000(습윤시)

안산암 (Andesite) 45,000(습윤시)~170(건조시)

휘록암(여러종류) (Diabase) 20~50,000,000

반려암 (Gabbro) 1,000~1,000,000

현무암 (Basalt) 10~13,000,000(건조시)

감람반려암 (Olivine norite) 1,000~60,000(습윤시)

감람암 (Peridotite) 3,000(습윤시)~6,500(건조시)

변성암

응회암 (Tuffs) 2,000(습윤시)~100,000(건조시)

흑연편암 (Graphite schist) 10~100

점판암(여러종류) (Slates) 600~40,000,000

편마암(여러종류) (Gneiss) 68,000(습윤시)~3,000,000(건조시)

스카른 (Skarn) 250(습윤시)~250,000,000(건조시)

규암(여러종류) (Quartzites) 10~200,000,000

퇴적암

셰일(응고된) (Consolidated shales) 20~2,000

이질암 (Argillites) 10~800

역암 (Conglomerates) 2,000~10,000

사암 (Sandstones) 1~640,000,000

석회암 (Limestones) 50~10,000,000

백운암 (Dolomite) 350~5,000

점토(습윤시) (Unconsolidated clay) 20

이회암 (Marls) 3~70

점토 (Clays) 1~100

충적층 및 모래 (Alluvium and sands) 10~800

표 5-11.  암석 종류에 따른 전기비저항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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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암석의 대략적인 전기비저항 분포범위

전기비저항 탐사기는 전원과 연결되어 있는 전류계를 통해 두 개의 전류전극에 전원을 

공급해준 후, 두 개의 전위전극과 연결되어 있는 전위계를 통해 전위차를 측정하여, 이를 

흘려준 전류로 나눈 값 즉 저항 값을 읽게 된다.

그림 5-19. 전기비저항탐사기 모식도

  

그림 5-20. 전기비저항탐사 모식도

아래 그림의 (a)와 같이 전기비저항이 균일한 지하매질에 전류 전극 과 를 통해 

일정한 전류를 흘려주면 이 전류는 그림과 같이 전류 경로를 통해 에서 로 흘러간

다. 이때 이 전류 경로에 수직하게 같은 값의 전위를 갖는 등전위선이 형성되는데 이 등

전위선은 지면까지 이어지게 된다. 지표의 전위전극 P1과 P2 사이에 전위계를 설치하여 

두 전극사이의 전위차를 측정한다. 전류전극과 전위전극의 위치, 흘려준 전류량과 측정된 

전위차를 이용하면 균질한 지하 매질의 정확한 참 비저항 값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b)와 같이 전기비저항이 이상체가 지하에 존재하게 되면 전류는 전기비저항이 낮은 물질 

쪽으로 더 많이 흐르게 되어 결국 전류 경로에 수직인 등전위선에 변형을 일으키고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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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측정되는 전위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로부터 지표면에서 측정한 전위차를 

이용하여 지하매질의 전기적인 이상대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겉보기 비저항을 얻을 

수 있다. 전기비저항 탐사는 지하에 일정한 전류를 흘려보낸 후, 전위차를 측정하여 겉보

기 비저항을 구하고 이를 해석하여 지하의 지질구조, 파쇄대나 균열대, 지하수 등의 분포

를 파악하는 탐사방법이다.  

그림 5-21. 전류의 이동경로 (b)의 사각형 영역에서 저비저항 물질에 의한 왜곡현상

과거 70년대 말, 80년대 중반까지 국내의 전기비저항탐사는 주로 지하수 탐사에 적용

되어 왔으며, 이때 사용되었던 방법이 슐럼버져 배열(Schlumberger Array)을 채용한 수

직탐사였다. 수직탐사는 지하의 물성이 조사 측점의 하부에서 수직방향으로만 변화하고 

수평 방향으로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 즉 전기비저항 분포가 심도만의 함수라는 가정

에서 탐사자료를 획득하고 해석하는 1차원 전기비저항 탐사방법이다. 이와 같은 가정은 

수평적인 층서구조가 주를 이루는 지질환경에서는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

내의 지질은 결정질 암반으로 구성되며, 지하수 탐사나 지반조사에 있어서 주 이상대가 

되는 파쇄대 또는 연약대는 대부분 수직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물성의 1차원적 분

포라는 수직탐사의 기본 가정에 위배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좀 더 정확한 정

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2차원적인 전기비저항 탐사법이 등장하고, 지반조사나 지하수 탐

사에 있어서 주를 이루게 되었다.

2차원 전기비저항 탐사는 지하의 물성이 조사 측선 하부 단면상에서만 변화하며 측선

에 수직인 방향으로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 즉 전기비저항의 분포가 2차원적이라는 

가정 하에서 탐사를 수행하고, 측정자료를 해석하는 탐사법이다. 그러므로 2차원 탐사에

서는 전극이 탐사 측선상에 국한되며, 측선을 벗어나지 않는다.

전기비저항 탐사에 사용되는 전극배열법은 단극(Pole-Pole), 단극-쌍극자(Pole 

-Dipole), 쌍극자(Dipole-Dipole), 슐럼버져(Schlumberger), 웨너(Wenner), 변형된 단극

(Modified Pole-Pole), 변형된 쌍극자(Modified Dipole-Dipole) 배열 등이 있으며, 다음 

그림은 이들 각종 배열법의 모식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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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전기비저항탐사 전극배열법

현장탐사 측면에서 단극-쌍극자 배열이나 단극 배열의 경우에는 원거리 접지 전극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다른 탐사에 비하여 탐사 작업 효율이 떨어진다. 한편 슐럼버져 및 웨

너 배열은 측정자료가 포함하는 정보의 양이 다른 배열에 비하여 작다. 이들 다양한 전극

배열법들 중 가장 분해능이 높은 전극배열법은 쌍극자 배열이며, 슐럼버져, 단극-쌍극자, 

웨너, 단극 배열의 순서로 영상의 분해능이 감소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반면에 측정자

료의 질을 의미하는 신호대 잡음비(S/N Ratio)는 쌍극자 배열이 가장 낮으며, 슐럼버져, 

단극-쌍극자, 웨너, 단극 배열의 순서로 증가된다. 이는 측정되는 포텐샬 값의 절대 크기

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전기비저항이 매우 낮은 지역에서는 측정값이 낮아지므로, 

분해능은 쌍극자 배열보다 낮으나 좀 더 높은 측정값을 보장할 수 있는 단극-쌍극자 배

열이나, 혹은 단극 배열을 채용함이 바람직하다. 변형된 전극배열은 이러한 단점인 해상

도 손실을 최소화 하고 신호대 잡음비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전극배열법이다.

쌍극자 배열법으로 얻어진 측정값은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전위 전극 중심과 전

류 전극의 중심에서 45ﾟ로 비스듬히 선을 그어 만나는 점에 기록한다.  현장에서 측정된 

저항(∆ )을 겉보기 비저항으로 환산하여 겉보기 비저항 단면을 얻을 수 있다.

국내의 경우는 외국에 비하여 전기비저항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며, 따라서 많은 경우 

분해능이 가장 높은 쌍극자 배열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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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쌍극자 배열법

◦ 전기비저항탐사의 장비 제원

구   분 장   비   명

현장조사

 ∙ Terrameter LS (ABEM, Sweden)
   - 출력 : 2,500 mA
   - 채널수 : 12 Channel
   - 최대 16,320 전극 연결
   - USB port(2EA), LAN(PC connect)

 ∙ 전극봉(T형 Steel stick)
 ∙ Cable 21 takeout(2set)

실내분석
 ∙ 전기비저항 해석프로그램
   - Dipro for Windows Ver. 4.0

표 5-12.  전기비저항탐사의 장비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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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비저항탐사 방법

- 조사 지역에 대한 고찰을 통해 측선 설정

- 해석하고자 하는 심도에 따라 적절하게 측선별로 전극 간격 선정

- 현장 탐사

     ① 측량 자료 및 줄자 등을 통한 측점 위치 선정  

     ② 측점 위치에 전극 설치

     ③ 전선을 각 전극에 연결   

     ④ Multimeter(Tester)를 통해 각 측점의 접촉 저항 측정

     ⑤ 접촉 저항이 불량한 곳에 대해서 염수 주입 또는 측점 위치 조정

     ⑥ 전류 전극에 전류를 보내준 후 전위 전극을 통해 전위차 측정

     ⑦ 해당 측선에 대한 최종적인 가단면도 작성

2) 전기비저항탐사 자료처리 및 해석방법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로 얻어지는 자료는 지하의 참 비저항 값이 아닌 겉보기 비저항 

값이다. 따라서 얻어진 겉보기 비저항 값을 이용하여 지하의 참 비저항 값을 알아내기 위

해서는 적절한 역산 및 해석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쌍극자배열 및 변형된 단극배열의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는 2차원 가단면도이다. 탐사 

현장에서의 정성적인 해석은 이 가단면도에 의존하며, 측정 자료로부터 정확한 지하 비저

항 분포를 알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의한 해석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컴퓨터를 

이용한 정량적 해석 방법으로는 역산을 이용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된다. 역산을 이용하는 

방법은 주어진 가상 지하구조로부터 이론 자료를 계산하고, 그 이론 자료와 현장 탐사자

료간의 오차로부터 그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하구조를 계산하며 이러한 과정을 오

차가 원하는 값 이하가 될 때까지 컴퓨터가 반복 수행한다. 본 조사에서는 역산 결과의 

안정성 및 분해능 향상을 위하여 ACB(Active Constraint Balancing) 역산 알고리듬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기비저항 탐사 해석 소프트웨어인 DIPRO for Windows를 이

용하였다. 

전기비저항 탐사에서 지하에 공급된 전류에 의한 지하 매질내의 전위 분포 양상은 주

로 지하 매질의 전기비저항 분포에 좌우된다. 그러나 전위 분포는 지하 매질의 물성뿐 아

니라 지형구조(Topography Structure)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지형이 험한 지형

조건에서 획득한 탐사 자료는 지형효과를 보정하여야 한다. 지형효과를 보정하기 위해서

는 지형이 없는 균질한 모델과 측정자료와 동일한 지형만 존재하는 균질한 모델을 구성

하여 각각에서의 모델링을 수행하여, 균질 매질의 참 전기비저항 ρ
true

와 지형효과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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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겉보기 비저항 ρ
topo

를 계산한다. 그리고 측정된 겉보기 비저항 ρ
a
에 아래의 수

식과 같이 계산된 비저항 값을 곱해서 지형 보정된 겉보기 비저항 ρ
cor

를 계산한다. 하

지만, 최근에는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역산시 지형이 고려된 모델을 구성하여 모형반응

을 계산하므로 별도의 지형보정 없이 지형에 의한 영향을 완벽히 제거하고 있다.

cortopo

true

◦ 자료처리 및 해석

- 가단면도상의 측정값을 자료처리 소프트웨어에 입력

- 측점별로 측점 좌표 및 지형값 입력  

- 지형 보정

- 자료의 질에 따라 적절한 역산 변수를 설정하여 역산 수행

- 지하 매질의 전기비저항 단면도 작성 

- 정밀지표지질 조사 및 시추 자료 검토

- 이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분석하여 종합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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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리탐사 조사서

2.1. 가평 하판리 지진탑

가평 하판리 지진탑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등사길 34의 현등사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지진탑의 상태는 지대석이 이완되어 있으며, 전면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고, 상층 옥

개석이 파손된 상태이다. 현등사 108계단의 위쪽 사면에 석탑이 위치하고 있으며, 석탑 

전면부 지반에는 약간의 노두가 드러나 있다. 탐사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각각의 측선 길

이는 14.0m이며, 지층의 분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굴절법 탄성파탐사를 수행하였다.

◦ 측선위치도

그림 5-24. 가평 하판리 지진탑 측선위치도

측선번호 측선 길이 수신기 간격 발파횟수 샘플링 간격 데이터 개수

SE-1 14.0m 2.0m 7회 200μs 1024개

SE-2 14.0m 2.0m 7회 200μs 1024개

총 측선 길이 28.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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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전경

그림 5-25. 가평 하판리 지진탑 현장전경(굴절법 탄성파탐사)

◦ 지형 및 지질

그림 5-26. 가평 하판리 지진탑 지형 및 지질

- 행정구역상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운악리에 위치하고 있다.

- 운악산(△935.5m) 중턱에 자리 잡아 험준한 산계를 이루고 있으며, 동쪽으로 조종천

이 북에서 남으로 이어져 있다.

- 조사 지역의 지질은 중생대 쥬라기의 함석류석 흑운모화강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

를 부정합으로 피복하는 신생대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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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결과

그림 5-27. 가평 하판리 지진탑 SE-1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0.3 0.4 0.4 0.3 0.4 0.4 0.7 0.8 0.7

- 전반적으로 각각의 지층이 지표면과 평행한 양상으로 존재하며, 풍화암 및 기반암의 출현심도

가 매우 얕다. 부분적으로 노두가 나타나며, 지반침하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그림 5-28. 가평 하판리 지진탑 SE-2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0.3 0.6 0.4 0.4 0.7 0.5 0.9 1.2 1.0

- 현재 지진탑은 전면으로 약간 기울어진 상태로 탐사결과에서 특이한 이상대는 나타나지 않

으나, 급경사 사면 하단에 지진탑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경사면 토사 유실에 따른 밀림현상

에 의한 기울어짐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경사면의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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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광명 오리 이원익종택 및 관감당

광명 오리 이원익종택 및 관감당은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347번길 5-6에 위치하고 있

다. 조사대상은 관감당으로 현재 관감당의 후면부에는 배수시설이 없어 배수가 불량한 상

태로 후면 기단의 탈락 및 균열이 있으며, 전면부 우측 끝부분에는 콘크리트 보강이 이루

어져 있으나, 전반적으로 지반이 무른 상태이다. 탐사공간은 협소하였으며, 지층의 분포상

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감당의 후면부와 전면부에 각각 16.0m, 20.0m의 측선 길이로 

굴절법 탄성파탐사를 수행하였다.

◦ 측선위치도

그림 5-29. 광명 오리 이원익종택 및 관감당 측선위치도

측선번호 측선 길이 수신기 간격 발파횟수 샘플링 간격 데이터 개수

SE-1 16.0m 2.0m 6회 200μs 1024개

SE-2 20.0m 2.0m 6회 200μs 1024개

총 측선 길이 36.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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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전경

그림 5-30. 광명 오리 이원익종택 및 관감당 현장전경(굴절법 탄성파탐사)

◦ 지형 및 지질

그림 5-31. 광명 오리 이원익종택 및 관감당 지형 및 지질

- 행정구역상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347번길의 충현박물관에 위치하고 있다.

- 서쪽으로 구름산(△237.0m)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고 동저의 붕적지 양상을 보인다.

- 조사 지역의 지질은 신생대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의 석회암 및 

편마암을 피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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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결과

그림 5-32. 광명 오리 이원익종택 및 관감당 SE-1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2.1 2.2 2.2 2.0 2.8 2.3 4.2 5.0 4.5

- 측선 시점부로 갈수록 기반암(연암)의 깊이가 약간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나, 정도는 

미미하다.

- 배수불량에 의한 기단 탈락, 균열로 파악되며, 추후 보수가 요구된다.

그림 5-33. 광명 오리 이원익종택 및 관감당 SE-2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0.9 1.6 1.3 1.7 2.1 1.8 2.6 3.5 3.1

- 측선 7~17m 구간에서 풍화암 및 기반암 출현심도가 약간 깊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V. 내진 안정성 지반조사

209

2.3. 광주 침괘정

광주 침괘정은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591-1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침괘정

의 상태는 기둥 및 바닥면이 기울어져 있으며, 가구부이 비틀려 있는 상태로써 지반침하

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 침괘정 후면부 구간에 탐사공간이 충분하여 표면파탐사를 수행

하였다. 표면파탐사를 통해 지질 연약대를 파악하고,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지반등급을 산

출하였다.

◦ 측선위치도

그림 5-34. 광주 침괘정 측선위치도

측선번호 측선 길이 수신기 간격 소스 옵셋 측정간격 샘플링 간격 데이터 개수

MASW-1 26.0m 1.0m 10.0m 2.0m 400μs 4096개

총 측선 길이 26.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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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전경

그림 5-35. 광주 침괘정 현장전경(표면파탐사)

◦ 지형 및 지질

그림 5-36. 광주 침괘정 지형 및 지질

- 행정구역상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591-1에 위치하고 있다.

- 전반적으로 산악지형으로 동쪽에 남한산(△522.0m), 남쪽에 비봉산이 위치하며, 342

번 지방도가 동-서 방향으로 놓여있다.

- 조사 지역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의 호상흑운모편마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부

정합으로 피복하는 신생대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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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결과

그림 5-37. 광주 침괘정 MASW-1 결과단면 

전단파 
속도범위(m/s)

Depth
(m)

평균 전단파속도
(m/s)

지반
종류

지반종류의 호칭
분류기준

기반암* 깊이, 
H(m)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
Vs,soil(m/s)

180 미만 0~1 161 S1 암반 지반 1 미만 -
S2 얕고 단단한 지반

1 ~ 20 이하
260 이상180~360 1~2 303

S3 얕고 연약한 지반 260 미만
360~760 2~21 519

S4 깊고 단단한 지반
20 초과

180 이상
760~1,500 21~30 867 S5 깊고 연약한 지반 180 미만
1,500 초과 - - S6 부지 고유의 특성 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요구되는 지반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Vs,soil(m/s)










 

지반분류는 S4에 해당-깊고 단단한 지반

- 광주 침괘정의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따른 지반분류는 S4에 해당하며, 깊

고 단단한 지반으로 분류된다.

- 시점부에서 전단파속도 760m/s 이상의 층이 깊어지는 양상이 나타나며, 이는 침괘

정의 기둥 및 바닥면이 기울어져 있는 구간과 일치한다. 비교적 깊은 15m 이상의 

하부에서 나타나는 이상대로 상부 지반침하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단정 지을 수 없으

나, 추후 오랜 시간에 걸쳐 침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관찰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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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광주 우리절 5층석탑

광주 우리절 5층석탑은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시어골길 166-31의 우리절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우리절 5층석탑의 상태는 지대석, 면석 간 이격이 발생하였으며, 그 틈으로 

우수가 유입되어 지반약화가 우려되는 상태이다. 우리절 5층석탑 전면 구간에 탐사공간이 

충분하여 표면파탐사를 수행하였다. 표면파탐사를 통해 지질 연약대를 파악하고, 내진성

능평가를 위한 지반등급을 산출하였다.

◦ 측선위치도

그림 5-38. 광주 우리절 5층석탑 측선위치도

측선번호 측선 길이 수신기 간격 소스 옵셋 측정간격 샘플링 간격 데이터 개수

MASW-1 14.0m 1.0m 10.0m 2.0m 400μs 4096개

총 측선 길이 14.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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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전경

그림 5-39. 광주 우리절 5층석탑 현장전경(표면파탐사)

◦ 지형 및 지질

그림 5-40. 광주 우리절 5층석탑 지형 및 지질

- 행정구역상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시어골길 166-31에 위치하고 있다.

- 우리절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정광산(△563.0m), 남쪽으로 태화산(△644.0m) 등의 

산이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산악지형이다.

- 조사 지역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의 흑운모편마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부정합

으로 피복하는 신생대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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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결과

그림 5-41. 광주 우리절 5층석탑 MASW-1 결과단면

전단파 
속도범위(m/s)

Depth
(m)

평균 전단파속도
(m/s)

지반
종류

지반종류의 호칭
분류기준

기반암* 깊이, 
H(m)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
Vs,soil(m/s)

180 미만 - - S1 암반 지반 1 미만 -
S2 얕고 단단한 지반

1 ~ 20 이하
260 이상180~360 0~2 306

S3 얕고 연약한 지반 260 미만
360~760 2~14 489

S4 깊고 단단한 지반
20 초과

180 이상
760~1,500 14~30 1,063 S5 깊고 연약한 지반 180 미만
1,500 초과 - - S6 부지 고유의 특성 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요구되는 지반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Vs,soil(m/s)








 

지반분류는 S2에 해당-얕고 단단한 지반

- 광주 우리절 5층석탑의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따른 지반분류는 S2에 해당

하며, 얕고 단단한 지반으로 분류된다.

- 상부에서 석탑하부 다짐에 의해 주변보다 단단한 층이 나타나며, 외관상 지반침하 흔

적이 나타나지는 않으나, 전단파속도 760m/s 이상의 층이 측선거리 4m 부근에서 급

격히 깊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우리절 5층석탑의 지대석, 면석 간 이격의 발생 

원인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추후 오랜 시간에 걸쳐 침하가 발

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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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군포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택 안채

군포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택은 경기도 군포시 속달로 110번길 20-11에 위치하고 있

으며,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 안채 좌측 및 후면, 전면 기단 균열 및 이완으로 

지반약화가 우려되는 상태이며, 전반적으로 지반이 무르고 습한 상태이다. 탐사공간은 협

소하였으며, 지층의 분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종택 안채 좌측부와 전면부에 각각 

14.0m, 22.0m의 측선 길이로 굴절법 탄성파탐사를 수행하였다.

◦ 측선위치도

그림 5-42. 군포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택 측선위치도

측선번호 측선 길이 수신기 간격 발파횟수 샘플링 간격 데이터 개수

SE-1 14.0m 2.0m 6회 200μs 1024개

SE-2 22.0m 2.0m 6회 200μs 1024개

총 측선 길이 36.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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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전경

그림 5-43. 군포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택 안채 현장전경(굴절법 탄성파탐사)

◦ 지형 및 지질

그림 5-44. 군포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택 지형 및 지질

- 행정구역상 경기도 군포시 속달로 110번길 20-11에 위치하고 있다.

- 북쪽으로 수리산(△475.0m)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많은 고속도로와 지하철이 

위치한다.

- 조사 지역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의 석영장석질의 안구상 및 부분적으로 반상변정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부정합으로 피복하는 신생대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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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결과

그림 5-45. 군포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택 SE-1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0.6 1.5 1.0 0.8 2.0 1.3 1.6 3.5 2.3

- 측선 시점에서 풍화암 및 기반암 출현심도가 약간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며, 그에 따

라 부분 침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관찰이 필요하다.

그림 5-46. 군포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택 SE-2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1.3 2.2 1.7 1.5 2.6 2.0 3.0 4.2 3.7

- 측선 시점부에서 풍화암 및 기반암 출현심도가 약간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며, 현재 

기단탈락 및 이완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부분 침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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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김포 문수사 풍담대사 부도 및 비

김포 문수사 풍담대사 부도 및 비는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산37의 문수사에 위

치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문수사 풍담대사 비이다. 문수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 

석비 기단의 균열, 비신이 파손된 상태이다. 탐사공간은 협소하였으며, 지층의 분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풍담대사 부도 및 비의 좌, 우측에 각각 26.0m의 측선 길이로 굴절법 

탄성파탐사를 수행하였다.

◦ 측선위치도

그림 5-47. 김포 문수사 풍담대사 부도 및 비 측선위치도

측선번호 측선 길이 수신기 간격 발파횟수 샘플링 간격 데이터 개수

SE-1 26.0m 2.0m 6회 200μs 1024개

SE-2 26.0m 2.0m 6회 200μs 1024개

총 측선 길이 5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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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전경

그림 5-48. 김포 문수사 풍담대사 부도 및 비 현장전경(굴절법 탄성파탐사)

◦ 지형 및 지질

그림 5-49. 김포 문수사 풍담대사 부도 및 비 지형 및 지질

- 행정구역상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산37의 문수사에 위치하고 있다.

- 문수산(△376.0m)에 자리잡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다.

- 조사 지역의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의 저색역암, 저색세립 사암, 저색실트암이 분포하

고 있으며, 이를 부정합으로 피복하는 신생대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된다.



경기도 지정문화재 내진 안정성 평가보고서

220

◦ 탐사결과

그림 5-50. 김포 문수사 풍담대사 부도 및 비 SE-1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0.4 1.3 1.0 0.6 1.3 1.0 1.2 2.5 1.9

- 전반적으로 각각의 지층이 지표면과 평행한 양상을 보이며, 이상대는 나타나지 않는

다. 기단 균열 및 비신 파손은 지반침하의 문제가 아닌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

으로 추정된다.

그림 5-51. 김포 문수사 풍담대사 부도 및 비 SE-2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0.8 1.2 1.0 0.9 1.4 1.0 1.8 2.6 2.0

- 전반적으로 각각의 지층이 지표면과 평행한 양상을 보이며, 이상대는 나타나지 않는

다. 기단 균열 및 비신 파손은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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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김포향교 대성전

김포시 김포향교는 경기도 김포시 북변중로25번길 38에 위치하고 있다. 김포향교 대성

전은 현재 기단 상부의 균열 및 우수유입으로 인한 지반의 약화가 우려되는 상태이다. 탐

사공간은 협소하였으며, 지층의 분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김포향교 대성전의 전면부와 

후면부에 각각 24.0m의 측선 길이로 굴절법 탄성파탐사를 수행하였다.

◦ 측선위치도

그림 5-52. 김포향교 대성전 측선위치도

측선번호 측선 길이 수신기 간격 발파횟수 샘플링 간격 데이터 개수

SE-1 24.0m 2.0m 6회 200μs 1024개

SE-2 24.0m 2.0m 6회 200μs 1024개

총 측선 길이 48.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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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전경

그림 5-53. 김포향교 대성전 현장전경(굴절법 탄성파탐사)

◦ 지형 및 지질

그림 5-54. 김포향교 대성전 지형 및 지질

- 행정구역상 경기도 김포시 북변중로25번길 38에 위치하고 있다.

- 서쪽으로 백골산, 용해산, 황화산, 배매산 등의 얕은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북쪽으로 한강이 흐르고 있다.

- 조사 지역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의 흑운모편마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부정합

으로 피복하는 신생대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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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결과

그림 5-55. 김포향교 대성전 SE-1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1.2 1.9 1.6 1.5 1.9 1.7 2.7 3.8 3.3

- 대성전 하부에서 풍화암 및 기반암의 출현심도가 약간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나,정도

는 미미하다.

그림 5-56. 김포향교 대성전 SE-2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0.7 1.2 0.9 1.4 2.1 1.8 2.2 2.9 2.7

- 전반적으로 각각의 지층이 지표면과 평행한 양상으로 존재한다. 기단 상부 균열은 지

반침하의 문제가 아닌 타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추후 보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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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김포 통진향교 대성전

김포 통진향교는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군하로 288-21에 위치하고 있다. 통진향교 대

성전은 현재 기둥의 충해, 부후로 인한 수직부재 하부 강성 약화로 전도가능성이 있는 상

태이나, 외관상 지반의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탐사공간은 협소하였으며, 지층의 분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진향교 대성전의 전면부에서 2개의 측선을 설정하여 각각 

28.0m의 측선 길이로 굴절법 탄성파탐사를 수행하였다.

◦ 측선위치도

그림 5-57. 김포 통진향교 대성전 측선위치도

측선번호 측선 길이 수신기 간격 발파횟수 샘플링 간격 데이터 개수

SE-1 28.0m 2.0m 7회 200μs 1024개

SE-2 28.0m 2.0m 7회 200μs 1024개

총 측선 길이 56.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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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전경

그림 5-58. 김포 통진향교 대성전 현장전경(굴절법 탄성파탐사)

◦ 지형 및 지질

그림 5-59. 김포 통진향교 대성전 지형 및 지질

- 행정구역상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군하로 288-21에 위치하고 있다.

- 북쪽으로 문수산(△376.0m)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한강이 흐르고 있다.

- 조사 지역의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의 저색역암, 저색세립 사암, 저색실트암이 분포하

고 있으며, 이를 부정합으로 피복하는 신생대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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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결과

그림 5-60. 김포 통진향교 대성전 SE-1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0.9 1.4 1.1 2.0 2.9 2.4 3.0 4.1 3.4

- 전반적으로 각각의 지층이 지표면과 평행한 양상으로 존재한다. 지반침하의 문제가 

아닌 기둥 충해 및 부후의 문제로 추정되며, 추후 보수가 요구된다.

그림 5-61. 김포 통진향교 대성전 SE-2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2.1 3.4 2.9 2.5 4.1 3.2 4.8 6.8 6.1

- SE-1 측선에 비해 토사층 및 풍화암층의 두께가 두껍게 존재하며, 기반암의 출현심

도 또한 최대 6.8m로 깊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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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남양주 흥국사 성임당탑

남양주 흥국사 성임당탑은 경기도 남양주시 덕릉로1071번길 58의 흥국사에 위치하고 

있다. 흥국사 성임당탑은 현재 전체적으로 후면부로 약간 기울어져 있으며, 기단석 균열 

및 경사면에 토사가 유실되어 있는 상태이다. 탐사공간은 협소하였으며, 지층의 분포상태

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임당탑의 후면부와 우측부에 2개의 측선을 설정하여 각각 26.0m, 

24.0m의 측선 길이로 굴절법 탄성파탐사를 수행하였다.

◦ 측선위치도

그림 5-62. 남양주 흥국사 성임당탑 측선위치도

측선번호 측선 길이 수신기 간격 발파횟수 샘플링 간격 데이터 개수

SE-1 24.0m 2.0m 7회 200μs 1024개

SE-2 26.0m 2.0m 6회 200μs 1024개

총 측선 길이 50.0m



경기도 지정문화재 내진 안정성 평가보고서

228

◦ 현장전경

그림 5-63. 남양주 흥국사 성임당탑 현장전경(굴절법 탄성파탐사)

◦ 지형 및 지질

그림 5-64. 남양주 흥국사 성임당탑 지형 및 지질

- 행정구역상 경기도 남양주시 덕릉로1071번길 58에 위치하고 있다.

- 북쪽으로 수락산(△640.0m), 남쪽으로 불암산(△508.0m) 등의 높은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 조사 지역의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의 서울화강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부정합으

로 피복하는 신생대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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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결과

그림 5-65. 남양주 흥국사 성임당탑 SE-1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1.1 1.8 1.4 1.9 2.8 2.4 3.2 4.4 3.9

- 전반적으로 각각의 지층이 지표면과 평행한 양상으로 존재한다.

그림 5-66. 남양주 흥국사 성임당탑 SE-2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1.5 2.4 1.9 1.6 2.7 2.1 3.6 4.5 4.0

- 성임당탑 하부 풍화암 경계면이 약간 경사진 형태로 존재하며, 토사층이 두껍게 나타

난다. 하부 지층이 경사짐에 따라 경사면을 따라 부분적으로 침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주의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경사면에서 토사유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보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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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성남 수내동 가옥 안채

성남 수내동 가옥 안채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65의 분당중앙공원 내에 위치

하고 있다. 현재 수내동 가옥 안채의 상태는 기단 파손 및 우수유입으로 인한 지반의 약

화가 우려되는 상태이다. 가옥 안채는 탐사공간이 협소하였으며, 가옥 외부의 탐사공간이 

충분한 위치에서 표면파탐사를 수행하였다. 표면파탐사를 통해 지질 연약대를 파악하고,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지반등급을 산출하였다.

◦ 측선위치도

그림 5-67. 성남 수내동 가옥 안채 측선위치도

측선번호 측선 길이 수신기 간격 소스 옵셋 측정간격 샘플링 간격 데이터 개수

MASW-1 20.0m 1.0m 10.0m 2.0m 400μs 4096개

총 측선 길이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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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전경

그림 5-68. 성남 수내동 가옥 안채 현장전경(표면파탐사)

◦ 지형 및 지질

그림 5-69. 성남 수내동 가옥 안채 지형 및 지질

- 행정구역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65에 위치하고 있다.

- 남쪽으로 불곡산(△372.0m)이 위치하며, 전반적으로는 산악지형에 둘러싸인 붕적지 

양상을 보인다.

- 조사 지역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의 호상흑운모편마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부

정합으로 피복하는 신생대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된다.



경기도 지정문화재 내진 안정성 평가보고서

232

◦ 탐사결과

그림 5-70. 성남 수내동 가옥 안채 MASW-1 결과단면

전단파 
속도범위(m/s)

Depth
(m)

평균 전단파속도
(m/s)

지반
종류

지반종류의 호칭
분류기준

기반암* 깊이, 
H(m)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
Vs,soil(m/s)

180 미만 - - S1 암반 지반 1 미만 -
S2 얕고 단단한 지반

1 ~ 20 이하
260 이상180~360 0~4 258

S3 얕고 연약한 지반 260 미만
360~760 4~12 548

S4 깊고 단단한 지반
20 초과

180 이상
760~1,500 12~29 1,072 S5 깊고 연약한 지반 180 미만
1,500 초과 29~30 1,501 S6 부지 고유의 특성 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요구되는 지반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Vs,soil(m/s)








 

지반분류는 S2에 해당-얕고 단단한 지반

- 성남 수내동 가옥 안채의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따른 지반분류는 S2에 해

당하며, 얕고 단단한 지반으로 분류된다.

- 수내동 가옥 안채의 우측부에 기단 파손으로 인한 우수유입으로 지반약화가 우려되

는 상태이며, 탐사결과에서도 상부 지층에서 부분적으로 저속도대가 나타나므로 추

후 주의관찰이 필요하다. 또한 전단파속도 760m/s의 지층이 평탄하지 않고 측선 종

점부로 갈수록 상승하는 양상이 보이므로 상대적 지반침하가 추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라 주의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 내진 안정성 지반조사

233

2.11. 수원향교 대성전

수원시 수원향교는 경기도청 인근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07-9에 위치하고 

있다. 수원향교 대성전은 현재 처마 내밀기 불량으로 기단 내 우수유입으로 인한 지반약

화가 우려되는 상태이나, 외관상 지반의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탐사공간은 협소하였

으며, 지층의 분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원향교 대성전의 전면부에서 2개의 측선을 

설정하여 각각 20.0m의 측선 길이로 굴절법 탄성파탐사를 수행하였다.

◦ 측선위치도

그림 5-71. 수원향교 대성전 측선위치도

측선번호 측선 길이 수신기 간격 발파횟수 샘플링 간격 데이터 개수

SE-1 20.0m 2.0m 6회 200μs 1024개

SE-2 20.0m 2.0m 6회 200μs 1024개

총 측선 길이 4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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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전경

그림 5-72. 수원향교 대성전 현장전경(굴절법 탄성파탐사)

◦ 지형 및 지질

그림 5-73. 수원향교 대성전 지형 및 지질

- 행정구역상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07-9에 위치하고 있다.

- 1번국도가 북에서 남으로, 42번국도가 서에서 동으로 놓여 있으며, 전반적으로 붕적

지상에 지어진 도심지를 이루고 있다.

- 조사 지역의 지질은 중생대 쥬라기의 흑운모화강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부정합

으로 피복하는 신생대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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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결과

그림 5-74. 수원향교 대성전 SE-1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1.8 3.0 2.5 2.1 2.5 2.2 4.2 5.1 4.7

- 측선 중앙부에서 풍화암 및 기반암 출현심도가 약간 깊어지는 양상이 나타나나, 정도

는 미미하다.

- 대성전 하부에서 토사층의 두께가 약간 두껍게 나타나나, 특이한 지반의 문제는 파악

되지 않는다. 그러나 처마 내밀기 불량으로 인한 기단 내 지속적인 우수유입은 지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후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5-75. 수원향교 대성전 SE-2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1.5 2.3 2.0 1.6 2.7 2.2 3.2 4.7 4.2

- 측선 중앙부에서 풍화암 및 기반암 출현심도가 약간 깊어지는 양상이 나타나나, 정도

는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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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안산 청문당 사랑채

안산 청문당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창곡길 77에 위치하고 있다. 청문당 사랑채는 현

재 후면 기단부 균열 및 파손으로 인한 지반약화가 우려되는 상태이나, 대체로 단단한 지

표면의 상태를 보인다. 공장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주변 공장 소리 및 진동

이 심하였다. 탐사공간은 협소하였으며, 지층의 분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문당 사랑

채의 후면부와 우측부에서 각각 16.0m, 28m의 측선 길이로 굴절법 탄성파탐사를 수행하

였다.

◦ 측선위치도

그림 5-76. 안산 청문당 사랑채 측선위치도

측선번호 측선 길이 수신기 간격 발파횟수 샘플링 간격 데이터 개수

SE-1 16.0m 2.0m 6회 200μs 1024개

SE-2 28.0m 2.0m 7회 200μs 1024개

총 측선 길이 44.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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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전경

그림 5-77. 안산 청문당 사랑채 현장전경(굴절법 탄성파탐사)

◦ 지형 및 지질

그림 5-78. 안산 청문당 사랑채 지형 및 지질

- 행정구역상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청곡길 77에 위치하고 있다.

- 북동쪽으로 수리산(△489.0m)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북고 남저의 붕적지 

양상을 보인다.

- 조사 지역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의 흑운모호상편마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부

정합으로 피복하는 신생대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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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결과

그림 5-79. 안산 청문당 사랑채 SE-1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1.7 2.3 2.1 1.7 2.0 1.8 3.7 4.0 3.9

- 전반적으로 각각의 지층이 지표면과 평행한 양상으로 존재한다. 기단부 균열 및 파손

은 지반침하의 문제가 아닌 타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추후 보수가 요구된다.

그림 5-80. 안산 청문당 사랑채 SE-2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0.9 2.1 1.7 1.1 2.8 1.8 2.4 4.1 3.5

- 사랑채 하부 구간은 별다른 특이사항은 나타나지 않으나, 안채 및 별채 하부에서는 

풍화암 경계가 굴곡으로 나타난다. 현장 육안조사상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부

분침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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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안성 덕봉서원 사우

안성 덕봉서원은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덕봉서원로 529-7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대상

은 덕봉서원 서우로서 현재 전면 기단석의 미세한 침하가 나타나며, 덕봉서원 사우 북측

은 발굴작업을 진행했던 장소로 지반이 무른 상태이다. 탐사공간은 협소하였으며, 지층의 

분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덕봉서원 사우의 전면부와 우측부에서 각각 26.0m, 30m의 

측선 길이로 굴절법 탄성파탐사를 수행하였다.

◦ 측선위치도

그림 5-81. 안성 덕봉서원 사우 측선위치도

측선번호 측선 길이 수신기 간격 발파횟수 샘플링 간격 데이터 개수

SE-1 26.0m 2.0m 6회 200μs 1024개

SE-2 30.0m 2.0m 7회 200μs 1024개

총 측선 길이 56.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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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전경

그림 5-82. 안성 덕봉서원 사우 현장전경(굴절법 탄성파탐사)

◦ 지형 및 지질

그림 5-83. 안성 덕봉서원 사우 지형 및 지질

- 행정구역상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덕봉서원로 529-7에 위치하고 있다.

- 서쪽으로 고성산, 대이산 등의 산악지형이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에서는 한천이 흐르

는 서고 동저의 붕적지 양상을 보인다.

- 조사 지역의 지질은 신생대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의 각섬석 화강

암 및 석영운모편암을 피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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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결과

그림 5-84. 안성 덕봉서원 사우 SE-1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1.0 1.6 1.3 1.3 2.0 1.6 2.5 3.5 2.9

- 전반적으로 각가의 지층은 지표면과 평행한 양상으로 나타나나, 측선거리 6~9m 부

근에서 기반암의 출현심도가 약간 깊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 전면 기단석의 미세침하는 기와 발굴 작업 후 다짐이 미흡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5-85. 안성 덕봉서원 사우 SE-2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1.1 2.0 1.4 0.8 1.7 1.4 1.9 3.6 2.7

- 측선 종점부로 갈수록 풍화암 및 기반암 출현심도가 약간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나, 

정도는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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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안성 죽산리 삼층석탑

안성 죽산리 삼층석탑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240-2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삼층석탑의 상태는 기단부의 지대석이 매몰되어 있으며, 하층 기단갑석이 파손된 상태이

다. 안성 죽산리 오층석탑과 수백미터 떨어진 밭의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탐사공간

이 충분하여 표면파탐사를 수행하였다. 표면파탐사를 통해 지질 연약대를 파악하고, 내진

성능평가를 위한 지반등급을 산출하였다.

◦ 측선위치도

그림 5-86. 안성 죽산리 삼층석탑 측선위치도

측선번호 측선 길이 수신기 간격 소스 옵셋 측정간격 샘플링 간격 데이터 개수

MASW-1 20.0m 1.0m 10.0m 2.0m 400μs 4096개

총 측선 길이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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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전경

그림 5-87. 안성 죽산리 삼층석탑 현장전경(표면파탐사)

◦ 지형 및 지질

그림 5-88. 안성 죽산리 삼층석탑 지형 및 지질

- 행정구역상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240-2의 밭 끝단에 위치하고 있다.

- 서쪽으로 비봉산(△372.0m), 남쪽으로 남산(△337.0m)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체로 

서고 동저의 붕적지 양상을 보인다.

- 조사 지역의 지질은 중생대 쥬라기 편마암상각섬석-흑운모화강암이 분포하고 있으

며, 이를 부정합으로 피복하는 신생대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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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결과

그림 5-89. 안성 죽산리 삼층석탑 MASW-1 결과단면

전단파 
속도범위(m/s)

Depth
(m)

평균 전단파속도
(m/s)

지반
종류

지반종류의 호칭
분류기준

기반암* 깊이, 
H(m)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
Vs,soil(m/s)

180 미만 0~3 96 S1 암반 지반 1 미만 -
S2 얕고 단단한 지반

1 ~ 20 이하
260 이상180~360 3~6 282

S3 얕고 연약한 지반 260 미만
360~760 6~17 575

S4 깊고 단단한 지반
20 초과

180 이상
760~1,500 17~30 893 S5 깊고 연약한 지반 180 미만
1,500 초과 - - S6 부지 고유의 특성 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요구되는 지반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Vs,soil(m/s)










 

지반분류는 S2에 해당-얕고 단단한 지반

- 안성 죽산리 삼층석탑의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따른 지반분류는 S2에 해당

하며, 얕고 단단한 지반으로 분류된다.

- 전단파속도 180m/s와 360m/s의 지층은 대체적으로 지표면과 평탄한 양상으로 나타

나나, 760m/s의 전단파속도를 갖는 지층은 측선거리 4~12m 구간에서 깊어지는 양

상을 보인다. 

- 상부 지층에서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지대석의 매

몰은 지반침하에 따른 영향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V. 내진 안정성 지반조사

245

2.15. 안성 청원사 칠층석탑

안성 청원사 칠층석탑은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통심길 16-102의 청원사에 위치하고 

있다. 청원사 칠층석탑은 현재 높은 세장비, 다중부재로 구성된 기단구조를 보이며, 하부 

지대석에서 침하가 발생한 상태이다. 탐사공간은 협소하였으며, 지층의 분포상태를 파악

하기 위하여 칠층석탑의 전면부와 좌측부에서 각각 18.0m, 24m의 측선 길이로 굴절법 

탄성파탐사를 수행하였다.

◦ 측선위치도

그림 5-90. 안성 청원사 칠층석탑 측선위치도

측선번호 측선 길이 수신기 간격 발파횟수 샘플링 간격 데이터 개수

SE-1 18.0m 2.0m 6회 200μs 1024개

SE-2 24.0m 2.0m 6회 200μs 1024개

총 측선 길이 4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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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전경

그림 5-91. 안성 청원사 칠층석탑 현장전경(굴절법 탄성파탐사)

◦ 지형 및 지질

그림 5-92. 안성 청원사 칠층석탑 지형 및 지질

- 행정구역상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통심길 16-102에 위치하고 있다.

- 중앙에 천덕산(△335.0m)이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부근에서 붕적지가 나타나나, 전

반적으로 산악지형의 양상을 보인다. 

- 조사 지역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의 함전기석편마암, 석영운모편암이 분포하고 있으

며, 이를 부정합으로 피복하는 신생대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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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결과

그림 5-93. 안성 청원사 칠층석탑 SE-1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1.1 2.6 1.6 2.2 3.7 2.8 3.5 5.4 4.4

- 석탑 우측부에서 풍화암 및 기반암 출현심도가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로 인해 

석탑의 지대석이 침하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주의관찰이 필요하다.

그림 5-94. 안성 청원사 칠층석탑 SE-2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1.3 1.8 1.6 2.4 3.3 2.8 3.8 4.9 4.4

- SE-1 측선과 달리 전반적으로 각각의 지층이 지표면과 평행한 양상으로 존재한다. 즉, 석

탑의 침하는 SE-1 측선의 우측방향(동쪽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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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안성 정무공오정방 고택 사랑채

안성 정무공오정방 고택 사랑채는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덕봉길 68-14에 위치하고 있

다. 현재 사랑채의 상태는 사랑채 후면의 지반이 약간 침하된 상태이다. 사랑채 후면의 

침하가 발생한 구간에 탐사공간이 충분하여 표면파탐사를 수행하였다. 표면파탐사를 통해 

지질 연약대를 파악하고,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지반등급을 산출하였다. 또한 정무공오정

방 고택 사랑채 지반침하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선길이 40.0m의 전기비저항탐사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 측선위치도

그림 5-95. 안성 정무공오정방 고택 사랑채 측선위치도

측선번호 측선 길이 수신기 간격 소스 옵셋 측정간격 샘플링 간격 데이터 개수

MASW-1 20.0m 1.0m 10.0m 2.0m 400μs 4096개

ER-1 40.0m 2.0m 쌍극자 배열법

총 측선 길이 6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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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전경

그림 5-96. 안성 정무공오정방 고택 사랑채 현장전경(표면파탐사)

◦ 지형 및 지질

그림 5-97. 안성 정무공오정방 고택 사랑채 지형 및 지질

- 행정구역상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덕봉길 68-14에 위치하고 있다.

- 서쪽으로는 고성산(△372.0m) 등의 산악지형이며, 동쪽에서 한천이 북-남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대체로 서고 동저의 붕적지 양상을 보인다.

- 조사 지역의 지질은 시대 미상의 각섬석화강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부정합으로 

피복하는 신생대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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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결과

그림 5-98. 안성 정무공오정방 고택 사랑채 MASW-1 결과단면

전단파 
속도범위(m/s)

Depth
(m)

평균 전단파속도
(m/s)

지반
종류

지반종류의 호칭
분류기준

기반암* 깊이, 
H(m)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
Vs,soil(m/s)

180 미만 0~3 122 S1 암반 지반 1 미만 -
S2 얕고 단단한 지반

1 ~ 20 이하
260 이상180~360 3~5 253

S3 얕고 연약한 지반 260 미만
360~760 5~15 581

S4 깊고 단단한 지반
20 초과

180 이상
760~1,500 15~30 1,015 S5 깊고 연약한 지반 180 미만
1,500 초과 - - S6 부지 고유의 특성 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요구되는 지반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Vs,soil(m/s)










 

지반분류는 S2에 해당-얕고 단단한 지반

- 안성 정무공오정방 고택 사랑채의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따른 지반분류는 

S2에 해당하며, 얕고 단단한 지반으로 분류된다.

- 전단파속도 180m/s와 360m/s의 지층은 대체적으로 지표면과 평탄한 양상으로 나타

나나, 760m/s의 전단파속도를 갖는 지층은 사랑채 하부에서 심도 변화가 나타난다.

- 상부 지층에서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지반침하와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나, 하부의 지층(사랑채 하부)에서는 심도 변화가 나타나므로 추후 주

의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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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비저항탐사

안성 정무공 오정방 고택 사랑채 후면의 지반이 약간 침하된 상태이며, 그에 따라 추가

적으로 전기비저항탐사를 수행하였다.

그림 5-99. 안성 정무공오정방 고택 사랑채 현장전경(전기비저항탐사)

◦ 탐사결과

그림 5-100. 안성 정무공오정방 고택 사랑채 ER-1 결과단면

- 측선거리 12~14m 부근에서 표면파탐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상대적 연약대가 나

타나며, 사랑채 후면 지반침하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에 따라 지속적

인 지반의 침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측선거리 26m 이후에서도 저비저항대가 나타나며, 이 구간은 연약대로 추정되므로 

추후 주의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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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안성향교 명륜당

안성시 안성향교는 경기도 안성시 향교길 75에 위치하고 있다. 명륜당은 현재 명륜당 

좌측부 귓기둥이 초석에서 이격된 상태로 약간의 지반침하 양상이 나타나나, 명륜당 전면

부 바닥은 매우 단단한 지표면 상태를 보인다. 탐사공간은 협소하였으며, 지층의 분포상

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명륜당의 전면부와 좌측부에서 각각 16.0m, 20m의 측선 길이로 

굴절법 탄성파탐사를 수행하였다.

◦ 측선위치도

그림 5-101. 안성향교 명륜당 측선위치도

측선번호 측선 길이 수신기 간격 발파횟수 샘플링 간격 데이터 개수

SE-1 16.0m 2.0m 6회 200μs 1024개

SE-2 20.0m 2.0m 6회 200μs 1024개

총 측선 길이 36.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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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전경

그림 5-102. 안성향교 명륜당 현장전경(굴절법 탄성파탐사)

◦ 지형 및 지질

그림 5-103. 안성향교 명륜당 지형 및 지질

- 행정구역상 경기도 안성시 향교길 75에 위치하고 있다.

- 북쪽으로 비봉산이 위치하고, 동-서 방향으로 안성천이 흐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도심지를 이루고 있는 붕적지 양상을 보인다.

- 조사 지역의 지질은 중생대 쥬라기의 편마암상각섬석-흑운모화강암, 세립질 화강암이 분포하

고 있으며, 이를 부정합으로 피복하는 신생대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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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결과

그림 5-104. 안성향교 명륜당 SE-1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1.4 2.0 1.9 2.1 2.4 2.2 3.8 4.3 4.1

- 전반적으로 각각의 지층이 지표면과 평행한 양상을 보이며, 특이한 이상대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 5-105. 안성향교 명륜당 SE-2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1.5 2.1 1.8 2.1 2.8 2.3 3.7 4.7 4.1

- 특이한 이상대가 나타나지는 않으나, 경사면 아래쪽에 명륜당이 위치하며, 명륜당 하

부 지층이 약간의 경사진 양상을 보이므로 지속적인 귓기둥의 이격이 발생할 수 있

다. 그에 따라 지속적인 주의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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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안성 청룡사 삼층석탑

안성 청룡사 삼층석탑은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청룡길 140의 청룡사에 위치하고 있다. 

청룡사 삼층석탑은 현재 지대석의 파손, 지대석 주변 토사의 지속적인 유실이 발생한 상

태이다. 대웅전의 공사로 인해 석탑은 천으로 가려져 있으며, 삼층석탑 주변도 공사 울타

리가 쳐져 있는 상태로 탐사측선은 석탑과 약간 떨어진 곳에 설정하였다. 탐사공간은 협

소하였으며, 지층의 분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삼층석탑의 전면부와 좌측부에서 각각 

34.0m의 측선 길이로 굴절법 탄성파탐사를 수행하였다.

◦ 측선위치도

그림 5-106. 안성 청룡사 삼층석탑 측선위치도

측선번호 측선 길이 수신기 간격 발파횟수 샘플링 간격 데이터 개수

SE-1 34.0m 2.0m 6회 200μs 1024개

SE-2 34.0m 2.0m 6회 200μs 1024개

총 측선 길이 68.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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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전경

그림 5-107. 안성 청룡사 삼층석탑 현장전경(굴절법 탄성파탐사)

◦ 지형 및 지질

그림 5-108. 안성 청룡사 삼층석탑 지형 및 지질

- 행정구역상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청룡길 140에 위치하고 있다.

- 북쪽으로 서운산(△547.0m), 좌성산, 남쪽으로 부소산(△459.0m)이 위치하고 있으

며, 전반적으로는 동고 서저의 산악지 양상을 보인다.

- 조사 지역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의 흑운모 편마암을 화강암질 편마암이 관입한 형

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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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결과

그림 5-109. 안성 청룡사 삼층석탑 SE-1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2.3 3.7 2.8 2.0 3.8 2.8 4.3 6.3 5.3

- 삼층석탑 하부에서 기반암 출현심도가 약간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나, 정도는 미미하다.

그림 5-110. 안성 청룡사 삼층석탑 SE-2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1.4 3.2 2.4 2.2 3.4 2.9 3.9 6.2 5.3

- 전반적으로 각각의 지층이 측선 시점부에서 종점부로 갈수록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

며, 약간의 경사진 형태를 보인다. 그에 따라 지층의 경사방향으로 지대석 주변의 토

사가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원인을 추정하기 위해서 복합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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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안양 중초사지 삼층석탑

안양 중초사지 삼층석탑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03번길 4의 김중업 건축

박물관 내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중초사지 삼층석탑의 상태는 지대석이 이격된 상태이

며, 중초사지 당간지주와 함께 철제펜스로 둘러싸여 보호되고 있다. 중초사지 삼층석탑의 

철제펜스 측면 보도블럭 구간에 탐사공간이 충분하여 표면파탐사를 수행하였다. 표면파탐

사를 통해 지질 연약대를 파악하고,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지반등급을 산출하였다.

◦ 측선위치도

그림 5-111. 안양 중초사지 삼층석탑 측선위치도

측선번호 측선 길이 수신기 간격 소스 옵셋 측정간격 샘플링 간격 데이터 개수

MASW-1 20.0m 1.0m 10.0m 2.0m 400μs 4096개

총 측선 길이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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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전경

그림 5-112. 안양 중초사지 삼층석탑 현장전경(표면파탐사)

◦ 지형 및 지질

그림 5-113. 안양 중초사지 삼층석탑 지형 및 지질

- 행정구역상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03번길 4에 위치하고 있다.

- 동쪽의 삼성산(△481.0m), 비봉산(△295.0m), 서쪽의 성채산, 석수산 등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붕적지 양상을 보인다.

- 조사 지역의 지질은 신생대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의 대보화강암 

및 흑운모호상편마암을 피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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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결과

그림 5-114. 안양 중초사지 삼층석탑 MASW-1 결과단면

전단파 
속도범위(m/s)

Depth
(m)

평균 전단파속도
(m/s)

지반
종류

지반종류의 호칭
분류기준

기반암* 깊이, 
H(m)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
Vs,soil(m/s)

180 미만 0~3 131 S1 암반 지반 1 미만 -
S2 얕고 단단한 지반

1 ~ 20 이하
260 이상180~360 3~5 271

S3 얕고 연약한 지반 260 미만
360~760 5~14 598

S4 깊고 단단한 지반
20 초과

180 이상
760~1,500 14~30 1,041 S5 깊고 연약한 지반 180 미만
1,500 초과 - - S6 부지 고유의 특성 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요구되는 지반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Vs,soil(m/s)










 

지반분류는 S2에 해당-얕고 단단한 지반

- 안양 중초사지 삼층석탑의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따른 지반분류는 S2에 해

당하며, 얕고 단단한 지반으로 분류된다.

- 전단파속도 180m/s와 360m/s의 지층은 비교적 지표면과 평탄한 양상으로 나타내며, 

760m/s의 전단파속도를 갖는 지층은 전반적으로 측선 종점부로 갈수록 지층이 소폭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 상부 지층에서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지대석의 이

격은 지반침하에 따른 영향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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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양주 나옹선사부도 및 석등

양주 나옹선사부도 및 석등은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산8-1의 회암사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나옹선사부도 및 석등이다. 현재 배수불량 및 지반침하가 발생한 상태이다. 

나옹선사부도 및 석등은 철제펜스로 보호되고 있으며, 석등의 바닥은 돌바닥이며, 부도의 

바닥은 일반 흙으로 된 바닥을 보이고 있다. 탐사공간은 협소하였으며, 지층의 분포상태

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도 및 석등의 좌우측부에서 각각 26.0m의 측선 길이로 굴절법 탄

성파탐사를 수행하였다.

◦ 측선위치도

그림 5-115. 양주 나옹선사부도 및 석등 측선위치도

측선번호 측선 길이 수신기 간격 발파횟수 샘플링 간격 데이터 개수

SE-1 26.0m 2.0m 6회 200μs 1024개

SE-2 26.0m 2.0m 6회 200μs 1024개

총 측선 길이 5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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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전경

그림 5-116. 양주 나옹선사부도 및 석등 현장전경(굴절법 탄성파탐사)

◦ 지형 및 지질

그림 5-117. 양주 나옹선사부도 및 석등 지형 및 지질

- 행정구역상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산8-1에 위치하고 있다.

- 북쪽의 해룡산과 칠봉산(△506.0m), 천보산(△423.0m)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과 서쪽으로는 붕적지 양상을 보인다.

- 조사 지역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의 흑운모편마암과 중생대 쥬라기의 흑운모화강암

을 중생대 쥬라기의 함석류석 흑운모화강암이 관입하여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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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결과

그림 5-118. 양주 나옹선사부도 및 석등 SE-1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1.8 4.3 2.9 4.0 6.3 5.1 7.8 8.3 8.0

- 측선거리 13~18m 부근에서 풍화암의 출현심도가 급격하게 깊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전반적으로 각각의 지층이 종점부로 갈수록 깊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5-119. 양주 나옹선사부도 및 석등 SE-2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2.6 4.4 3.3 3.5 5.2 4.2 7.0 8.0 7.5

- 전반적으로 각각의 지층이 측선 종점부로 갈수록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며, 특히 측선

거리 5~8m 부근의 나옹선사부도 하부에서 풍화암이 깊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현재 

배수불량과 후면 지반침하가 발생한 상태이며, 지속적인 배수불량으로 지반침하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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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양주 회암사지 부도탑

양주 회암사지 부도탑은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산14-1의 회암사지 북동쪽 끝단에 위치

하고 있다. 회암사지 부도탑은 현재 발굴조사로 인해 지반이 불안정하며, 전체적으로 기

울어진 상태이나, 상부 지표면은 대체로 단단한 양상을 보인다. 탐사공간은 협소하였으며, 

지층의 분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도탑의 후면부와 전면부에서 각각 26.0m, 24.0m

의 측선 길이로 굴절법 탄성파탐사를 수행하였다.

◦ 측선위치도

그림 5-120. 양주 회암사지 부도탑 측선위치도

측선번호 측선 길이 수신기 간격 발파횟수 샘플링 간격 데이터 개수

SE-1 26.0m 2.0m 6회 200μs 1024개

SE-2 24.0m 2.0m 6회 200μs 1024개

총 측선 길이 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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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전경

그림 5-121. 양주 회암사지 부도탑 현장전경(굴절법 탄성파탐사)

◦ 지형 및 지질

그림 5-122. 양주 회암사지 부도탑 지형 및 지질

- 행정구역상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산14-1에 위치하고 있다.

- 북쪽의 해룡산과 칠봉산(△506.0m), 천보산(△423.0m)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과 서쪽으로는 붕적지 양상을 보인다.

- 조사 지역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의 흑운모편마암과 중생대 쥬라기의 흑운모화강암

을 중생대 쥬라기의 함석류석 흑운모화강암이 관입하여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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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결과

그림 5-123. 양주 회암사지 부도탑 SE-1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1.0 1.9 1.5 1.6 3.1 2.2 3.2 4.1 3.7

- 대체로 각각의 지층 경계면이 지표면과 평행한 양상을 보이나, 부도탑 하부에서 풍화

암이 약간 깊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5-124. 양주 회암사지 부도탑 SE-2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1.3 2.9 2.3 1.5 2.5 1.9 3.1 5.0 4.2

- 측선거리 5m 이후 풍화암 및 기반암 출현심도가 약간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나, 그 정

도는 미미하다. 그러나 기초조사에서 발굴조사로 인한 지반 불안정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부도탑 후면부(SE-1)보다 전면부(SE-2) 방향으로 풍화암이 깊어지는 양

상을 보이므로 그에 따라 부분침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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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양주향교 대성전

양주시의 양주향교는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1423번길 50에 위치하고 있다. 양주향교 대

성전은 현재 좌측 기단부가 기울어진 상태이다. 탐사공간은 협소하였으며, 지층의 분포상

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성전의 후면부와 전면부에서 각각 22.0m, 24.0m의 측선 길이로 

굴절법 탄성파탐사를 수행하였다.

◦ 측선위치도

그림 5-125. 양주향교 대성전 측선위치도

측선번호 측선 길이 수신기 간격 발파횟수 샘플링 간격 데이터 개수

SE-1 22.0m 2.0m 6회 200μs 1024개

SE-2 24.0m 2.0m 6회 200μs 1024개

총 측선 길이 46.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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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전경

그림 5-126. 양주향교 대성전 현장전경(굴절법 탄성파탐사)

◦ 지형 및 지질

그림 5-127. 양주향교 대성전 지형 및 지질

- 행정구역상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1423번길 50에 위치하고 있다.

- 북쪽으로 불곡산(△465.0m)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북서쪽에서 남동쪽으

로 붕적지를 형성하고 있다.

- 조사 지역의 지질은 흑운모 화강암을 중생대 쥬라기의 함석류석 흑운모화강암이 관입의 형태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부정합으로 신생대 제4기 충적층이 피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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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결과

그림 5-128. 양주향교 대성전 SE-1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2.4 3.6 3.1 2.3 3.6 3.0 5.8 6.3 6.1

- 전반적으로 각각의 지층이 지표면과 평행한 양상을 보이며, 특이한 이상대는 나타나

지 않는다.

그림 5-129. 양주향교 대성전 SE-2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2.8 4.3 3.7 2.5 3.3 2.8 5.5 7.3 6.5

- 대성전 좌측 구간에서 풍화암 및 기반암의 출현심도가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며, 이는 좌측 기

단부 기울어짐 발생 구간과 유사한 구간이다. 추후 지속적인 부분침하로 인해 지속적인 기울

어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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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양평 사나사 원증국사탑

양평 사나사 원증국사탑은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302의 사나사에 위치하고 있

다. 사나사 원증국사탑은 현재 배수시설이 없는 평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수가 기단부

의 이격부로 유입될 가능성이 상태이다. 탐사공간은 협소하였으며, 지층의 분포상태를 파

악하기 위하여 석탑의 전면부와 우측부에서 각각 28.0m의 측선 길이로 굴절법 탄성파탐

사를 수행하였다.

◦ 측선위치도

그림 5-130. 양평 사나사 원증국사탑 측선위치도

측선번호 측선 길이 수신기 간격 발파횟수 샘플링 간격 데이터 개수

SE-1 28.0m 2.0m 6회 200μs 1024개

SE-2 28.0m 2.0m 7회 200μs 1024개

총 측선 길이 56.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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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전경

그림 5-131. 양평 사나사 원증국사탑 현장전경(굴절법 탄성파탐사)

◦ 지형 및 지질

그림 5-132. 양평 사나사 원증국사탑 지형 및 지질

- 행정구역상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302에 위치하고 있다.

- 대부산(△743.0m), 편전산(△376.0m), 백운봉 등의 산악지형으로 이루이져 있으며, 

사탄천 줄기가 북-남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 조사 지역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의 용문산편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선캠브리

아기의 규암이 관입의 형태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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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결과

그림 5-133. 양평 사나사 원증국사탑 SE-1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1.6 2.4 2.0 1.4 2.4 1.9 3.5 4.5 3.9

- 전반적으로 각각의 지층이 지표면과 평행한 양상을 보이며, 특이한 이상대는 나타나

지 않는다.

그림 5-134. 양평 사나사 원증국사탑 SE-2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1.2 2.4 2.0 1.4 2.6 1.9 2.6 4.3 3.8

- 전반적으로 각각의 지층이 지표면과 평행한 양상을 보이며, 특이한 이상대는 나타나

지 않는다.

- 현재 배수시설이 없어 우수가 기단부로 유입되어 지반약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추후 보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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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양평 이항로선생생가 안채

양평 이항로선생생가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 535-6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이

항로선생생가 안채의 상태는 기단 내밀기 초과로 우수가 유입되고, 배수로 면석 이탈 등 

배면 경사면이 불안정한 상태이다. 생가 안채에서는 탐사공간이 협소하였으며, 탐사공간

이 충분한 생가 외부에서 표면파탐사를 수행하였다. 표면파탐사를 통해 지질 연약대를 파

악하고,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지반등급을 산출하였다.

◦ 측선위치도

그림 5-135. 양평 이항로선생생가 안채 측선위치도

측선번호 측선 길이 수신기 간격 소스 옵셋 측정간격 샘플링 간격 데이터 개수

MASW-1 28.0m 1.0m 10.0m 2.0m 400μs 4096개

총 측선 길이 28.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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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전경

그림 5-136. 양평 이항로선생생가 안채 현장전경(표면파탐사)

◦ 지형 및 지질

그림 5-137. 양평 이항로선생생가 안채 지형 및 지질

- 행정구역상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 535-6에 위치하고 있다.

- 고동산(△600.0m), 매곡산(△507.0m), 통방산(△650.0m)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악지

형이며, 벽계천이 동-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 조사 지역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의 호상흑운모편마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부

정합으로 피복하는 신생대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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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결과

그림 5-138. 양평 이항로선생생가 안채 MASW-1 결과단면

전단파 
속도범위(m/s)

Depth
(m)

평균 전단파속도
(m/s)

지반
종류

지반종류의 호칭
분류기준

기반암* 깊이, 
H(m)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
Vs,soil(m/s)

180 미만 - - S1 암반 지반 1 미만 -
S2 얕고 단단한 지반

1 ~ 20 이하
260 이상180~360 0~8 303

S3 얕고 연약한 지반 260 미만
360~760 8~17 594

S4 깊고 단단한 지반
20 초과

180 이상
760~1,500 17~30 1,001 S5 깊고 연약한 지반 180 미만
1,500 초과 - - S6 부지 고유의 특성 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요구되는 지반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Vs,soil(m/s)








 

지반분류는 S2에 해당-얕고 단단한 지반

- 양평 이항로선생생가 안채의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따른 지반분류는 S2에 

해당하며, 얕고 단단한 지반으로 분류된다.

- 이항로선생생가 안채의 기단 내밀기 초과로 우수유입이 우려되며, 배면 경사면이 불

안정한 상태이다. 측선거리 20m 이후 구간의 상부에서 상대적 저속도대가 나타나며, 

전단파속도 760m/s의 지층이 평탄하지 않고 측선 종점부로 갈수록 약간 깊어지는 

양상이 보이므로 상대적 지반침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라 주의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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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양평 창대리고가 사랑채

양평 창대리고가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충신로 333-6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창대리

고가 사랑채의 상태는 출입구를 기준으로 좌측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다. 창대리

고가 사랑채 좌측부 구간에 탐사공간이 충분하여 표면파탐사를 수행하였다. 표면파탐사를 

통해 지질 연약대를 파악하고,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지반등급을 산출하였다. 또한 창대리

고가 사랑채의 기울어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선길이 40.0m의 전기비저항탐사를 추

가적으로 수행하였다.

◦ 측선위치도

그림 5-139. 양평 창대리고가 사랑채 측선위치도

측선번호 측선 길이 수신기 간격 소스 옵셋 측정간격 샘플링 간격 데이터 개수

MASW-1 28.0m 1.0m 10.0m 2.0m 400μs 4096개

ER-1 40.0m 2.0m 쌍극자 배열법

총 측선 길이 68.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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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전경

그림 5-140. 양평 창대리고가 사랑채 현장전경(표면파탐사)

◦ 지형 및 지질

그림 5-141. 양평 창대리고가 사랑채 지형 및 지질

- 행정구역상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충신로 333-6에 위치하고 있다.

- 동쪽으로 벼락산, 남쪽으로 개군산이 위치하며, 서쪽에서 남한강이 북-남방향으로 흐

르고 있다. 전반적으로 동고 서저의 붕적지 양상을 보인다.

- 조사 지역의 지질은 시대 미상의 반상섬장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부정합으로 피

복하는 신생대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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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결과

그림 5-142. 양평 창대리고가 사랑채 MASW-1 결과단면 

전단파 
속도범위(m/s)

Depth
(m)

평균 전단파속도
(m/s)

지반
종류

지반종류의 호칭
분류기준

기반암* 깊이, 
H(m)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
Vs,soil(m/s)

180 미만 - - S1 암반 지반 1 미만 -
S2 얕고 단단한 지반

1 ~ 20 이하
260 이상180~360 0~1, 2~4 288

S3 얕고 연약한 지반 260 미만
360~760 1~2, 4~19 575

S4 깊고 단단한 지반
20 초과

180 이상
760~1,500 19~30 1,068 S5 깊고 연약한 지반 180 미만
1,500 초과 - - S6 부지 고유의 특성 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요구되는 지반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Vs,soil(m/s)








 

지반분류는 S2에 해당-얕고 단단한 지반

- 양평 창대리고가 사랑채의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따른 지반분류는 S2에 해

당하며, 얕고 단단한 지반으로 분류된다.

- 현재 창대리고가 사랑채는 출입문을 기준으로 좌측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

며, 탐사결과에서도 사랑채 좌측부에서 상부의 지층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나타나는 

저속도대를 보인다. 따라서 창대리고가 사랑채의 좌측부에서 부분적인 침하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라 지속적인 기울어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관찰 및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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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비저항탐사

양평 창대리고가 사랑채는 출입구를 기준으로 좌측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지

반침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전기비저항탐사를 수행하였다.

그림 5-143. 양평 창대리고가 사랑채 현장전경(전기비저항탐사)

◦ 탐사결과

그림 5-144. 양평 창대리고가 사랑채 ER-1 결과단면

- 측선거리 17~26m 부근에서 표면파탐사의 저속도대 위치와 약간의 오차는 있으나, 저

비저항 이상대가 나타난다. 출입문을 기준으로 사랑채 좌측부에 연약대가 존재하는 것

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추후 주의관찰과 더불어 보수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또한 측선거리 12~14m와 32m 이후의 하부에서도 이상대 또한 연약대로 추정되는 

저비저항대가 나타나므로 추후 주의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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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양평 양근향교 대성전

양평 양근향교 대성전은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향교길 45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양근

향교 대성전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좌측방향으로 약간 기울어진 상태로써 지반침하가 발

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성전 전면부 구간에 탐사공간이 충분하여 표면파탐사를 수행하

였다. 표면파탐사를 통해 지질 연약대를 파악하고,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지반등급을 산출

하였다.

◦ 측선위치도

그림 5-145. 양평 양근향교 대성전 측선위치도

측선번호 측선 길이 수신기 간격 소스 옵셋 측정간격 샘플링 간격 데이터 개수

MASW-1 16.0m 1.0m 10.0m 2.0m 400μs 4096개

총 측선 길이 16.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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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전경

그림 5-146. 양평 양근향교 대성전 현장전경(표면파탐사)

◦ 지형 및 지질

그림 5-147. 양평 양근향교 대성전 지형 및 지질

- 행정구역상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향교길 45에 위치하고 있다.

- 북쪽으로 청계산(△658.0m), 편전산(△376.0m), 대부산(△743.0m)이 위치하는 산악

지형으로 남쪽에서 동-서 방향으로 남한강이 흐르고 있다.

- 조사 지역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의 호상흑운모편마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부

정합으로 피복하는 신생대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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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결과

그림 5-148. 양평 양근향교 대성전 MASW-1 결과단면

전단파 
속도범위(m/s)

Depth
(m)

평균 전단파속도
(m/s)

지반
종류

지반종류의 호칭
분류기준

기반암* 깊이, 
H(m)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
Vs,soil(m/s)

180 미만 - - S1 암반 지반 1 미만 -
S2 얕고 단단한 지반

1 ~ 20 이하
260 이상180~360 0~6 255

S3 얕고 연약한 지반 260 미만
360~760 6~16 572

S4 깊고 단단한 지반
20 초과

180 이상
760~1,500 16~30 1,007 S5 깊고 연약한 지반 180 미만
1,500 초과 - - S6 부지 고유의 특성 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요구되는 지반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Vs,soil(m/s)








 

지반분류는 S2에 해당-얕고 단단한 지반

- 양평 양근향교 대성전의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따른 지반분류는 S2에 해당

하며, 얕고 단단한 지반으로 분류된다.

- 양근향교 대성전은 전체적으로 좌측으로 약간 기울어진 양상을 보이며, 또한 대성전 

서부 건물도 약간 기울어진 양상을 보인다. 탐사결과에서도 대성전 좌측부의 지층이 

소폭 깊어지는 양상과 상대적 저속도대가 나타나며, 측선의 양끝단부에서 상대적 저

속도대가 나타난다. 부분적인 지반 침하에 따른 건물의 기울어짐 양상으로 추정되며, 

부분 침하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주의관찰 및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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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여주 강한사 강당

여주 강한사 강당은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113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강한사 강당의 

상태는 평지의 표면 배수가 불량하고 기단부 이격과 마감면 균열로 우수유입의 우려가 

있는 상태이다. 강한사 강당 전면의 바닥은 콘크리트이며, 뒤쪽은 자갈바닥의 형태를 보

인다. 강한사 강당 전면부 구간에 탐사공간이 충분하여 표면파탐사를 수행하였다. 표면파

탐사를 통해 지질 연약대를 파악하고,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지반등급을 산출하였다.

◦ 측선위치도

그림 5-149. 여주 강한사 강당 측선위치도

측선번호 측선 길이 수신기 간격 소스 옵셋 측정간격 샘플링 간격 데이터 개수

MASW-1 20.0m 1.0m 10.0m 2.0m 400μs 4096개

총 측선 길이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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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전경

그림 5-150. 여주 강한사 강당 현장전경(표면파탐사)

◦ 지형 및 지질

그림 5-151. 여주 강한사 강당 지형 및 지질

- 행정구역상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113에 위치하고 있다.

- 남한강이 북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강 주변으로 넓게 분포하는  붕

적지 양상을 보인다.

- 조사 지역의 지질은 신생대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의 중생대 쥬라

기 시대의 여주화강암을 피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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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결과

그림 5-152. 여주 강한사 강당 MASW-1 결과단면

전단파 
속도범위(m/s)

Depth
(m)

평균 전단파속도
(m/s)

지반
종류

지반종류의 호칭
분류기준

기반암* 깊이, 
H(m)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
Vs,soil(m/s)

180 미만 0~1 107 S1 암반 지반 1 미만 -
S2 얕고 단단한 지반

1 ~ 20 이하
260 이상180~360 1~3 242

S3 얕고 연약한 지반 260 미만
360~760 3~16 640

S4 깊고 단단한 지반
20 초과

180 이상
760~1,500 16~30 1,042 S5 깊고 연약한 지반 180 미만
1,500 초과 - - S6 부지 고유의 특성 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요구되는 지반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Vs,soil(m/s)










 

지반분류는 S2에 해당-얕고 단단한 지반

- 여주 강한사 강당의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따른 지반분류는 S2에 해당하며, 

얕고 단단한 지반으로 분류된다.

- 강한사 강당의 기단석 콘크리트가 깨져 있는 상태이며, 외관상 지반침하의 양상은 나

타나지 않는다. 탐사결과에서도 지층의 이상대는 나타나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지표

면과 평행한 양상의 지층양상을 보인다. 기단석 콘크리트가 깨져 있는 부분을 보수하

여 우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면 별다른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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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여주 신륵사 원구형 석조부도

여주 신륵사 원구형 석조부도는 경기도 여주시 신륵사길 73의 신륵사에 위치하고 있

다. 여주 신륵사 원구형 석조부도는 인근에 있는 원구형 석조승탑과 함께 후면으로 기울

어져 있는 상태이다. 탐사공간은 충분하였으나, 지표면의 굴곡이 심하였으며, 지층의 분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석조부도의 좌측부와 우측부에서 각각 40.0m의 측선 길이로 굴

절법 탄성파탐사를 수행하였다.

◦ 측선위치도

그림 5-153. 여주 신륵사 원구형 석조부도 측선위치도

측선번호 측선 길이 수신기 간격 발파횟수 샘플링 간격 데이터 개수

SE-1 40.0m 2.0m 7회 200μs 1024개

SE-2 40.0m 2.0m 7회 200μs 1024개

총 측선 길이 8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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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전경

그림 5-154. 여주 신륵사 원구형 석조부도 현장전경(굴절법 탄성파탐사)

◦ 지형 및 지질

그림 5-155. 여주 신륵사 원구형 석조부도 지형 및 지질

- 행정구역상 경기도 여주시 신륵사길 73에 위치하고 있다.

- 남한강이 서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강변 주변의 넓은 붕적지 양상을 

보인다.

- 조사 지역의 지질은 중생대 쥬라기의 여주화강암 및 흑운모화강암이 분포하고 있으

며, 이를 부정합으로 피복하는 신생대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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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결과

그림 5-156. 여주 신륵사 원구형 석조부도 SE-1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1.8 3.5 2.6 2.7 5.6 4.6 5.6 8.1 7.2

- 풍화암은 지표면과 평행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기반암은 지표면과 평행한 양상을 보

인다. 또한 측선거리 30m 이후 소폭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5-157. 여주 신륵사 원구형 석조부도 SE-2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1.5 3.7 2.7 2.8 5.6 4.1 5.7 7.8 6.8

- 현재 석조부도 및 승탑이 후면으로 약간 기울어진 상태이며, 탐사결과에서 석조부도 

후면 하부에서 풍화암 및 기반암이 깊어진 후 다시 얕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 석조부도 후면 하부 지층이 내려앉은 양상으로 나타나며, 이는 석조부도가 후면으로 

기울어진 원인일 수 있으므로 추후 지속적인 지반침하에 대한 주의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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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용인 충렬서원 강당

용인 충렬서원 강당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충렬로 9-19에 위치하고 있다. 현

재 충렬서원 강당의 상태는 후면 기단 침하 및 초석이 침하된 상태이며, 귓기둥이 초석 

중심에서 이격된 상태이다. 충렬서원 강당 전면부 구간에 탐사공간이 충분하여 표면파탐

사를 수행하였다. 표면파탐사를 통해 지질 연약대를 파악하고,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지반

등급을 산출하였다.

◦ 측선위치도

그림 5-158. 용인 충렬서원 강당 측선위치도

측선번호 측선 길이 수신기 간격 소스 옵셋 측정간격 샘플링 간격 데이터 개수

MASW-1 16.0m 1.0m 10.0m 2.0m 400μs 4096개

총 측선 길이 16.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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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전경

그림 5-159. 용인 충렬서원 강당 현장전경(표면파탐사)

◦ 지형 및 지질

그림 5-160. 용인 충렬서원 강당 지형 및 지질

- 행정구역상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충렬로 9-19에 위치하고 있다.

- 문형산(△499.0m), 불곡산(△336.0m) 등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는 산악지형이며, 

주변으로 오산천 및 신현천이 흐르고 있다.

- 조사 지역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의 호상흑운모편마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부

정합으로 피복하는 신생대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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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결과

그림 5-161. 용인 충렬서원 강당 MASW-1 결과단면

전단파 
속도범위(m/s)

Depth
(m)

평균 전단파속도
(m/s)

지반
종류

지반종류의 호칭
분류기준

기반암* 깊이, 
H(m)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
Vs,soil(m/s)

180 미만 - - S1 암반 지반 1 미만 -
S2 얕고 단단한 지반

1 ~ 20 이하
260 이상180~360 0~1, 3~6 312

S3 얕고 연약한 지반 260 미만
360~760 1~3, 6~13 542

S4 깊고 단단한 지반
20 초과

180 이상
760~1,500 13~30 1,051 S5 깊고 연약한 지반 180 미만
1,500 초과 - - S6 부지 고유의 특성 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요구되는 지반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Vs,soil(m/s)








 

지반분류는 S2에 해당-얕고 단단한 지반

- 용인 충렬서원 강당의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따른 지반분류는 S2에 해당하

며, 얕고 단단한 지반으로 분류된다.

- 충렬서원 강당 뒤쪽 우측 기둥이 전반적으로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기단석의 파

손이 심한 상태로 탐사결과에서도 탐사측선의 우측부(충렬서원 강당 하부)에서 각각

의 지층이 깊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외관조사에서도 소규모 지반침하가 발견되며, 탐

사결과의 우측부에서 지속적인 지반침하가 우려되므로 그에 따른 추후 관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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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용인 어비리 삼층석탑

용인 어비리 삼층석탑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어진로 842의 동도사에 위치하

고 있다. 조사대상은 용인 어비리 삼층석탑으로써 현재 기단갑석이 파손되었으며, 약간의 

들뜸이 있는 상태이다. 탐사공간은 협소하였으며, 지층의 분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석

탑의 후면부와 전면부에서 각각 30.0m의 측선 길이로 굴절법 탄성파탐사를 수행하였다.

◦ 측선위치도

그림 5-162. 용인 어비리 삼층석탑 측선위치도

측선번호 측선 길이 수신기 간격 발파횟수 샘플링 간격 데이터 개수

SE-1 30.0m 2.0m 7회 200μs 1024개

SE-2 30.0m 2.0m 7회 200μs 1024개

총 측선 길이 6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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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전경

그림 5-163. 용인 어비리 삼층석탑 현장전경(굴절법 탄성파탐사)

◦ 지형 및 지질

그림 5-164. 용인 어비리 삼층석탑 지형 및 지질

- 행정구역상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어진로 842에 위치하고 있다.

- 사방으로 반월봉, 망우리봉, 병산, 신설봉, 검은산, 빈양산, 장자봉 등의 비교적 낮은 

산악지형을 보이며, 조사구간 북쪽으로 이동저수지가 위치한다.

- 조사 지역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의 함전기석편마암 및 석영운모편암이 분포하고 있

으며, 이를 부정합으로 피복하는 신생대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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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결과

그림 5-165. 용인 어비리 삼층석탑 SE-1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1.5 2.5 1.9 2.0 4.1 2.9 4.1 5.6 4.8

- 전반적으로 각각의 지층이 지표면과 평행한 양상을 보이며, 특이한 이상대는 나타나

지 않는다.

그림 5-166. 용인 어비리 삼층석탑 SE-2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1.4 3.1 2.0 2.2 3.6 3.0 4.5 5.6 5.0

- 석탑 주변 하부에서 풍화암의 경계면이 상승하며, 토사층이 주변보다 얇게 존재하는 

양상을 보인다. 

- 지반침하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단갑석 파손은 타 요인에 의한 것

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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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용인 이주국장군 고택 안채

용인 이주국장군 고택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문촌로 242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용인 이주국장군 고택 안채로써 현재 토질이 연

약하여 육안으로도 지반이 침하되고 기단석의 파손 및 균열이 보이는 상태이다. 탐사공간

은 협소하였으며, 지층의 분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택 안채의 우측부와 전면부에서 

각각 20.0m의 측선 길이로 굴절법 탄성파탐사를 수행하였다.

◦ 측선위치도

그림 5-167. 용인 이주국장군 고택 안채 측선위치도

측선번호 측선 길이 수신기 간격 발파횟수 샘플링 간격 데이터 개수

SE-1 20.0m 2.0m 6회 200μs 1024개

SE-2 20.0m 2.0m 6회 200μs 1024개

총 측선 길이 4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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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전경

그림 5-168. 용인 이주국장군 고택 안채 현장전경(굴절법 탄성파탐사)

◦ 지형 및 지질

그림 5-169. 용인 이주국장군 고택 안채 지형 및 지질

- 행정구역상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문촌로 242에 위치하고 있다.

- 서쪽으로는 양산봉, 영산, 두루봉 등의 산악지형이 주를 이루며, 전반적으로 서고 동

저의 붕적지 양상을 보인다. 

- 조사 지역의 지질은 신생대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의 중생대 쥬라

기 시대의 편마암상각섬석 및 흑운모화강암을 피복하고 있다.



V. 내진 안정성 지반조사

297

◦ 탐사결과

그림 5-170. 용인 이주국장군 고택 안채 SE-1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1.7 2.5 2.1 2.2 3.5 2.8 4.6 5.2 4.9

- 측선 중앙부에서 풍화암 두께가 약간 두꺼워지는 양상을 보인다. 특이한 이상대는 나

타나지 않는다.

그림 5-171. 용인 이주국장군 고택 안채 SE-2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1.6 2.5 2.1 2.3 2.6 2.4 3.9 4.8 4.5

- 안채 기단석 파손 및 균열이 발생한 직하부에서 풍화암 및 기반암의 출현심도가 약

간 깊어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그로 인해 부분침하가 발생할 수 있으나, 깊어지는 양

상이 미미하여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기단석의 파손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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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의정부 노강서원 사당

의정부 노강서원 사당은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122번길 153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노강서원 사당으로써 현재 후면 기단의 균열 및 파손 구간의 우수유입으로 인한 

지반약화가 우려되나, 조사 당시 기단을 콘크리트로 보수해 놓은 상태이다. 탐사공간은 

협소하였으며, 지층의 분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강서원 사당의 전면부와 우측부에서 

2개의 측선을 설정하여 각각 28.0m, 16.0m의 측선 길이로 굴절법 탄성파탐사를 수행하

였다.

◦ 측선위치도

그림 5-172. 의정부 노강서원 사당 측선위치도

측선번호 측선 길이 수신기 간격 발파횟수 샘플링 간격 데이터 개수

SE-1 28.0m 2.0m 6회 200μs 1024개

SE-2 16.0m 2.0m 7회 200μs 1024개

총 측선 길이 44.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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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전경

그림 5-173. 의정부 노강서원 사당 현장전경(굴절법 탄성파탐사)

◦ 지형 및 지질

그림 5-174. 의정부 노강서원 사당 지형 및 지질

- 행정구역상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122번길 153에 위치하고 있다.

- 동쪽으로 도정봉(△526.0m), 수락산(△640.0m), 향로봉(△465.0m)이 위치하고, 중앙

천이 북-서 방향으로 흐르며, 전반적으로 동고 서저의 붕적지 양상을 보인다.

- 조사 지역의 지질은 중생대 쥬라기의 대보화강암, 서울화강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

를 부정합으로 피복하는 신생대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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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결과

그림 5-175. 의정부 노강서원 사당 SE-1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1.5 2.3 1.9 1.5 2.1 1.8 3.6 3.8 3.7

- 사당 하부에서 풍화암의 출현심도가 소폭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나, 그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 사당 후면부 기단 파손으로 우수유입에 의한 지반약화가 우려되는 상태였으나, 현재 

기단을 콘크리트로 보수해 놓았으며, 특이한 지반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 5-176. 의정부 노강서원 사당 SE-2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1.0 2.1 1.5 1.3 2.3 1.8 2.5 4.1 3.3

- 사당 후면부에서 전면부로 갈수록 풍화암 및 기반암 출현심도가 소폭 깊어지는 양상

을 보이나, 그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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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이천 김좌근고택 별채

이천 김좌근고택 별채는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393번길 100-131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김좌근고택 별채의 상태는 배수 불량으로 지반이 습하고, 후면 기단 이탈로 

우수유입이 우려되는 상태이다. 김좌근고택 별채 전면부에 탐사공간이 충분하여 표면파탐

사를 수행하였다. 표면파탐사를 통해 지질 연약대를 파악하고,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지반

등급을 산출하였다.

◦ 측선위치도

그림 5-177. 이천 김좌근고택 별채 측선위치도

측선번호 측선 길이 수신기 간격 소스 옵셋 측정간격 샘플링 간격 데이터 개수

MASW-1 34.0m 1.0m 10.0m 2.0m 400μs 4096개

총 측선 길이 34.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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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전경

그림 5-178. 이천 김좌근고택 별채 현장전경(표면파탐사)

◦ 지형 및 지질

그림 5-179. 이천 김좌근고택 별채 지형 및 지질

- 행정구역상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393번길 100-131에 위치하고 있다.

- 남쪽으로 바위베기산, 작은버드랑산, 말잔등산 등 낮은 산이 위치하며, 전반적으로 

붕적지 양상을 보인다. 남한강 줄기인 복하천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다.

- 조사 지역의 지질은 중생대 쥬라기의 흑운모화강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부정합

으로 피복하는 신생대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된다.



V. 내진 안정성 지반조사

303

◦ 탐사결과

그림 5-180. 이천 김좌근고택 별채 MASW-1 결과단면 

전단파 
속도범위(m/s)

Depth
(m)

평균 전단파속도
(m/s)

지반
종류

지반종류의 호칭
분류기준

기반암* 깊이, 
H(m)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
Vs,soil(m/s)

180 미만 0~2 122 S1 암반 지반 1 미만 -
S2 얕고 단단한 지반

1 ~ 20 이하
260 이상180~360 2~5 279

S3 얕고 연약한 지반 260 미만
360~760 5~12 594

S4 깊고 단단한 지반
20 초과

180 이상
760~1,500 12~30 999 S5 깊고 연약한 지반 180 미만
1,500 초과 - - S6 부지 고유의 특성 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요구되는 지반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Vs,soil(m/s)










 

지반분류는 S2에 해당-얕고 단단한 지반

- 이천 김좌근고택 별채의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따른 지반분류는 S2에 해당

하며, 얕고 단단한 지반으로 분류된다.

- 김좌근고택 별채 위쪽 기단석이 균열 및 이탈 우려가 있고 배수로가 없어 습하며, 장

기적으로 기단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나, 탐사결과 지층의 분포양상에서는 특

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으며, 그에 따라 기단석의 균열 및 이탈 양상은 지반의 문제와 

별개의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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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파주 교하향교 대성전

파주 교하향교는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 91에 위치하고 있다. 교하향교 대성전은 현재 

건물 전체가 좌측 측면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다. 탐사공간은 협소하였으며, 지층의 

분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성전의 후면부와 전면부에서 각각 26.0m의 측선 길이로 

굴절법 탄성파탐사를 수행하였다.

◦ 측선위치도

그림 5-181. 파주 교하향교 대성전 측선위치도

측선번호 측선 길이 수신기 간격 발파횟수 샘플링 간격 데이터 개수

SE-1 26.0m 2.0m 6회 200μs 1024개

SE-2 26.0m 2.0m 6회 200μs 1024개

총 측선 길이 5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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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전경

그림 5-182. 파주 교하향교 대성전 현장전경(굴절법 탄성파탐사)

◦ 지형 및 지질

그림 5-183. 파주 교하향교 대성전 지형 및 지질

- 행정구역상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 91에 위치하고 있다.

- 공릉천이 동-서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하천주변의 붕적지 양상을 보인다.

- 조사 지역의 지질은 신생대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의 흑운모편마

암을 피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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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결과

그림 5-184. 파주 교하향교 대성전 SE-1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1.5 2.7 2.1 1.5 3.8 2.4 3.9 5.2 4.5

- 대성전 좌측부에서 풍화암 출현심도가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며, 그로 인해 부분침하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부분 침하에 의하여 기울어짐 현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5-185. 파주 교하향교 대성전 SE-2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0.6 1.3 0.9 0.8 2.4 1.7 1.4 3.3 2.6

- 대성전 하부의 기반암 경계면이 굴곡이 심한 양상을 보인다. 부분 침하가 발생할 가

능성이 있으며, 기울어짐 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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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파주 윤곤선생묘

파주 윤곤선생묘는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산81-1에 위치하고 있다. 윤곤선생묘

는 현재 지반 불안정에 의한 시설물 파손, 토사유실의 우려가 있는 상태이다. 묘소 주변

의 잔디를 새로 심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보수작업을 실시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땅이 푸석푸석하고, 부분적으로 모래가 깔려있다. 탐사공간은 협소하

였으며, 지층의 분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윤곤선생묘의 좌측부와 우측부에서 각각 

26.0m의 측선 길이로 굴절법 탄성파탐사를 수행하였다.

◦ 측선위치도

그림 5-186. 파주 윤곤선생묘 측선위치도

측선번호 측선 길이 수신기 간격 발파횟수 샘플링 간격 데이터 개수

SE-1 26.0m 2.0m 6회 200μs 1024개

SE-2 26.0m 2.0m 6회 200μs 1024개

총 측선 길이 5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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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전경

그림 5-187. 파주 윤곤선생묘 현장전경(굴절법 탄성파탐사)

◦ 지형 및 지질

그림 5-188. 파주 윤곤선생묘 지형 및 지질

- 행정구역상 경기도 파주읍 연풍리 산81-1에 위치하고 있다.

- 북쪽 명학산 자락에 위치하며, 전반적으로 낮은 구릉성 산악지형을 보인다. 갈곡천이 동-서 

방향 흐르고 있다.

- 조사 지역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의 흑운모편마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부정합

으로 피복하는 신생대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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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결과

그림 5-189. 파주 윤곤선생묘 SE-1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1.4 3.0 2.2 2.0 4.5 3.1 3.4 6.4 5.3

- 전반적으로 각각의 지층이 지표면과 평행한 양상을 보이며, 특이한 이상대는 나타나

지 않는다.

그림 5-190. 파주 윤곤선생묘 SE-2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1.8 2.8 2.2 2.6 4.2 3.3 4.9 6.1 5.5

- 전반적으로 각각의 지층이 지표면과 평행한 양상을 보이며, 특이한 이상대는 나타나지 않는

다. 다만 토사층이 푸석한 상태로 존재하며, 토사유실에 따른 보수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토사층의 유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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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파주 김덕함묘 및 신도비

파주 김덕함묘 및 신도비는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무건리 산1에 위치하고 있다. 신도비

는 현재 상층 옥개석이 파손되었으며, 배수불량으로 인한 토사유실이 우려되는 상태이다. 

신도비 전면부에 탐사공간이 충분하여 표면파탐사를 수행하였으며, 지질 연약대를 파악하

고,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지반등급을 산출하였다.

◦ 측선위치도

그림 5-191. 파주 김덕함묘 및 신도비 측선위치도

측선번호 측선 길이 수신기 간격 소스 옵셋 측정간격 샘플링 간격 데이터 개수

MASW-1 20.0m 1.0m 10.0m 2.0m 400μs 4096개

총 측선 길이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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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전경

그림 5-192. 파주 김덕함묘 및 신도비 현장전경(표면파탐사)

◦ 지형 및 지질

그림 5-193. 파주 김덕함묘 및 신도비 지형 및 지질

- 행정구역상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무건리 산1에 위치하고 있다.

- 북동쪽으로 감악산(△675.0m)이 넓게 위치하고 있으며, 남서쪽으로는 만월봉이 위치

한 산악지형을 보인다.

- 조사 지역의 지질은 선캠브리아 원생대의 감악산변성섬장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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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결과

그림 5-194. 파주 김덕함묘 및 신도비 MASW-1 결과단면

전단파 
속도범위(m/s)

Depth
(m)

평균 전단파속도
(m/s)

지반
종류

지반종류의 호칭
분류기준

기반암* 깊이, 
H(m)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
Vs,soil(m/s)

180 미만 - - S1 암반 지반 1 미만 -
S2 얕고 단단한 지반

1 ~ 20 이하
260 이상180~360 0~1 341

S3 얕고 연약한 지반 260 미만
360~760 1~13 518

S4 깊고 단단한 지반
20 초과

180 이상
760~1,500 3~28 1144 S5 깊고 연약한 지반 180 미만
1,500 초과 28~30 1576 S6 부지 고유의 특성 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요구되는 지반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Vs,soil(m/s)








 

지반분류는 S2에 해당-얕고 단단한 지반

- 파주 김덕함묘 및 신도비의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따른 지반분류는 S2에 

해당하며, 얕고 단단한 지반으로 분류된다.

- 김덕함묘 신도비의 전면부에 처마끝에서 떨어지는 우수에 의해 토사가 유실되고 있

는 상태이며, 탐사결과 지반에서의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신도비의 좌측부에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저속도대가 나타나나, 그 정도가 미미하므로 큰 문제는 없

을 것으로 판단되며, 우수에 의한 토사유실 방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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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평택 안재홍생가

평택 안재홍생가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계루지1길 7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사람

이 거주하고 있다. 안재홍생가는 현재 우측면 기단석 배부름, 기단 마감 균열로 지반약화

가 우려되는 상태이다. 생가 우측부에서는 탐사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이 협소하

여 생가 좌측부와 후면부에서 측선을 설정하였으며, 각각 26.0m의 측선 길이로 굴절법 

탄성파탐사를 수행하였다.

◦ 측선위치도

그림 5-195. 평택 안재홍생가 측선위치도

측선번호 측선 길이 수신기 간격 발파횟수 샘플링 간격 데이터 개수

SE-1 26.0m 2.0m 6회 200μs 1024개

SE-2 26.0m 2.0m 6회 200μs 1024개

총 측선 길이 5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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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전경

그림 5-196. 평택 안재홍생가 현장전경(굴절법 탄성파탐사)

◦ 지형 및 지질

그림 5-197. 평택 안재홍생가 지형 및 지질

- 행정구역상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계루지1길 7에 위치하고 있다.

- 서쪽에서 진위천이 북-남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주변에 산악지형이 없는 붕적지 

양상을 보인다.

- 조사 지역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의 반상변정편마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부정

합으로 피복하는 신생대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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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결과

그림 5-198. 평택 안재홍생가 SE-1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1.2 2.8 1.9 2.0 3.9 2.7 3.7 5.6 4.6

- 안재홍생가 부근에서 풍화암 및 기반암 출현심도가 깊어지는 양상이 보이며, 그로 인

해 부분 침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관찰이 필요하다.

그림 5-199. 평택 안재홍생가 SE-2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2.5 3.3 3.0 2.8 3.7 3.1 5.3 6.7 6.1

- 안재홍생가 하부에서 풍화암 및 기반암 출현심도가 소폭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며, 이

는 우측부 기단 배부름 현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부분 침하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주의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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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포천 청성사 사당

포천 청성사 사당은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성사길 99에 위치하고 있다. 청성사 사당

은 현재 후면 석축이 붕괴되어 있고, 기단 상부 균열로 우수유입이 우려되는 상태이다. 

탐사공간은 협소하였으며, 지층의 분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성사 사당의 후면부와 

전면부에서 각각 14.0m의 측선 길이로 굴절법 탄성파탐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석축 붕괴

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성사 사당 담장 뒤편에 50.0m 측선 길이의 전기비저항탐사

를 추가로 수행하였다.

◦ 측선위치도

그림 5-200. 포천 청성사 사당 측선위치도

측선번호 측선 길이 수신기 간격 발파횟수 샘플링 간격 데이터 개수

SE-1 14.0m 2.0m 7회 200μs 1024개

SE-2 14.0m 2.0m 7회 200μs 1024개

ER-1 40.0m 2.0m 쌍극자 배열법

총 측선 길이 68.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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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전경

그림 5-201. 포천 청성사 사당 현장전경(굴절법 탄성파탐사)

◦ 지형 및 지질

그림 5-202. 포천 청성사 사당 지형 및 지질

- 행정구역상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성사길 99에 위치하고 있다.

- 서쪽으로 왕방산(△737.0m), 북쪽으로 덕령산, 가랑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고 동저

의 붕적지 양상을 보인다.

- 조사 지역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의 덕령산화강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부정합

으로 피복하는 신생대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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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결과

그림 5-203. 포천 청성사 사당 SE-1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1.0 1.7 1.4 2.7 2.8 2.7 3.6 4.6 4.1

- 측선 종점부로 갈수록 각각의 지층 경계면 깊이가 약간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나, 정

도는 미미하다. 석축 붕괴는 지반침하의 문제가 아닌 우수에 의한 토사유실이 원인

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추후 보수가 필요하다.

그림 5-204. 포천 청성사 사당 SE-2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1.3 1.5 1.4 2.7 2.8 2.7 4.0 4.2 4.1

- 전반적으로 각각의 지층이 지표면과 평행한 양상을 보이며 특이한 이상대는 나타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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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비저항탐사

포천 청성사 사당 기단 상부의 균열이 발생하여 우수유입의 우려가 있으며, 후면 석축

이 붕괴된 상태로써 추가적으로 전기비저항탐사를 수행하였다.

그림 5-205. 포천 청성사 사당 현장전경(전기비저항탐사)

◦ 탐사결과

그림 5-206. 포천 청성사 사당 ER-1 결과단면

- 청성사 사당 직하부에 단단하게 고결된 층의 고비저항대가 나타나며, 그 하부에 비저

항이 낮아지나, 연약대 등의 이상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반침하에 의한 석축의 

붕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우수에 의한 토사유실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추

후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청성사 사당 우측 하부에서 나타나는 저비저항 이상대는 석축 붕괴와는 무관한 지질

이상대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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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포천향교 명륜당

포천시 포천향교는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청군로3274번길 37에 위치하고 있다. 포천향

교 명륜당은 현재 기단석 이완, 기단 상부 균열로 인한 우수유입이 우려되는 상태이다. 

탐사공간은 협소하였으며, 지층의 분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명륜당 전면부와 좌측부에

서 각각 14.0m, 18.0m의 측선 길이로 굴절법 탄성파탐사를 수행하였다.

◦ 측선위치도

그림 5-207. 포천향교 명륜당 측선위치도

측선번호 측선 길이 수신기 간격 발파횟수 샘플링 간격 데이터 개수

SE-1 14.0m 2.0m 7회 200μs 1024개

SE-2 18.0m 2.0m 6회 200μs 1024개

총 측선 길이 3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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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전경

그림 5-208. 포천향교 명륜당 현장전경(굴절법 탄성파탐사)

◦ 지형 및 지질

그림 5-209. 포천향교 명륜당 지형 및 지질

- 행정구역상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청군로3274번길 37에 위치하고 있다.

- 북쪽으로 안산, 천주산이 위치하며, 포천천이 북-남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전반적으

로 동고 서저의 붕적지 양상을 보인다.

- 조사 지역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의 흑운모편마암을 중생대 쥬라기의 각섬석화강섬

록암이 관입하고, 이를 신생대 제4기 충적층이 피복하고 있다.



경기도 지정문화재 내진 안정성 평가보고서

322

◦ 탐사결과

그림 5-210. 포천향교 명륜당 SE-1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 전반적으로 각각의 지층이 지표면과 평행한 양상을 보이며, 특이한 이상대는 나타나

지 않는다.

그림 5-211. 포천향교 명륜당 SE-2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 명륜당 전면부에서 기반암 출현심도가 약간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나, 정도는 미미하

며, 특이한 이상대는 나타나지 않는다. 명륜당 기단석 이완 및 균열은 지반침하 등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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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하남 광주향교 명륜당

하남 광주향교 명륜당은 경기도 하남시 대성로 126-13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광주향

교 명륜당의 상태는 기둥 결구부위 파손으로 가구부의 붕괴 우려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기둥이 뒤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다. 광주향교 명륜당 전면부 구간에 탐사공간이 충

분하여 표면파탐사를 수행하였다. 표면파탐사를 통해 지질 연약대를 파악하고,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지반등급을 산출하였다. 또한 명륜당의 기울어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

선길이 40.0m의 전기비저항탐사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 측선위치도

그림 5-212. 하남 광주향교 명륜당 측선위치도

측선번호 측선 길이 수신기 간격 소스 옵셋 측정간격 샘플링 간격 데이터 개수

MASW-1 18.0m 1.0m 10.0m 2.0m 400μs 4096개

ER-1 40.0m 2.0m 쌍극자 배열법

총 측선 길이 58.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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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전경

그림 5-213. 하남 광주향교 명륜당 현장전경(표면파탐사)

◦ 지형 및 지질

그림 5-214. 하남 광주향교 명륜당 지형 및 지질

- 행정구역상 경기도 하남시 대성로 126-13에 위치하고 있다.

- 남쪽으로 남한산(△522.0m)이 위치하며, 덕풍천이 북-남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전

반적으로 남고 북저의 붕적지 양상을 보인다.

- 조사 지역의 지질은 신생대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의 호상편마암 

및 화강암질편마암을 피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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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결과

그림 5-215. 하남 광주향교 명륜당 MASW-1 결과단면

전단파 
속도범위(m/s)

Depth
(m)

평균 전단파속도
(m/s)

지반
종류

지반종류의 호칭
분류기준

기반암* 깊이, 
H(m)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
Vs,soil(m/s)

180 미만 0~2 152 S1 암반 지반 1 미만 -
S2 얕고 단단한 지반

1 ~ 20 이하
260 이상180~360 2~4 305

S3 얕고 연약한 지반 260 미만
360~760 4~9 579

S4 깊고 단단한 지반
20 초과

180 이상
760~1,500 9~30 1,063 S5 깊고 연약한 지반 180 미만
1,500 초과 - - S6 부지 고유의 특성 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요구되는 지반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Vs,soil(m/s)










 

지반분류는 S2에 해당-얕고 단단한 지반

- 하남 광주향교 명륜당의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따른 지반분류는 S2에 해당

하며, 얕고 단단한 지반으로 분류된다.

- 명륜당 뒤쪽으로 기둥이 기울어져 있으며, 뒤편 기와 끝선이 정렬되지 않고 불규칙한 

상태이다. 탐사결과에서는 상부 지층에서 별다른 특이사항은 나타나지 않으며, 하부 

760m/s 이상의 전단파속도를 갖는 층이 측선 종점부로 갈수록 지층이 소폭 상승하

는 양상을 보인다. 기둥이 뒤쪽으로 기울어진 양상의 원인은 지반침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나, 탐사결과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하부 지층이 경

사가 있으므로 추후 주의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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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비저항탐사

하남 광주향교 명륜당은 기둥 결구부위 파손으로 가구부의 붕괴 우려가 있으며, 전체적

으로 기둥이 뒤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써 추가적으로 전기비저항탐사를 수행하였다.

그림 5-216. 하남 광주향교 명륜당 현장전경(전기비저항탐사)

◦ 탐사결과

그림 5-217. 하남 광주향교 명륜당 ER-1 결과단면

- 표면파탐사는 명륜당 정면부에서 수행하였으며, 전기비저항탐사는 명륜당 후면부에

서 탐사를 수행하였다. 명륜당 직하부에 저비저항 이상대가 나타나며, 지반침하가 발

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주의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또한 측선거리 12~20m 하부에서 나타나는 저비저항 이상대는 표면파탐사와 비교할 

때, 하부의 지층이 깊어지는 양상과 유사하게 나타나며, 연약대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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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화성 정원채고가 안채

화성 정원채고가 안채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송림로 92번길 13에 위치하고 있다. 현

재 정원채고가 안채는 기단 및 초석이 침하되어 있는 상태로 기초조사에서 파악되었으나, 

기와 공사중으로 인해 안채 곳곳에 공사 울타리가 쳐져 있어 정원채고가 외부의 좌측부

에서 탐사를 수행하였다. 정원채고가 좌측부에서 사선방향으로 탐사공간이 충분하여 표면

파탐사를 수행하였으며, 지질 연약대를 파악하고,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지반등급을 산출

하였다. 또한 정원채고가의 연약대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선길이 56.0m의 전기비저항탐사

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 측선위치도

그림 5-218. 화성 정원채고가 안채 측선위치도

측선번호 측선 길이 수신기 간격 소스 옵셋 측정간격 샘플링 간격 데이터 개수

MASW-1 20.0m 1.0m 10.0m 2.0m 400μs 4096개

ER-1 56.0m 2.0m 쌍극자 배열법

총 측선 길이 76.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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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전경

그림 5-219. 화성 정원채고가 안채 현장전경(표면파탐사)

◦ 지형 및 지질

그림 5-220. 화성 정원채고가 안채 지형 및 지질

- 행정구역상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송림로 92번길 13에 위치하고 있다.

- 사방에 크고 작은 산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77번 국도가 북-남 방향으로, 313 지방

도가 동-서 방향으로 이어져 있다.

- 조사 지역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의 화강암질 편마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부정

합으로 피복하는 신생대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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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결과

그림 5-221. 화성 정원채고가 안채 MASW-1 결과단면

전단파 
속도범위(m/s)

Depth
(m)

평균 전단파속도
(m/s)

지반
종류

지반종류의 호칭
분류기준

기반암* 깊이, 
H(m)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
Vs,soil(m/s)

180 미만 0~3 157 S1 암반 지반 1 미만 -
S2 얕고 단단한 지반

1 ~ 20 이하
260 이상180~360 3~5 264

S3 얕고 연약한 지반 260 미만
360~760 5~13 558

S4 깊고 단단한 지반
20 초과

180 이상
760~1,500 13~30 1,061 S5 깊고 연약한 지반 180 미만
1,500 초과 - - S6 부지 고유의 특성 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요구되는 지반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Vs,soil(m/s)










 

지반분류는 S2에 해당-얕고 단단한 지반

- 화성 정원채고가 안채의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따른 지반분류는 S2에 해당

하며, 얕고 단단한 지반으로 분류된다.

- 측선거리 10m 부근에서 각각의 지층이 깊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 각각의 지층이 지표면과 평행한 양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침하

양상이 달라 부분 침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후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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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비저항탐사

화성 정원채고가 안채의 기단 및 초석의 침하가 발생한 상태로써 추가적으로 전기비저

항탐사를 수행하였다.

그림 5-222. 화성 정원채고가 안채 현장전경(전기비저항탐사)

◦ 탐사결과

그림 5-223. 화성 정원채고가 안채 ER-1 결과단면

- 표면파탐사 결과의 측선거리 10.0m 이후에서 각각의 지층이 깊어지는데,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의 유사한 구간인 32.0m 이후에서도 저비저항대 이상대가 나타난다. 그에 

따라 지반침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주의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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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화성 홍승인고가 안채

화성 홍승인고가는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서봉로851번길 34-15에 위치하고 있다.  홍

승인고가 안채는 현재 우측 기단부가 침하되어 있으며, 시멘트 마감면 균열 및 박락으로 

우수유입이 우려되는 상태이다. 현재 사람은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관리소홀로 인해 출

입문의 열쇠가 분실된 상태이다. 탐사공간은 협소하였으며, 지층의 분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홍승인고가 안채 전면부와 우측부에서 각각 24.0m, 26.0m의 측선 길이로 굴절법 

탄성파탐사를 수행하였다.

◦ 측선위치도

그림 5-224. 화성 홍승인고가 안채 측선위치도

측선번호 측선 길이 수신기 간격 발파횟수 샘플링 간격 데이터 개수

SE-1 24.0m 2.0m 6회 200μs 1024개

SE-2 26.0m 2.0m 6회 200μs 1024개

총 측선 길이 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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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전경

그림 5-225. 화성 홍승인고가 안채 현장전경(굴절법 탄성파탐사)

◦ 지형 및 지질

그림 5-226. 화성 홍승인고가 안채 지형 및 지질

- 행정구역상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서봉로851번길 34-15에 위치하고 있다.

- 조사 구간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상방산, 서봉산, 명봉산 등 낮은 산이 위치하며, 전

반적으로 동고 서저의 붕적지 양상을 보인다.

- 조사 지역의 지질은 신생대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의 선캠브리아

기 우백질편마암 및 화강암질 편마암을 피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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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결과

그림 5-227. 화성 홍승인고가 안채 SE-1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1.7 3.3 2.7 2.9 3.8 3.3 5.0 6.8 6.0

- 홍승인고가 안채 하부에서 풍화암 및 기반암 출현심도가 깊어지는 양상이 나타나며, 

그로 인해 부분적인 침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관찰이 필요하다.

그림 5-228. 화성 홍승인고가 안채 SE-2 결과단면

구   분 700m/s이하 토사층 700~1,200m/s 풍화암
1,200m/s이상

기반암(연암) 출현심도

두께
(m)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1.6 3.3 2.6 3.2 3.8 3.4 5.0 6.8 6.1

- 안채 우측면 기단부 침하의 원인이 안채 우측면 하부 풍화암 및 기반암 출현심도가 

깊어짐에 따른 부분 침하와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주의관찰이 필요

하며, 기단석 마감면의 균열 및 박락 부분으로 우수가 유입되어 지반약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으므로 보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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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종합분석Ⅵ.  종합분석

1. 경기도 역사지진 및 계기지진 분석

현재까지 역사지진의 연구 자료들을 살펴보면 삼국시대의 진앙은 당시 삼국의 수도, 즉 

평양, 한성, 공주, 경주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이는 역사기록에 진앙이 대부분 명시되지 

않아, 임의적으로 당시의 수도를 진앙지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대의 지진에 

대해 논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고려시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이 시대에는 주

로 당시의 수도인 개성에 진앙이 집중되어 있고, 강화도, 서울, 경주, 평양과 일부 지역

(주로 경상도)에 소수의 진앙이 분포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 것이 삼국, 고려 시대의 

경기도 지역에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며 당시의 시대적, 정치적, 행정적 여

건에 따라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진앙지가 경기도 

전체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행정력이 당시의 팔도 거의 전체에 미치고 있었

고, 보고 및 기록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역사기록으로부터 비교적 정확한 진

앙 결정이 가능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1905년 이후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규모 2.0 이상의 경기도의 계기지진은 모

두 24건이다. 상대적으로 계측 기간이 짧고, 표본수가 많지 않아 특별한 분석결과를 도출

해내기 어려웠지만 향후 장기적인 경기도 계기지진자료의 축적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1. 발생빈도 분석

역사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경기도 관련 지진 기록은 총 392건이다. 시기별 발생 

빈도를 살펴보면 한성백제시대 10건, 고려시대 110건, 조선시대 272건으로 조선시대의 

지진 기록수가 한성백제시대, 고려시대 기록을 합친 것보다도 2배 이상 많다. 하지만 

이 수치를 근거로 조선시대가 한성백제시대, 고려시대에 비해 지진 발생 빈도가 월등히 

높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기록에 나타나는 시대별 지진 빈도수의 차이는 시대별 행정 정비 체계와 남아있는 

전체 기록물의 양과 비례해서 나타나는 차이로도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행정 체계

의 정비가 완비되어 지진이나 기상이변 발생 시 각 지역별 지방관들이 중앙 관청으로 

보고해 기록으로 남겼고, 현재의 기상청과 천문대에 해당하는 관상감(觀象監)에서 지진

을 포함한 기상현상을 지속적으로 관측해 보고하고 기록으로 남겼다. 지방관이나 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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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지진에 대한 보고를 누락할 경우 처벌한 사례들도 기록되어 있어 지진에 대한 보

고체계가 정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현재 남아있는 삼국시대의 기록은《삼국

사기(三國史記)》, 고려시대의 기록은《고려사(高麗史)》,《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정도

인데 반해 조선시대는《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일성

록(日省錄)》,《풍운기(風雲記)》,《천변초출등록(天變初出謄錄)》등과 개인문집, 지방지까지 

다양하게 남아있어 절대적인 기록의 양에서 차이가 나고, 이와 비례해 지진 기록의 양

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을 감안하여 역사지진의 

발생빈도를 살펴봐야 한다.

역사 문헌을 통한 시기별 지진 발생 빈도를 살펴보면 전체 392건의 역사 지진 기록 중 중 

조선 16~17세기 사이의 지진이 174건으로 전체의 약 44.4%에 해당한다. 역사지진의 특성상 

고대로 갈수록 소규모 지진의 누락 가능성이 높을 수 있지만,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진도 Ⅴ 

이상의 지진피해의 발생 빈도를 비교하더라도 전체 78건의 진도 Ⅴ 이상의 지진기록 중 

57.7%인 45건이 16-17세기에 발생하였다. 이를 통해 16~17세기 조선시대 중기에 지진활동

이 상대적으로 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시  기
한성백제
(0-5세기)

고  려
(10-14세기)

조  선
계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계

빈도수 10 110 43 108 66 38 17 272 392

상대빈도(%) 2.6 28.0 11.0 27.6 16.8 9.7 4.3 69.4 100

진도 Ⅴ 이상의
지진 빈도수

2 16 5 32 13 9 1 60 78

진도 Ⅴ 이상의
상대빈도(%)

2.6 20.5 6.4 41.0 16.7 11.5 1.3 76.9 100

표 6-1. 경기도 역사지진 시기별 빈도수

진도별 발생 빈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진도 Ⅳ 이하이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진

도 Ⅴ 이상의 지진은 전체 392건 중 78건으로, 약 19.9%에 해당한다. 특히 본격적으

로 구조물과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진도 Ⅷ의 지진은 15회로 전체 경기도 지

진의 약 3.8%였다. 

진  도 Ⅱ-Ⅳ Ⅳ Ⅴ Ⅵ Ⅶ Ⅷ Ⅷ-Ⅸ 계

빈도수 273 41 39 16 8 12 3 392

상대빈도(%) 69.6 10.5 9.9 4.1 2.0 3.1 0.8 100

표 6-2. 경기도 역사지진 진도별 빈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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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이후 발생한 24건의 규모 2.0 이상의 경기도의 계기지진은 모두 3.9 이하의 

규모로 발생했다. 지역별 발생빈도는 연천군이 6건으로 가장 많지만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고, 표본수가 많지 않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지 역 김포 평택 성남 고양 과천 연천 양평 여주 계

빈도수 1 3 1 1 1 6 1 1

24지 역 파주 화성 이천 용인 시흥 광주 수원 경기만

빈도수 1 1 2 1 1 1 1 1

표 6-3. 규모 2.0 이상 경기도 계기지진 지역별 빈도수(1905 - 2017)

1.2. 기타 지진 관련 기록

《고려사(高麗史)》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을 살펴보면 지진의 피해

를 막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제사를 지낸 기록이 남아있다. 1228년 3월 2일 고려 고종 

15년에「지진을 막아달라고 삼청(三淸)에 초제를 지내다」라는 기록이 있고, 1454년 4

월 9일 조선 단종 2년에는「경기도 인천에 지진이 있으므로 향과 축문을 내려 해괴제

(解怪祭)를 행하였다」, 12월 17일에는「지진이 있어서, 종묘·사직에 제사를 지내어 고

하였다」는 기록 등 지진에 대해서 국가적인 재난으로 여기고 피해를 막기 위해 제사

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또 지진 발생 시 각 지방관들과 관상감 관원들이 보고를 누락할 경우 질책하거나 처

벌한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다. 1621년 12월 23일 조선 광해군 13년의 기록을 살펴 보

면「승정원이 아뢰었다. “하늘의 변고와 땅의 재앙에 대하여는 관상감의 관원이 즉시 

서계해야 합니다. (이는 전례로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그 형률이 매우 엄합니다.) 그런

데 이달 11일의 지진을 민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미 5, 6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서계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보통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날 숙직한 관원

들을 추고하여 죄를 다스리소서.”」, 1674년 11월 25일 조선 숙종 즉위년에는「밤에 

지진이 일어났으나, 일관(日官)이 아뢰지 않았다. 며칠 뒤 허적(許積)이 연석에서 임금께 

여쭈어 죄주었다.」는 기록 등 지진 관측을 소홀히 한 관상감 관원들을 벌주는 기록들

이 있고, 1662년 2월 26일 조선 현종 3년 기록에는「“경기 여주에 지진이 있었는데도 

도신(道臣)이 즉각 계문(啓聞)하지 않았으니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라는 기록으로 

지진을 보고하지 않은 지방관을 질책하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에는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를 관측하고 보고하는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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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록을 통한 경기도의 장기 지진위험도 평가

경기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전역은 유라시아 판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판 경계에 위

치하는 나라들에 비해 비교적 안정한 지역이지만 역사기록에는 수많은 유감지진의 기

록이 나오고 인명피해와 구조물 피해가 발생한 파괴적인 지진 기록도 드물지만 나타나

고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의 89년 백제 기루왕 13년 6월 기록을 살펴보면 ‘지진

이 일어나 민가가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구조물의 붕괴가 기

록되어 있고, 경기도 역사지진 기록 중에서는 유일하게 인명피해를 나타내고 있어 지진 

당시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1518년 조선 중종 13년 6월 22일부터 25일까지의 기록에는 ‘담장과 성첩이 무너지고 

민가가 무너지니, 도성 안 사람들이 모두 밤새도록 노숙하며 압사(壓死)하는 것을 면하

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성과 민가가 무너질 정도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 밖에 본격적으로 구조물과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진도 Ⅷ 이상의 

강한 지진도 15건이 기록되어 있는 만큼 경기도도 항구적으로 지진에 안정한 지역이라

고 단정할 수 없다. 

현대사회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하여 대단히 취약하다. 인구의 도시집중, 산업

시설의 밀집 등은 지진과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에 의한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장기적으로 그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되어, 오랜 기간 동안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래에는 2016년 9월 경주, 2017년 11월 포항에서 파괴적인 지

진이 발생했고 경기도 지역에서도 드물지만 파괴적인 지진이 발생한 기록이 있는 만큼 

지진 방재에 소홀할 경우 불시에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의외의 심각한 경제적, 인

명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지진의 발생 가능성과 재해의 증폭 및 파급효과

를 생각할 때 지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은 분명하다. 따라서 지진에 의한 피해를 경감

시키기 위해서는 주요 구조물에 대한 적절한 내진설계가 필수적이며, 한번 훼손이 발생

하면 고유한 가치를 회복하기 어려운 문화재의 특성상 주기적인 내진 점검을 통해 내

진 안정성을 파악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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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진도Ⅴ이상 경기도 역사지진 목록

1.4.1. 진도Ⅴ 역사지진목록

1227. 02. 27.

高宗 14年. 02. 10.

二月 庚寅 地大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增補文獻備考》

큰 지진이 일었다.

38.0N 126.6E 진도 Ⅴ

1227. 03. 12.

高宗 14年. 02. 23.

癸卯 (地大震.)亦如之.《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增補文獻備考》

또 큰 지진이 일었다.

38.0N 126.6E 진도 Ⅴ

1228. 02. 08.

高宗 15年. 01. 01.

(戊子)十五年 春正月 丙子朔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

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Ⅴ

1261. 07. 20.

元宗 2年. 06. 22.

壬子 地大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큰 지진이 있었다.

37.7N 126.5E 진도 Ⅴ

1270. 03. 11.

元宗 11年. 02. 18.

戊子 地大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큰 지진이 있었다.

37.7N 126.5E 진도 Ⅴ

1308. 02. 25.

忠烈王 34年. 02. 03.

二月 癸巳 地大震.《高麗史 – 世家》,《增補文獻備考》

큰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Ⅴ

1338. 06. 20.

忠肅後 7年 06. 02.

地大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큰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Ⅴ

1352. 06. 30.

恭愍王 1年 05. 17.

乙卯 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큰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Ⅴ

1357. 10. 28.

恭愍王 6年 閏 09. 15.

丙辰 地大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큰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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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 06. 21.

恭愍王 15年 05. 13.

大地震.《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增補文獻備考》

큰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Ⅴ

1374. 12. 11.

恭愍王 23年 11. 08.

十一月己巳 地大震.《高麗史 – 志(五行)》,《增補文獻備考》

큰 지진이 있었다.
38.0N 126.6E 진도 Ⅴ

1376. 06. 04.

禑王 2年 05. 17.

庚午 地大震, 鴟巖吼.《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

文獻備考》

큰 지진이 나고 치암(鴟巖)에서 큰 소리가 울렸다.
38.0N 126.6E 진도 Ⅴ

1408. 05. 10.

太宗 8年. 04. 15.

夜, 地震.《朝鮮王朝實錄》

밤에 지진이 있어서 집이 모두 흔들렸다.
37.6N 127.0E 진도 Ⅴ

1452. 05. 08.

文宗 2年. 04. 19.

癸未 地震, 屋宇皆震. 占曰 : ‘地以四月動有音, 五穀不熟, 民大饑.《朝鮮

王朝實錄》

지진이 일어나서 가옥(家屋)이 모두 진동하였다. 점사(占辭)에 말하기

를, ‘땅이 4월에 진동하여 소리가 있으면 오곡이 익지 아니하고 백성이 

크게 굶주린다.’고 하였다.
37.6N 127.0E 진도 Ⅴ

1513. 06. 18.

中宗 8年. 05. 16.

京畿 驪州等四邑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 여주 등 4읍에 지진이 있었다.
37.2N 127.3E 진도 Ⅴ

1516. 07. 26.

中宗 11年. 06. 27.

京畿 水原, 仁川, 利川, 龍仁, 陽城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 수원·인천·이천·용인·양성에 지진이 있었다.
37.3N 127.1E 진도 Ⅴ

1518. 06. 23.

中宗 13年. 05. 16.

“傳曰 : 自昨日接見大臣及臺諫之後, 心不自安, 未能就寢, 至四更又震. 

自昨日午夜始震, 徹夜連震, 甚可駭愕. 予之暗昧, 未知其由. 方今在下, 

欲致唐, 虞之治, 盡心輔導, 由予不善, 未能究化, 以當天地之心, 故示警

若此. 豈大臣不能盡職而然也? 其勿辭.”《朝鮮王朝實錄》

전교하기를, “어저께 대신과 대간을 접견한 뒤로부터 마음이 편치 못

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4경(更)이 되자 또 지진이 있었다. 어저

께 초저녁에 땅이 흔들리기 시작한 뒤로 밤새도록 연달아 지진이 있으

니 매우 놀라운 일이다. 내가 암매(暗昧)한 사람이라서 그 까닭을 모르

겠다. 방금 아래에서는 당우(唐虞)의 정치를 이룩하려고 성심껏 보도

(輔導)를 하는데도, 내가 훌륭하지 못해서 교화(敎化)를 이루어 천지의 

마음에 맞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계를 보이는 것이다. 어

찌 대신이 직책을 다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

였다. 이날 지진이 세 번 있었는데, 궁전(殿宇)이 흔들렸다.

[조광조(趙光祖, 1482-1519),《靜菴集》附錄, <事實> 및 <年譜> 1518년]

37.6N 127.0E 진도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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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06. 25.

中宗 13年. 05. 18.

丙辰 卯時, 地又震.《朝鮮王朝實錄》

묘시(오전 5시-7시)에 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Ⅴ

1518. 10. 10.

中宗 13年. 09. 06.

京城地震. 京畿 江華、開城”亦震.《朝鮮王朝實錄》

경성(京城, 서울)에 지진이 있었고, 경기의 강화와 개성부에도 지진이 

있었다.

37.7N 126.7E 진도 Ⅴ

1518. 11. 23.

中宗 13年. 10. 21.

京畿 喬桐, 黃海道 黃州, 康翎等邑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 교동과 황해도 황주·강령 등지에 지진이 있었다.

38.1N 125.8E 진도 Ⅴ

1520. 04. 24.

中宗 15年. 04. 08.

京畿 仁川·南陽·江華·“平·陽川·金浦·衿川, 忠淸道 沔川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 인천·남양·강화·부평·양천·김포·금천과 충청도 면천에 지진이 있었다.

37.3N 126.5E 진도 Ⅴ

1542. 01. 29.

中宗 37年. 01. 14.

夜, 地震. 江原道 春川地震, 屋宇振動, 聲如雷. 京畿 廣州地震, 屋宇皆動.

《朝鮮王朝實錄》

밤에 지진이 있었다. 강원도 춘천에 지진이 일어나 집들이 흔들리고 

소리가 우레와 같았으며, 경기도 광주에도 지진이 일어나 집이 모두 

흔들렸다.

37.6N 127.4E 진도 Ⅴ

1556. 03. 17.

明宗 11年. 02. 07.

京畿 驪州、陽城, 地震. 淸洪道 淸州, 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도 여주·양성에 지진이 있었다. 청홍도 청주에 지진이 있었다.

37.0N 127.5E 진도 Ⅴ

1557. 01. 03.

明宗 11年. 12. 03.

戊子 日暈. 開城”地震, 自西向東, 聲如殷雷, 屋宇微動. 黃海道 江陰, 

雷聲大作, 牛峯地震, 自北向東, 屋瓦振動.《朝鮮王朝實錄》

햇무리가 졌다. 개성부에 지진이 일어나 서에서 동으로 옮아갔는데, 천

둥치는 소리 같았고 집이 약간 흔들렸다. 황해도 강음에 천둥이 크게 

치고, 우봉에 지진이 일어나 북에서 동으로 향했는데 지붕의 기와가 

흔들렸다. 

38.1N 126.6E 진도 Ⅴ

1557. 12. 20.

明宗 12年. 11. 30.

己卯 夜, 地震, 屋宇皆動.《朝鮮王朝實錄》

밤에 지진이 일어나 집들이 온통 흔들렸다.

37.6N 127.0E 진도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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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 01. 12.

宣祖 23年. 12. 17.

乃於今十二月十七日乙酉, 京師地震 屋宇振動. 

開城留守書狀 : 今月十七日己時, 地震自西北, 向東南, 屋宇振動, 良久而止.

《朝鮮王朝實錄》

이달 12월 17일에는 서울에 지진이 발생하여 집들이 흔들렸다.

개성 유수(開城留守)가 서장을 올리기를, 

“이달 17일 사시에 지진이 일어나서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향했는데 

집들이 흔들렸고 조금 후에 멈추었습니다.”

37.8N 126.8E 진도 Ⅴ

1591. 01. 25.

宣祖 24年. 01. 01.

朔戊戌 地震, 四方皆同, 京師最甚.《朝鮮王朝實錄》

사방에 지진이 있었는데, 서울이 가장 심했다.

37.6N 127.0E 진도 Ⅴ

1604. 01. 09.

宣祖 36年. 12. 09.

京畿監司金睟. 馳啓曰 : “竹山”, 今月初九日地動, 有聲如雷, 自西北間, 

向東南, 暫時而止. 當閉塞之日, 變異非常事.”《朝鮮王朝實錄》

경기 감사 김수가 치계하기를, “죽산부에서 이달 9일에 땅이 진동하며 

천둥같은 소리가 났는데,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향하다가 잠시 뒤에 

그쳤습니다. 천지가 폐색(閉塞)되는 겨울에 이변이 비상합니다.”

37.1N 127.4E 진도 Ⅴ

1604. 12. 19.

宣祖 37年. 10. 29.

京畿監司金睟啓 : “金浦地, 十月二十九日酉時, 自南向西, 地動之聲, 移

時而止, 變怪非常. 其日陽川地, 自西北間地震, 聲如火砲, 山雉皆驚飛, 

變異非常.”《朝鮮王朝實錄》

경기감사 김수가 아뢰었다. “김포 지역에서 10월 29일 유시(오후 5시

-7시)에 남쪽에서 서쪽으로 땅이 진동하는 소리가 나다가 잠시 뒤에 그

쳤으니, 그날 양천 지역에서는 북쪽으로부터 땅이 진동하는 소리가 화포 

소리처럼 들려 산의 꿩이 모두 놀라 날았으니, 변이가 비상합니다.”

37.6N 126.8E 진도 Ⅴ

1616. 10. 28.

光海 8年. 09. 18.

丙辰九月十八日丙戌地大震.《朝鮮王朝實錄》

큰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Ⅴ

1664. 01. 07.

顯宗 4年. 12. 10.

開城”及海州地震.《朝鮮王朝實錄》

개성부 및 해주에 지진이 있었다.

38.0N 126.1E 진도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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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 06. 20.

肅宗 7年. 05. 05.

1681. 06. 26.

肅宗 7年. 05. 11.

京畿監司書目, 廣州等三十五邑, 今月初五日地震事.

京畿監司書目, 麻田·漣川·積城等官呈, 以本月初五日地震事, 及廣州呈, 

以同月十一日地震事.《承政院日記》

경기감사 서목의 내용이다. 광주 등 35개 읍에서 이번 달 초 5일에 지

진이 있었다.

경기 감사 서목의 내용이다. 마전·연천·적성 등 관에서 올리기를, “이번 

달 초 5일에 지진이 있었다.”고 하였다. 광주에서 올리기를, “같은 달 

11일에 지진이 있었다.”고 하였다.

37.8N 127.2E 진도 Ⅴ

1681. 06. 22.

肅宗 7年. 05. 07.

京畿各邑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 각 고을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7.1E 진도 Ⅴ

1681. 07. 31.

肅宗 7年. 06. 17.

1681. 08. 01.

肅宗 7年. 06. 18.

癸卯 京畿觀察使以水原, 陰竹, 本月十七八日地震, 啓聞.

庚子 承政院啓曰 : “今十八日曉頭, 再度地震, 而觀象監不爲書啓, 當該官

請令攸司推治.” 允之.《朝鮮王朝實錄》

경기 관찰사가 수원·음죽에서 이달 17일과 18일에 지진이 일어났었다고 

계문하였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18일 이른 새벽에 두 번 지진이 일어났는데, 관

상감에서 서계(書啓)하지 아니하였으니, 청컨대 관원을 유사(攸司)로 하

여금 추국해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37.2N 127.3E 진도 Ⅴ

1707. 03. 04.

肅宗 33年. 02. 01.

朔甲申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辰時, 自西方至東方, 地震.《承政院日記》

진시(오전 7시-9시)에 서방으로부터 동방에 이르기까지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Ⅴ 

1719. 06. 20.

肅宗 45年. 05. 03.

江華留守書目. 初三日卯時, 西南方地震一次, 門戶掀動, 暫時向東北方而止

事. 《承政院日記》

강화유수 서목의 내용이다. 초 3일 묘시(오전 5시-7시)에 서남방에서 

지진이 한 번 있었으며 문호(문틀)가 들리고 흔들렸다. 잠깐 동안 동북

방으로 향하다 그쳤다.

37.8N 126.5E 진도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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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 03. 27.

英祖 19年. 03. 02.

丙辰 地震.《朝鮮王朝實錄》, 《增補文獻備考》, 《天變初出謄錄》   

지진이 있었다. 

37.6N 127.0E 진도 Ⅴ

1833. 10. 26.

純祖 33年. 09. 14.

夜二更, 地動, 起自北方至南方.《承政院日記》

밤 2경(오후 9시-11시)에 지진이 있었는데 북방에서 일어나 남방에 이

르렀다.

37.6N 127.0E 진도 Ⅴ

1.4.2. 진도Ⅵ 역사지진목록

1503. 09. 13.

燕山君 9年. 08. 23.

丁巳 京師及忠淸道 忠州, 堤川, 定山, 鎭川, 淸安, 牙山, 槐山, 結城, 泰

安, 尼山, 懷仁, 沔川, 林川, 稷山, 保寧, 報恩, 公州, 連山, 鎭岑, 懷德, 

文義, 天安, 洪州, 5山, 德山, 陰城, 藍浦, 新昌, 淸州, 燕岐, 平澤, 瑞

山, 淸風, 唐津, 沃川, 海美, 全義, 木川, 靑山, 慶尙道 金山, 開寧, 仁同 

, 龍宮, 6泉, 京畿 廣州, 果川, 楊根, 砥平, 驪州, 利川, 陽智, 龍仁, 陰

竹, 衿川, 安山、南陽, 水原, 振威, 陽城, 安城, 陽川, 仁川, “平, 金浦, 

通津, 江華, 坡州, 楊州, 抱川, 永平, 全羅道 益山, 龍安, 咸悅地震.《朝鮮

王朝實錄》

서울과 충청도 충주·제천·정산·진천·청안·아산·괴산·결성·태안·이산·회인·

면천·임천·직산·보령·보은·공주·연산·진잠·회덕·문의·천안·홍주·예산·덕산·

음성·남포·신창·청주·연기·평택·서산·청풍·당진·옥천·해미·전의·목천·청산. 

경상도 금산·개령·인동·용궁·예천, 경기의 광주·과천·양근·지평·여주·이

천·양지·용인·음죽·금천·안산·남양·수원·진위·양성·안성·양천·인천·부평·금

포·통진·강화·파주·양주·포천·영평, 전라도 익산·용안·함렬에 지진이 있

었다.

37.0N 127.1E 진도 Ⅵ

1515. 09. 17.

中宗 10年. 08. 10.

京城及京畿 高陽, 楊州, 江原道 鐵原, 平康, 金化, 金城, 淮陽, 春川, 狼

川 地震.《朝鮮王朝實錄》

경성(京城, 서울) 및 경기의 고양·양주와 강원도의 철원·평강·금화·금성·

회양·춘천·낭천에 지진이 있었다.

38.0N 127.5E 진도 Ⅵ

1520. 04. 04.

中宗 15年. 03. 17.

京城及京畿 楊州, “平, 仁川, 金浦, 陽川, 通津, 喬桐, 忠淸道 沔川地

震.《朝鮮王朝實錄》

경성(京城, 서울) 및 경기의 양주·부평·인천·김포·양천·통진·교동, 충청

도의 면천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6.1E 진도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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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 09. 04.

中宗 16年. 08. 04.

京城及京畿 坡州 豐德, 平安道 平壤, 中和, 江西, 甑山, 咸從, 永柔, 黃

海道 黃州, 海州, 安岳, 鳳山, 豐川地震.《朝鮮王朝實錄》

경성(京城, 서울)과 경기의 파주·풍덕, 평안도의 평양·중화·강서·증산·함

종·영유, 황해도의 해주·안악·봉산·풍천에 지진이 있었다.

38.4N 125.9E 진도 Ⅵ

1523. 02. 18.

中宗 18年. 02. 04.

京畿地震, 黃海道 安缶, 信川, 瓮津, 松禾, 康翎, 長連, 牛峰, 長淵地震, 

屋宇搖動.《朝鮮王朝實錄》

경기에 지진이 있었다. 황해도의 안악·신천·옹진·송화·강령·장련·우봉·장

연에도 지진이 있었는데 집이 흔들렸다. 
38.1N 125.7E 진도 Ⅵ

1525. 05. 28.

中宗 20年. 05. 07.

京畿 南陽, 黃海道 文化, 海州, 康翎, 信川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 남양, 황해도 문화·해주·강령·신천에 지진이 있었다.
37.6N 126.0E 진도 Ⅵ

1526. 10. 27.

中宗 21年. 09. 22.

京畿 廣州等七邑, 忠淸道 陰城等十邑, 江原道 平海等八邑, 慶尙道 安東

等二十九邑地震, 有聲如雷, 屋宇搖動.《朝鮮王朝實錄》

경기의 광주 등 7고을, 충청도 음성 등 10고을, 강원도 평해 등 8고

을, 경상도 안동 등 29고을에 지진이 있었다. 소리는 천둥치는 것 같

았고 가옥이 흔들렸다.
36.8N 128.5E 진도 Ⅵ

1531. 10. 07.

中宗 26年. 08. 27.

戊申 地震, 屋宇盡動, 其聲如雷. 江原道 三陟, 狼川, 杆城, 春川, 楊口,

麟蹄, 平昌, 平康, 安峽, 伊川, 高城, 淮陽, 鐵原, 原州, 橫城, 洪川, 黃

海道 瑞興, 延安, 谷山, 兔山, 新溪, 白川, 牛峯, 江陰, 忠淸道 鎭川, 陰

城, 平澤等官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일어나 집이 다 흔들렸는데, 소리가 우레 같았다. 강원도 삼척·

낭천·간성·춘천·양구·인제·평창·평강·안협·이천·고성·회양·철원·원주·횡성·

홍천과, 황해도 서흥·연안·곡산·토산·신계·배천·우봉·강음과, 충청도 진

천·음성·평택 등 고을에 지진이 일어났다.
37.7N 127.3E 진도 Ⅵ

1543. 03. 01.

中宗 38年. 01. 26.

日暈, 兩珥, 冠履. 白虹貫日, 地震. 黃海道 海州, 延安, 白川等官, 白虹

貫日. 又於東南, 白氣相連貫日, 狀如圓虹, 兩傍有圓環, 其大如日, 紅紫

色, 逾時乃消. 又地震, 屋宇搖動, 窓戶皆鳴. 忠淸道 平澤縣, 及京畿 楊

州, 陽川, “平, 南陽, 振威, 長湍等邑, 地震.《朝鮮王朝實錄》

햇무리가 졌다. 양이(兩珥)·관(冠)·이(履)가 있었고 흰 무지개가 해를 

꿰었다. 지진이 발생했다. 황해도 해주·연안·배천 등지에 흰 무지개가 

해를 꿰었고 또 동남쪽에 흰 운기가 서로 연하여 해를 꿰었는데 모양

은 둥근 무지개와 같았다. 양곁에 둥근 고리가 있었는데 그 크기는 태

양만 했으며 홍자색(紅紫色) 빛깔이었다. 얼마 있다가 사라졌다. 또 지

진이 발생하여 집이 흔들렸고 창문이 모두 울렸다. 충청도 평택현 및 

경기 양주·양천·부평·남양·진위·장단 등 고을에 지진이 발생했다.
37.7N 126.5E 진도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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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 02. 25.

中宗 39年. 02. 03.

京畿 竹山, 江原道 淮陽·通川·歙谷, 全羅道 南原·長水·鎭安·錦山·珍山·高

山, 慶尙道 尙州·義城·體泉·星州·開寧·聞慶·咸陽·安陰·居昌·豐基·義興·龍

宮·咸昌, 忠淸道 石城·鎭岑·沃川·文義·公州·鎭川·全義·淸安·靑山·淸州·燕

歧·連山·永同·報恩·懷仁·槐山·懷德·木川·淸風·丹陽·延豐·陰城, 黃海道 瑞

興等官, 同日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 죽산, 강원도 회양·통천·흡곡, 전라도 남원·장수·진안·금산·진산·고

산, 경상도 상주·의성·예천·성주·개령·문경·함양·안음·거창·풍기·의흥·용

궁·함창, 충청도 석성·진잠·옥천·문의·공주·진천·전의·청안·청산·청주·연

기·연산·영동·보은·회인·괴산·회덕·목천·청풍·단양·연풍·음성, 황해도 서

흥 등 고을에 같은 날 지진이 일어났다.
36.4N 127.8E 진도 Ⅵ

1553. 12. 31.

明宗 8年. 11. 27.

己巳 夜, 京城地震, 聲如微雷. 京畿 楊根, 永平, 加平, 江原道 原州, 橫

城, 慶尙道 聞慶, 龍宮, 咸昌, 安東, 玄風, 高0, 地震.《朝鮮王朝實錄》

밤에 경성(京城, 서울)에 지진이 있었는데 소리가 은은한 우레와 같았

다. 경기 양근·영평·가평, 강원도 원주·횡성, 경상도 문경·용궁·함창·안

동·현풍·고령에 지진이 있었다.
36.9N 128.0E 진도 Ⅵ

1556. 01. 19.

明宗 10年. 12. 08.

戊戌 夜, 京師地震, 自東方而西. 水星見於東方. 京畿 江華等三邑, 開城

”, 黃海道 海州等七邑, 淸洪道 洪州等二邑, 平安道 成川等二邑, 地震.
《朝鮮王朝實錄》

밤에 서울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향하였다. 수

성(水星)이 동방에 나타났다. 경기의 강화 등 세 고을과 개성부, 황해

도의 해주 등 일곱 고을, 청홍도의 홍주 등 두 고을, 평안도의 성천 등 

두 고을에 지진이 일어났다.
37.8N 126.5E 진도 Ⅵ

1556. 05. 12.

明宗 11年. 04. 04.

日微暈 京城地震.

京畿 “平, 喬桐, 地震. 黃海道 海州, 信川, 瓮津, 松禾, 長淵地震.《朝鮮

王朝實錄》

햇무리가 희미하게 지고 경성(京城, 서울)에 지진이 일어났다. 

경기 부평·교동에 지진이 일어났다. 황해도 해주·신천·옹진·송화·장연에 

지진이 일어났다.
37.8N 126.0E 진도 Ⅵ

1557. 05. 30.

明宗 12年. 05. 03.

京畿地震, 屋宇振動. 

乙卯 舍人以三公意啓曰 : “人君畏天之敬, 不可有斯須之弛. 至於遇災, 

尤當惕然, 十分加敬. 近來變故非止一二, 今又京師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에 지진이 일어나 집이 진동했다.

사인(舍人)이 삼공의 뜻으로 아뢰기를, 

“임금이 하늘을 두려워하는 공경심은 잠시도 해이해져서는 안 됩니다. 

재변을 만나면 더욱 두려워하여 십분 더 공경해야 하는 것인데, 근래 

변고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이제 또 서울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37.6N 127.1E 진도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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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 05. 18.

明宗 20年. 04. 19.

京城地震, 屋宇皆動. 京圻 坡州, 抱川, 江華地震, 屋瓦搖動. 江原道 平

康地震. 平安道 定州、寧邊、鐵山、平壤地震, 屋宇搖動.《朝鮮王朝實錄》

서울에 지진이 일어나니 집이 다 흔들렸다. 경기 파주·포천·강화에 지

진이 일어나 지붕의 기와가 흔들렸다. 강원도 평강(平康)에 지진이 일

어나고, 평안도 정주(定州)·영변(寧邊)·철산(鐵山)·평양에 지진이 일어나 

집이 흔들렸다.

37.9N 126.9E 진도 Ⅵ

1594. 07. 13.

宣祖 27年. 05. 26.

夜一更, 地震, 自乾方至巽方, 良久而止.

而乃於今二十六日夜地震, 聲如殷雷, 屋宇皆動. 臣等相顧失色, 不勝驚愕之

至.《朝鮮王朝實錄》

밤 1경(오후 7시-9시)에 지진이 건방(乾方, 북서)에서부터 손방(巽方, 

남동)까지 있었는데 한참 만에 그쳤다.

“···어젯밤에 있었던 지진은 그 소리가 천둥과 같았고 집이 모두 흔들

려서 신들은 실색(失色)하고 서로 돌아다보며 경악스러움을 이기지 못

했습니다.···”

37.6N 127.0E 진도 Ⅵ

1.4.3. 진도Ⅶ 역사지진목록

1226. 10. 29.

高宗 13年. 10. 07.

冬十月 己丑 地震, 屋瓦皆墜.《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

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어서 지붕 기왓장이 다 떨어졌다.

38.0N 126.6E 진도 Ⅶ

1437. 02. 28.

世宗 19年. 01. 24.

京中及京畿, 慶尙道 安東·尙州等二十五官, 江原道 襄陽等十一官, 忠淸

道 忠州等四十三官, 全羅道 全州等二十六官地震.《朝鮮王朝實錄》

서울 안과 경기도, 경상도의 안동·상주 등 25개 고을, 강원도의 양양 

등 11개 고을, 충청도의 충주 등 43개 고을, 전라도의 전주 등 26개 

고을에 지진이 있었다.

36.8N 127.6E 진도 Ⅶ

1226. 10. 29.

高宗 13年. 10. 07.

冬十月 己丑 地震, 屋瓦皆墜.《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

要》,《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있어서 지붕 기왓장이 다 떨어졌다.

38.0N 126.6E 진도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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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 02. 28.

世宗 19年. 01. 24.

京中及京畿, 慶尙道 安東·尙州等二十五官, 江原道 襄陽等十一官, 忠淸

道 忠州等四十三官, 全羅道 全州等二十六官地震.《朝鮮王朝實錄》

서울 안과 경기도, 경상도의 안동·상주 등 25개 고을, 강원도의 양양 

등 11개 고을, 충청도의 충주 등 43개 고을, 전라도의 전주 등 26개 

고을에 지진이 있었다.

36.8N 127.6E 진도 Ⅶ

1484. 02. 04.

成宗 15年. 01. 08.

都城及忠淸, 全羅道地震.《朝鮮王朝實錄》

도성 및 충청도·전라도에 지진이 있었다.

36.0N 126.9E 진도 Ⅶ

1692. 11. 02.

肅宗 18年. 09. 24.

夜二更, 京都地大震, 是日京畿 忠淸 全羅 慶尙 江原等道俱震有聲如雷, 

甚處屋宇掀簸, 窓戶自闢, 山川草木無不震動. 至有鳥獸驚散竄逬者, 其震多

從西北起, 至東南云. 

밤 2경(二更)에 서울 지역에서 크게 지진이 일었다. 이날 경기·충청도·전

라도·경상도·강원도 등에서 모두 지진이 일었는데, 소리가 천둥치는 것 

같았고, 심한 곳에서는 집이 흔들리고 창문이 저절로 열렸으며, 산천 초

목이 진동하지 않는 것이 없어 새와 짐승들이 놀라서 흩어지고 도망하

여 숨기까지 했다. 이 지진은 대부분 서북쪽에서 일어나 동남쪽으로 이

르렀다고 한다.《朝鮮王朝實錄》

京畿監司書目, 楊州·坡州·利川·砥平·楊根等邑呈, 以九月二十四日三更量, 

地震事.

경기감사 서목의 내용이다. 양주·파주·이천·지평·양근(양평) 등 읍에서 

올리기를, “9월 24일 3경(오후 11시-오전 1시)에 지진이 있었다.”고 하

였다.《承政院日記》

37.6N 127.0E 진도 Ⅶ

1707. 01. 03.

肅宗 32年. 11. 30.

甲申 夜, 地震. 諸道以地震事, 狀聞亦連續來到.《朝鮮王朝實錄》

밤에 지진이 있었다. 제도(여러 도)에서 지진이 있었던 일 때문에 장문

이 잇달아 이르렀다.

京畿監司書目, 喬桐等官呈, 以去月三十日地震, 事係變異事.《承政院日記》

경기감사 서목의 내용이다. 교동 등 관에서 올리기를, “지난 달 30일에 

지진이 있었다.”고 하였다.

江華留守書目, 本”境內, 去月三十日夜, 再次地震, 事係變異事.《承政院日記》

강화유사 서목의 내용이다. 본부(강화) 경내에서 지난 달 30일 밤에 두 

번의 지진이 있었다. 

37.7N 126.5E 진도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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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04. 20.

肅宗 37年. 03. 03.

1711. 04. 21.

肅宗 37年. 03. 04.

壬辰 乾方至東方地震, 翌日又震.《朝鮮王朝實錄》

건방에서 동방까지 지진이 일어났고, 이튿날에도 지진이 있었다.

京畿監司書目, 水原等三邑呈, 以本月初三日地震, 事係變異事.《承政院日記》

경기감사 서목의 내용이다. 수원 등 3개 읍에서 올리기를, “이번 달 초 

3일에 지진이 있었다.”고 하였다. 

江華留守書目, 本月初三日午時量, 地震, 震聲殷殷如雷, 屋宇掀動, 暫時而

止, 事係變異事.《承政院日記》

강화유수 서목의 내용이다. 이번 달 초 3일 오시(오전 11시-오후 1시)

에 지진이 있었는데, 소리가 커서 천둥과 같았다. 건물이 들리고 흔들린 

후 잠시 뒤에 그쳤다.

39.2N 127.5E 진도 Ⅶ

1713. 03. 08.

肅宗 39年. 02. 12.

己未 夜地震. 外方亦連續狀聞.《朝鮮王朝實錄》

밤에 지진이 있었다. 외방(外方)에서도 연속하여 장문하였다.

京畿監司書目, “平呈, 以今月十二日地震事.《承政院日記》

경기감사의 서목 내용이다. 부평에서 올리기를 “이달 12일에 지진이 있

었다.”고 하였다.

江華留守書目, 今月十二日寅時量地震, 事係變異事.《承政院日記》

강화유수 서목의 내용이다. 이번 달 12일 인시(오전 3시-5시)에 지진이 

있었다.

又書目, 海州等十三邑呈, 以今月十二日寅時量, 地震起自西北間, 屋宇掀

動, 門樞有聲, 轉震南方, 而復作一次, 食頃之間, 再次地震, 係是變異事.

《承政院日記》

또 서목의 내용이다. 해주 등 13개 읍에서 올리기를, “이번 달 12일 인시

(오전 3시-5시)에 지진이 서북사이에서 있었으며 건물이 들리고 흔들렸

으며 문지도리에서 소리가 있었다. 지진이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다

시 한번이 있었다. 밥먹을 동안의 시간에 재차 지진이 있었다.”고 하였다.

38.5N 125.5E 진도 Ⅶ

1714. 03. 07.

肅宗 40年. 01. 22.

甲子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京畿監司書目, 水原等官呈, 以今月二十二日地震緣由事.《承政院日記》

경기감사의 서목 내용이다. 수원 등 관에서 올리기를 “이달 22일에 지

진이 있었다.”고 하였다.

開城留守書目, 今月二十二日申時量地震, 事係變異事.《承政院日記》

개성유수 서목의 내용이다. 이번 달 22일 신시(오후 3시-5시)에 지진이 

있었다.

39.3N 127.0E 진도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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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진도Ⅷ 이상 역사지진목록

27. 10. -

百濟 溫祚 45年. 10. -

冬十月, 地震, 傾倒人屋. 《三國史記》,《增補文獻備考》

10월에 지진이 일어나 가옥이 기울거나 무너졌다.

37.5N 127.1E 진도 Ⅷ

89. 06. -

百濟 己婁 13年. 06. -

十三年, 夏六月, 地震, 裂䧟民屋, 死者多. 《三國史記》,《增補文獻備考》

지진이 일어나 민가가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많았다.

37.5N 127.1E 진도 Ⅷ-Ⅸ

1036. 07. 17.

靖宗 2年. 06. 21.

二年六月戊辰 京城及東京, 尙·廣二州, 安邊”等管內州縣, 地震, 多毁屋

廬, 東京, 三日而止.《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增補

文獻備考》

개성, 동경(東京, 경주) 및 상주(尙州), 광주(廣州), 안변부(安邊”) 관내 

주, 현에서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가옥들이 훼손되었고 동경에서

는 3일이 지나서야 지진이 멎었다.

38.1N 127.1E 진도 Ⅷ

1260. 07. 23.

元宗 1年. 06. 14.

庚戌 地大震, 墻屋崩頹, 京都尤甚.《高麗史 – 世家》,《高麗史 – 志(五行)》,《高

麗史節要》,《增補文獻備考》

큰 지진이 있어 담장과 가옥들이 무너지고 기울어졌는데 경도(京都, 개

성)가 가장 심하였다.

37.7N 126.5E 진도 Ⅷ

1385. 05. 31.

禑王 11年 07. 18.

十一年七月戊寅 地震, 聲如陣馬之奔, 墻屋頹圮, 人皆出避, 松岳西嶺石

崩. 禑曰, “此地震, 無乃天欲陷遼東耶?”《高麗史 – 志(五行)》,《高麗史節要》

지진이 있었는데 그 소리가 군마가 달리는 소리와 같았으며 집과 담이 

무너지자 사람들이 모두 나와 피하였고 송악산 서쪽의 돌이 무너졌다. 

우왕이 말하기를, “이 지진은 하늘이 요동을 함락시키려 하는 것이 아

닌가?”라고 하였다.

38.0N 126.6E 진도 Ⅷ

1436. 05. 20.

世宗 18年. 05. 05.

京城, 京畿, 忠淸, 全羅, 慶尙, 黃海, 平安道地震.《朝鮮王朝實錄》

경성(京城, 서울)·경기·충청·전라·경상·황해·평안도에 지진이 있었다.

진앙미정 진도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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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06. 22.

中宗 13年. 05. 15.

        ≀
1518. 06. 25.

中宗 13年. 05. 18.

酉時, 地大震凡三度, 其聲殷殷如怒雷, 人馬辟易, 墻屋壓頹, 城堞墜落, 

都中之人皆驚惶失色, 罔知攸爲, 終夜露宿, 不敢入處其家. 故老皆以爲古

所無也. 八道皆同.

유시(酉時)에 세 차례 크게 지진이 있었다. 그 소리가 마치 성난 우레 

소리처럼 커서 인마가 모두 피하고, 담장과 성첩(城堞)이 무너지고 떨어

져서, 도성 안 사람들이 모두 놀라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모르고, 밤새도

록 노숙하며 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니 고로(故老)들이 모두 옛날에는 

없던 일이라 하였다. 팔도(八道)가 다 마찬가지였다.《朝鮮王朝實錄》

경외의 땅이 4일동안 크게 흔들려서 태묘전(太廟殿)의 기와가 떨어지

고, 대궐 안의 담장이 넘어지고, 민가가 무너지니, 남녀노소가 모두 바

깥 한데(露處)로 나와서 이에 뒤덮여 압사(壓死)하는 것을 면하였다.

《增補文獻備考》

서울에 지진이 있었는데 하루에 3, 4번 건물이 모두 흔들렸고, 혹 무

너지기도 하였다. 심지어 성이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였다. 이 

무슨 변괴로 이러한 극단에 이르렀는가? 지진이 4월에 있으면 오곡(五

穀)이 익지 못해 사람이 크게 굶주리며, 5월에 지진이 있으면 사람이 

유망한다. [申用漑(1463-1519),《二樂亭集》권9 <辭左議政狀>, 부록<文景公行狀>, 

<墓誌> 1518년]

갑자기 지진이 있었다. 수리가 우레와 같았으며 천지가 동요하였다. 대

궐이 위로 오르고 흔들리기를 마치 거룻배가 풍랑을 따라 위 아래로 

흔들리며 장차 전복하려는 것 같았다. 사람과 말이 놀라 쓰러졌으며, 

이로 인해 기절하는 자가 많았다. 성과 집들이 무너져 내렸으며, 나란

히 있던 옹기가 서로 부딪혀 깨지는 경우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지진이 혹은 그치고 혹은 일어나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두 빈 마당에 흩어져 나가서 압사당하는 것을 피하였다. 이로부터 

이러한 형세가 점차 없어졌으나 지진이 없는 날이 없었다가 그 달이 

끝나서야 마침내 그쳤다. 팔도가 모두 그러하였는데, 전에 없이 드문 

이상한 일이었다. [金安老(1481-1537),⟪龍泉談寂記⟫戊寅年(1518)]

정암이 부제학으로서 용인에 있는 선영(先塋)에 분황(焚黃)하러 갔었는

데 이날 크게 지진이 있어 서울 밖에 가옥이 모두 무너졌다.

[저자 미상⟪己卯錄續集⟫<禍媒 沈貞傳>]

37.6N 127.0E 진도 Ⅷ-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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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 06. 20.

明宗 1年. 05. 23.

京師地震, 自東而西, 良久乃止. 其始也聲如微雷, 方其震也, 屋宇皆動, 

墻壁振落. 申時又震. 

黃海道 牛峯·兎山, 京畿 坡州·廣州·楊州·漣川·加平·朔寧·長湍·麻田·仁川·

高陽·江華·通津·陽川·竹山·振威·衿川·積城·“平·利川·水原·安城·永平·抱川·

陰竹·金浦·交河, 忠淸道 稷山·洪州·鎭川·沔川·平澤·忠州地震, 平安道 博

川, 江西, 龍岡, 鐵山, 陽德, 再度地震, 人家搖動, 牛馬驚走, 大雨水漲. 

成川, 孟山, 雲山, 龜城, 龍川, 理山, 渭原, 安州, 郭山, 三和, 寧遠, 甑

山, 江東, 慈山, 順安, 价川, 順川, 永柔, 殷山, 三登, 德川, 咸從 肅川, 

祥原地震, 仍陷沒者四處. 

咸鏡道 永興, 洪原, 安邊, 德源, 文川, 高原, 大雨地震. 江原道 江陵, 旌

善, 襄陽, 橫城, 通川, 春川, 淮陽, 杆城, 歙谷, 鐵原, 伊川, 原州, 狼川, 

平康, 金城, 楊口, 金化, 安峽, 高城地震, 川渠動盪. 慶尙道 淸道大雨, 

有一民家, 沙頹覆沒, 壓死者三人《朝鮮王朝實錄》

서울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갔으며 한참 뒤에 

그쳤다. 처음에는 소리가 약한 천둥 같았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집

채가 모두 흔들리고 담과 벽이 흔들려 무너졌다. 신시(申時, 오후3시

-5시)에 또 지진이 일어났다. 

황해도 우봉·토산과 경기 파주·광주·양주·연천·가평·삭녕·장단·마전·인

천·고양·강화·통진·양천·죽산·진위·금천·적성·부평·이천·수원·안성·영평·포

천·음죽·김포·교하와 충청도 직산·홍주·진천·면천·평택·충주에 지진이 일

어났다. 평안도 박천·강서·용강·철산·양덕에 지진이 두 차례 일어났는

데, 가옥이 흔들리고 소와 말이 놀라서 달아났으며 큰비가 내려 물이 

범람하였다. 성천·맹산·운산·구성·용천·이산·위원·안주·곽산·삼화·영원·증

산·강동·자산·순안·개천·순천·영유·은산·삼등·덕천·함종·숙천·상원에 지진

이 일어났는데 함몰된 곳이 네 곳이다. 

함경도 영흥·흥원·안변·덕원·문천·고원에 큰 비가 내리고 지진이 일어났

다. 강원도 강릉·정선·양양·횡성·통천·춘천·회양·간성·흡곡·철원·이천·원

주·낭천·평강·금성·양구·금화·안협·고성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개천의 물

이 출렁거렸다. 경상도 청도에 큰비가 왔는데, 민가 한 채가 사태로 인

해 파묻히고 3명이 압사(壓死)했다.

38.6N 126.5E 진도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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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 07. 20.

宣祖 27年. 06. 03.

夜三四更, 地震. 忠淸道地震. 自西而東, 有聲如雷, 地上之物, 莫不搖動. 

初疑天崩, 終若地陷, 掀動之勢, 愈遠愈壯. 慶尙道 草溪, 高0等地, 地震, 

自北而南. 慶尙道 草溪, 高0等地, 地震, 自北而南. 

“本月初三日寅時, 洪州地震, 自西向東, 聲如雷動, 屋宇掀搖, 窓戶自開, 

東門城三間崩頹.”

“今六月初三日寅時, 全州地震, 自南向北, 聲如殷雷, 屋宇皆動. 金堤, 古

阜, 礪山, 益山, 金溝, 萬頃, 咸悅等官, 皆一樣.” 《朝鮮王朝實錄》

인시(오전 3시~5시)에 지진이 있었다. 북쪽에서부터 남으로 내려왔는

데 가옥이 다 흔들렸고 한참 후에 멈추었다. 충청도에 지진이 있었다.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소리가 벼락치듯 하였으며 지상의 

물건으로 흔들리지 않은 것이 없었다.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가 하

였는데 나중에는 땅이 꺼지는 것 같았고 진동하는 힘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대단하였다. 경상도의 초계·고령 등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 북쪽에

서부터 남쪽으로 내려갔다. 

“이달 3일 인시에 홍주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

하였으며 천둥이 치는 듯한 소리가 났고 집이 흔들리고 창문이 저절로 

열렸으며 동문의 성 세 칸이 무너졌습니다.”

“이번 6월 3일 인시에 전주에 지진이 일어나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향하였는데 소리는 뇌성과 같았고 가옥이 다 흔들렸으며, 김제·고부·여

산·익산·금구·만경·함열 등 고을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36.6N 126.7E 진도 Ⅷ

1613. 07. 16.

光海 5年. 05. 29.

癸丑五月二十九日丙戌地震. [是晨地震, 聲如巨雷, 墻屋多塌. 時, 金悌男

賜死之命方下, 繫獄數百人聞地震, 一時呼痛曰 : “天地鑑我冤矣.”]

京畿監司狀啓, 道內各官, 五月二十九日丑時地震, 自西北向東南, 有聲如

雷, 屋瓦皆動.《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일어났다. [이날 새벽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큰 천둥소리와 같았으며 가옥이 많이 무너졌다. 이때 김제남을 사사(賜

死)하라는 명이 바야흐로 내려졌는데, 옥에 갇힌 수백 명이 지진 소리를 

듣고는 한꺼번에 소리치며 애통해 하기를 ‘천지가 우리의 원통함을 알고 

있다.’ 하였다.]

경기 감사가 장계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내 각 고을에서 5월 29일 축시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서북쪽에서 

동남쪽을 향하여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났는데 지붕의 기왓장이 모두 흔

들렸습니다."

37.6N 127.0E 진도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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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 02. 26.

仁祖 10年. 01. 07.

開城留守本月初八日成貼狀, 昨日初更量, 地震自西而南, 屋宇皆頹, 聲如

雷, 移時乃止.

京畿監司成貼狀, 喬桐”使崔震立牒呈內, 今初七日初更末, 自東北間地震

云事.《承政院日記》

개성유수의 이번 달 8일 성첩장의 내용이다. “어제 초경(오후 7시-9시)

쯤에 지진이 서쪽으로부터 남으로 향했으며. 집이 모두 무너지고 소리가 

우레와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쳤습니다.” 하였다. 

경기감사 성첩장의 내용이다. 교동부사 최진립의 첩정한 내용에 이달 초 

7일 초경(오후 7시-9시)말에 동북간으로부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한다.

38.0N 126.6E 진도 Ⅷ

1643. 05. 30.

仁祖 21年. 04. 13.

丙子 地震.

沈悅曰 : 十三日京師地震, 近見外方狀啓, 各道同日皆震, 而嶺南爲尤甚. 

臣未知某事之失, 而天之警告至此也. 請令該曹, 行解怪祭. 

지진이 있었다.

심열(沈悅)이 아뢰기를,

"13일에 서울에서 지진이 있었는데 요즘 외방의 장계를 보니 같은 날에 

다 지진이 일어났으며 그중에서도 영남이 더 심하였습니다. 신은 무슨 

일이 잘못되어 하늘의 경고가 이에 이르렀는가를 모르겠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해괴제(解怪祭)를 행하게 하소서."《朝鮮王朝實錄》

京畿監司狀啓, 利川·竹山等官, 今月十三日午時, 地震起自西方向東方, 屋

角皆鳴, 人身俱戰, 變異非常事.전

경기감사 장계의 내용이다. “이천·죽산 등 관에서 이번 달 13일 오시(오

전 11시-오후 1시)에 지진이 서쪽에서 일어나 동쪽으로 향하였습니다. 

건물의 모퉁이가 모두 소리를 내고, 사람의 몸이 모두 흔들렸으니 심상

치 않은 변괴입니다.”《承政院日記》

35.2N 129.1E 진도 Ⅷ

1681. 06. 12.

肅宗 7年. 04. 26.

己酉 自艮方至坤方地震. 屋宇掀動, 窓壁震撼. 行路之人有所騎驚逸墜死者.

간방(북동쪽)으로부터 곤방(남서쪽)까지 지진이 일어났는데, 집이 몹시 

흔들리고 창과 벽이 흔들렸으며, 길을 가던 사람 중에는 말이 놀라 떨어

져 죽은 사람도 있었다.《朝鮮王朝實錄》

京畿監司書目, 廣州等三十四邑呈, 以去四月二十六日申時, 地震緣由事.

경기감사 서목의 내용이다. 광주 등 34개 읍에서 올리기를, “지난 4월 

26일 신시(오후 3시-5시)에 지진이 있었다.”고 하였다.《承政院日記》

37.9N 129.1E 진도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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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 08. 26.

肅宗 28年. 07. 04.

癸丑 地震.《朝鮮王朝實錄》

지진이 있었다.

京圻, 忠淸, 江原, 全羅, 慶尙五道, 同日同時地震.《朝鮮王朝實錄》

경기·충청도·강원도·전라도·경상도 5도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지진이 

있었다.

35.8N 127.2E 진도 Ⅷ

1714. 03. 15.

肅宗 40年. 01. 30.

壬申 江華, 開城, 平安道 平壤等二十邑, 京畿 水原, 安城, 黃海道 海州等

地, 地震. 此後八道, 竝狀聞.《朝鮮王朝實錄》

강화·개성과 평안도의 평양 등 20고을 및 경기의 수원·안성과 황해도의 

해주 등지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이후 팔도에서 모두 장문(狀聞)하였다.

38.0N 126.6E 진도 Ⅷ-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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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종  목 번 호 문화재명 점  수 등  급

고양

문화재자료 69 고양향교 명륜당 17 나

문화재자료 79 월산대군사당 18 나

문화재자료 157 고양경주김씨의정공파영사정 18 나

과천 유형문화재 100 온온사 17 나

광주
기념물 111 망월사지 대웅보전 18 나

문화재자료 14 지수당 17 나

김포

유형문화재 10 우저서원 문열사 18 나

기념물 47 한재당 17 나

문화재자료 29 김포향교 명륜당 17 나

안산 문화재자료 94 안산청문당 사당 17 나

안성

유형문화재 154 안성객사 우실 17 나

문화재자료 24 칠장사 명부전 18 나

문화재자료 73 이해룡고가 행랑채 17 나

안양 문화재자료 100 구서이면사무소 18 나

양주 문화재자료 103 죽산안씨연창위종가 18 나

여주

문화재자료 3 여주향교 명륜당 17 나

문화재자료 3 여주향교 대성전 17 나

문화재자료 97 여주해평윤씨동강공파종택 17 나

2. 기초평가 결과분석 및 향후 보호대책

2.1. 목조문화재

◦ ‘정상’으로 판단된 문화재

시 군 종  목 번  호 문화재명 점  수 등  급

김포 문화재자료 166 통진이청 19 가

안성 문화재자료 73 이해룡고가 사랑채안채 19 가

양평 유형문화재 105 이항로선생생가 사랑채 19 가

표 6-4. ‘정상’으로 판단된 목조문화재

 - 목조문화재 148개 대상 문화재 중 19점 이상을 얻은 ‘가’ 등급의 문화재는 모두 

3건으로 이 문화재들은 내진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별도의 보

호대책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양호’로 판단된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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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종  목 번 호 문화재명 점  수 등  급

오산 기념물 147 오산시궐리사 17 나

용인
민속문화재 10 용인한산이씨음애공파고택 17 나

문화재자료 23 양지향교 대성전 17 나

의왕

문화재자료 6 청계사 극락보전 17 나

문화재자료 6 청계사 지장전 17 나

문화재자료 98 임영대군이구묘역및사당 18 나

의정부 문화재자료 93 서계박세당사랑채 17 나

이천 민속문화재 12 김좌근고택 안채 18 나

파주 문화재자료 11 교하향교 명륜당 18 나

평택
유형문화재 137 팽성읍객사 17 나

기념물 135 안재홍생가 사랑채 18 나

포천 유형문화재 70 용연서원 강당 18 나

시 군 종  목 번  호 문화재명 점  수 등  급

가평 문화재자료 55 이천보고가 사랑채 14 다

고양

기념물 223 고양북한산산영루지 15 다

민속문화재 8 일산밤가시초가 15 다

문화재자료 57 한미산흥국사약사전 16 다

문화재자료 69 고양향교 대성전 15 다

문화재자료 71 행주서원지 강당 15 다

문화재자료 71 행주서원지 사당 16 다

과천 문화재자료 9 과천향교 명륜당 16 다

광명

유형문화재 161 오리이원익영우 14 다

문화재자료 90 오리이원익종택및관감당 안채 15 다

문화재자료 90 오리이원익종택및관감당 문간채 15 다

광주

유형문화재 1 수어장대 16 다

유형문화재 2 숭렬전 사당 14 다

유형문화재 4 현절사 15 다

유형문화재 5 침괘정 14 다

유형문화재 6 연무관 15 다

기념물 111 망월사지 극락보전 15 다

표 6-5. ‘양호’으로 판단된 목조문화재

 - 목조문화재 148개 대상 문화재 중 17~18점을 얻은 ‘나’ 등급의 문화재는 모두 

30건으로 이 문화재들은 내진성능이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등급

의 문화재는 일정 정도 내진성능은 확보되었지만 추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여건

의 변화가 발생할지 모르므로 일정한 기간(5년 정도)을 간격으로 두고 정기적인 

지속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보통’으로 판단된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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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종  목 번  호 문화재명 점  수 등  급

광주
기념물 134 신익희생가 안채 15 다

문화재자료 15 장경사 14 다

군포 문화재자료 95 군포동래정씨동래군파종택 사랑채 15 다

김포

유형문화재 10 우저서원 여택당 16 다

문화재자료 29 김포향교 대성전 16 다

문화재자료 30 통진향교 명륜당 15 다

남양주
민속문화재 9 덕릉마을산신각 14 다

문화재자료 56 흥국사대웅보전 14 다

성남
유형문화재 101 봉국사 대광명전 15 다

문화재자료 78 수내동가옥 16 다

수원 문화재자료 1 수원향교 명륜당 14 다

안산

문화재자료 7 오정각 15 다

문화재자료 8 사세충렬문 16 다

문화재자료 94 안산청문당 안채 14 다

문화재자료 94 안산청문당 아래채 16 다

문화재자료 127 구대부면사무소 15 다

안성

유형문화재 8 덕봉서원 사우 14 다

유형문화재 8 덕봉서원 정의당 15 다

유형문화재 154 안성객사 정청 15 다

유형문화재 154 안성객사 좌실 16 다

유형문화재 175 안성정무공오정방고택 14 다

기념물 77 서흥김씨삼강정문 16 다

문화재자료 24 칠장사 원통전 14 다

문화재자료 25 운수암 14 다

문화재자료 26 죽산향교 명륜당 14 다

문화재자료 27 안성향교 대성전 15 다

문화재자료 28 양성향교 명륜당 14 다

문화재자료 28 양성향교 대성전 16 다

안양 문화재자료 60 삼막사명부전 16 다

양주
문화재자료 2 양주향교 명륜당 16 다

문화재자료 2 양주향교 대성전 16 다

양평

유형문화재 105 이항로선생생가 안채 14 다

민속문화재 7 양평창대리고가 안채 15 다

문화재자료 18 운계서원 14 다

문화재자료 20 지평향교 명륜당 14 다

문화재자료 20 지평향교 대성전 15 다

여주

유형문화재 20 강한사 사당 15 다

유형문화재 20 강한사 강당 15 다

유형문화재 46 명성황후생가 16 다

유형문화재 128 신륵사극락보전 14 다

문화재자료 37 영월루 15 다

문화재자료 75 기천서원지 15 다

용인

유형문화재 9 충렬서원 사당 15 다

문화재자료 96 용인이주국장군고택 안채 14 다

문화재자료 96 용인이주국장군고택 사랑채 1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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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종  목 번  호 문화재명 점  수 등  급

의정부 기념물 41 노강서원 14 다

이천 민속문화재 12 김좌근고택 별채 15 다

문화재자료 22 이천향교 대성전 15 다

파주

유형문화재 61 화석정 16 다

유형문화재 83 보광사대웅보전 15 다

문화재자료 11 교하향교 대성전 16 다

문화재자료 12 반구정 16 다

문화재자료 83 파주향교대성전 15 다

평택

기념물 135 안재홍생가 안채 15 다

문화재자료 4 평택향교 명륜당 15 다

문화재자료 4 평택향교 대성전 15 다

문화재자료 5 홍학사비각 16 다

문화재자료 40 진위향교대성전 15 다

포천 유형문화재 70 용연서원 사당 16 다

기념물 46 화산서원 15 다

하남 문화재자료 13 광주향교 대성전 14 다

화성

민속문화재 6 정원채고가 15 다

문화재자료 34 남양향교 명륜당 15 다

문화재자료 34 남양향교 대성전 16 다

문화재자료 36 용주사천보루 15 다

문화재자료 74 홍승인고가 안채 14 다

문화재자료 74 홍승인고가 사랑채 16 다

문화재자료 112 남양풍화당 16 다

시 군 종  목 번  호 문화재명 점  수 등  급

가평 문화재자료 55 이천보고가 행랑채 13 라

과천 문화재자료 9 과천향교 대성전 13 라

광명 문화재자료 90 오리이원익종택및관감당 관감당 13 라

광주

유형문화재 2 숭렬전 강당 13 라

유형문화재 3 청량당 13 라

기념물 134 신익희생가 바깥채 13 라

표 6-6. ‘보통’으로 판단된 목조문화재

 - 목조문화재 148개 대상 문화재 중 14~16점을 얻은 ‘다’ 등급의 문화재는 모두 85건으

로 이 문화재들은 내진성능이 어느 정도 확보는 되어 있지만 주의가 필요한 수준인 것

으로 평가되었다. 문화재별로 내진성능 요건에 부합하지 못한 항목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 검토를 통해 전문가 조사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위원과 협의를 통해 

전문가 조사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경계’로 판단된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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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종  목 번  호 문화재명 점  수 등  급

군포 문화재자료 95 군포동래정씨동래군파종택 안채 13 라

김포 문화재자료 30 통진향교 대성전 12 라

문화재자료 30 통진향교 풍화루 13 라

남양주 유형문화재 289 남양주흥국사영산전 13 라

수원 문화재자료 1 수원향교 대성전 13 라

안성

유형문화재 108 석남사대웅전 13 라

유형문화재 114 칠장사 대웅전 12 라

유형문화재 174 안성청원사대웅전 12 라

문화재자료 26 죽산향교 대성전 13 라

문화재자료 27 안성향교 풍화루 13 라

문화재자료 27 안성향교 명륜당 13 라

양평

민속문화재 7 양평창대리고가 바깥채 12 라

문화재자료 19 양근향교 대성전 12 라

문화재자료 19 양근향교 명륜당 13 라

용인 문화재자료 23 양지향교 명륜당 13 라

이천 문화재자료 22 이천향교 명륜당 12 라

파주
문화재자료 10 파산서원 13 라

문화재자료 83 파주향교대성전-명륜당 13 라

포천

기념물 30 채산사 12 라

문화재자료 16 포천향교 명륜당 13 라

문화재자료 16 포천향교 대성전 13 라

하남 문화재자료 13 광주향교 명륜당 12 라

표 6-7. ‘경계’로 판단된 목조문화재

 - 목조문화재 148개 대상 문화재 중 12~13점을 얻은 ‘라’ 등급의 문화재는 모두 28

건으로 이 문화재들은 내진성능이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라’ 등급의 

문화재는 지진에 대한 내진성능은 일부 확인되었지만 향후 전문가 평가를 통한 

지진 안정성 점검이 필요하다. 1차 전문평가는 보와 기둥의 결구와 기둥에 작용하

는 수직하중의 복원력을 성능점으로 산정한다. 성능점 산정 후 성능점 변위에서 

구조물 전체 혹은 각 구조부재의 변형을 결정한다. 이처럼 성능점 산정법에 따라 

구한 성능점의 변위비를 지진에 대한 요구변위라 하는데, 성능기준과 비교하여 만

족 여부를 판정한다. 다음은 전통목구조에 대한 손상상태 정의(성능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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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수준
부재 종류별 손상상태 최대

층간 변위비주요 부재 하위 부재

즉시복구
 기둥과 보의 간격이 벌어짐
 주초와 기둥의 중심축 변화

 회벽체 균열 발생
 기와의 탈락

0.8%

붕괴방지
 기둥-보 접합부 손상
 산지 맞춤재 손상

 벽체 표토가 탈락함
 기울기 정도가 심함
 공포의 일부 탈락

5%와 

 

중 작은 값

표 6-8. 전통목구조의 성능기준 정의

 - 판정 결과 즉시복구 수준 또는 붕괴방지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2차 전

문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위험’으로 판단된 문화재

시 군 종  목 번  호 문화재명 점  수 등  급

용인 유형문화재 9 충렬서원 강당 10 마

포천 유형문화재 64 청성사 11 마

표 6-9. ‘위험’으로 판단된 목조문화재

 - 목조문화재 148개 대상 문화재 중 11점 이하를 얻은 ‘마’ 등급의 문화재는 모두 

2건으로 이 문화재들은 내진성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초 평가에서 위

험한 것으로 판단된 문화재는 내진성능 확보가 필요하므로 우선 1차 전문평가를 

실시하며, 2차 전문평가 역시 실시해야 한다.

 - 2차 전문평가는 목조문화재의 정밀해석을 위해 지반의 특성, 목재의 물리적 특성

과 접촉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지반의 특성은 지반조사 수행 결과를 반영한

다. 목재의 물리적 특성으로는 목재의 강도, 전단강도, 마찰각, 체적계수의 물리

적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목재 재료의 현황과 구조물의 기울기와 같은 

현황도 파악한다. 이러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구조해석을 위한 모형화 작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수치해석 모델링을 통해 목조문화재의 내진성능을 시뮬레이션 

한 뒤, 그에 따른 결과를 1차 전문평가와 마찬가지로 성능기준과 비교하여 만족 

여부를 판정한다.

 - 2차 전문평가 결과, 즉시복구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부구조체에 대한 

강성을 증가시켜 변형 저항능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이렇게 조치하여 붕괴방지 

수준을 만족시킬 경우에는 건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2차 전문

평가 결과, 붕괴방지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변형 능력이 부족하기 때

문에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수준까지 변형 능력을 확보하도록 목조문화재에 대한 

보수․보강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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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석탑문화재

◦ ‘정상’으로 판단된 문화재

 - 석탑문화재 24개 대상 문화재 중 13점 이상을 얻은 ‘가’ 등급의 문화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양호’로 판단된 문화재

시 군 종  목 번  호 문화재명 점  수 등  급

과천 유형문화재 104 연주암삼층석탑 9 나

안성 유형문화재 130 신창리삼층석탑 10 나

양평 유형문화재 180 양평지평리삼층석탑 11 나

여주 문화재자료 133 여주신륵사삼층석탑 9 나

용인 문화재자료 145 용인법륜사삼층석탑 9 나

표 6-10. ‘양호’로 판단된 석탑문화재

 - 석탑문화재 24개 대상 문화재 중 9~12점을 얻은 ‘나’ 등급의 문화재는 모두 5건

으로 이 문화재들은 내진성능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등급의 문화재는 

일정 정도 내진성능은 확보되었지만 추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여건의 변화가 발

생할지 모르므로 일정한 기간(5년 정도)을 간격으로 두고 정기적인 지속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보통’으로 판단된 문화재

시 군 종  목 번  호 문화재명 점  수 등  급

과천 유형문화재 104 연주암삼층석탑 9 나

안성
유형문화재 130 신창리삼층석탑 10 나

문화재자료 76 안성도기동삼층석탑 7 다

양평 유형문화재 180 양평지평리삼층석탑 11 나

여주 문화재자료 133 여주신륵사삼층석탑 9 나

용인 문화재자료 145 용인법륜사삼층석탑 9 나

표 6-11. ‘보통’으로 판단된 석탑문화재

 - 석탑문화재 24개 대상 문화재 중 7~8점을 얻은 ‘다’ 등급의 문화재는 모두 6건으

로 이 문화재들은 내진성능이 어느 정도 확보는 되어 있지만 주의가 필요한 수준

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문화재별로 내진성능 요건에 부합하지 못한 항목을 중심

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전문가 조사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위원

과 협의를 통해 전문가 조사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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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수준 내   용

즉시복구
 부재의 이격 및 변위가 발생하였지만 안정적으로 석조문화재가 축조되어 있는 형태
 변형이 일어난 부재의 무게중심이 변형이 일어나지 않은 탑신석 폭의 B/2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

붕괴방지
 부재의 이격 및 변위가 발생하여 일부 부재가 탈락되거나 붕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
 하나이상의 부재가 변형이 일어나지 않은 탑신석 폭의 B/2 제한 조건을 초과한 경우

표 6-13. 석조문화재의 성능기준 정의

◦ ‘경계’로 판단된 문화재

시 군 종  목 번  호 문화재명 점  수 등  급

가평 문화재자료 17 가평하판리지진탑 5 라

광주 문화재자료 159 우리절5층석탑 5 라

구리 유형문화재 205 구리아차산3층석탑 6 라

남양주 유형문화재 279 남양주시묘적사팔각다층석탑 5 라

안성

유형문화재 78 안성죽산리삼층석탑 6 라

유형문화재 116 청원사칠층석탑 5 라

유형문화재 179 안성죽림리삼층석탑 6 라

안양
유형문화재 112 삼막사삼층석탑 6 라

유형문화재 164 안양중초사지삼층석탑 5 라

양평 문화재자료 21 양평용천리삼층석탑 6 라

용인 유형문화재 194 용인어비리삼층석탑 5 라

화성 유형문화재 212 화성용주사오층석탑 5 라

표 6-12. ‘경계’로 판단된 석탑문화재

 - 석탑문화재 24개 대상 문화재 중 5~6점을 얻은 ‘라’ 등급의 문화재는 모두 12건

으로 이 문화재들은 내진성능이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라’ 등급의 

문화재는 지진에 대한 내진성능은 일부 확인되었지만 향후 전문가 평가를 통한 

지진 안정성 점검이 필요하다. 석조문화재에 대한 전문평가는 강체거동 안정성을 

평가한 후 구조안정성을 검토한다.

 - 석조문화재의 구조안정성 평가는 대상 문화재에 대해 구조 모형화를 수행한 후 

동적해석 결과를 적용하여 층간변위, 미끄러짐 및 내진성능 목표에 따른 검토를 

바탕으로 석조문화재의 내진성능을 평가한다. 석조문화재의 손상상태 정의(성능

기준)는 다음과 같다.

 - 판정 결과 즉시복구 수준 또는 붕괴방지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대상 문

화재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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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으로 판단된 문화재

시 군 종  목 번  호 문화재명 점  수 등  급

가평 유형문화재 63 현등사삼층석탑 4 마

표 6-14. ‘위험’으로 판단된 석탑문화재

 - 석탑문화재 24개 대상 문화재 중 4점 이하를 얻은 ‘마’ 등급의 문화재는 모두 1

건으로 이 문화재는 내진성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초 평가에서 위험

한 것으로 판단된 문화재는 내진성능 확보가 필요하므로 우선 전문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을 실시해야 한다.

2.3. 석비문화재

◦ ‘정상’으로 판단된 문화재

시 군 종  목 번  호 문화재명 점  수 등  급

여주 유형문화재 148 정대년신도비 11 가

표 6-15. ‘정상’으로 판단된 석비문화재

 - 석비문화재 45개 대상 문화재 중 11점 이상을 얻은 ‘가’ 등급의 문화재는 모두 1

건으로 이 문화재들은 내진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별도의 보

호대책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양호’로 판단된 문화재

시 군 종  목 번  호 문화재명 점  수 등  급

성남 문화재자료 84 청주한씨문정공파묘역신도비 9 나

안성
유형문화재 79 오명항선생토적송공비 9 나

유형문화재 124 청룡사사적비 10 나

여주 기념물 165 구암한백겸묘및신도비 9 나

용인

유형문화재 76 채제공선생뇌문비 9 나

기념물 169 문정공조광조묘및신도비 9 나

기념물 171 저헌이석형묘및신도비 9 나

문화재자료 91 공안공정옥형･충정공정응두신도비 10 나

파주 기념물 144 김덕함묘및신도비 9 나

평택 유형문화재 40 대동법시행기념비 9 나

화성 유형문화재 85 윤계선생순절비 9 나

표 6-16. ‘양호’로 판단된 석비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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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비문화재 45개 대상 문화재 중 9~10점을 얻은 ‘나’ 등급의 문화재는 모두 11

건으로 이 문화재들은 내진성능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등급의 문화재

는 일정 정도 내진성능은 확보되었지만 추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여건의 변화가 

발생할지 모르므로 일정한 기간(5년 정도)을 간격으로 두고 정기적인 지속 관찰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보통’으로 판단된 문화재

시 군 종  목 번  호 문화재명 점  수 등  급

고양 유형문화재 74 행주대첩비(구비) 8 다

광주 기념물 145 신흠묘역및신도비(신도비) 7 다

군포 기념물 131 김만기선생묘및신도비 8 다

김포 유형문화재 146 심연원신도비 8 다

김포 유형문화재 147 심강신도비 7 다

수원 유형문화재 24 지지대비 8 다

시흥 기념물 87 강희맹선생묘및신도비 신도비 7 다

안성 유형문화재 71 홍계남장군고루비 8 다

안양 유형문화재 125 삼막사사적비 7 다

양평 기념물 89 한음이덕형선생묘및신도비 신도비 7 다

여주 유형문화재 41 명성황후탄강구리비 8 다

파주 유형문화재 121 이회선생신도비 7 다

파주 기념물 137 심지원묘및신도비 8 다

평택 기념물 56 이대원장군묘및신도비 신도비 8 다

표 6-17. ‘보통’으로 판단된 석비문화재

 - 석비문화재 45개 대상 문화재 중 7~8점을 얻은 ‘다’ 등급의 문화재는 모두 14건

으로 이 문화재들은 내진성능이 어느 정도 확보는 되어 있지만 주의가 필요한 수

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문화재별로 내진성능 요건에 부합하지 못한 항목을 중

심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전문가 조사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위

원과 협의를 통해 전문가 조사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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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수준 내   용

즉시복구
 부재의 이격 및 변위가 발생하였지만 안정적으로 석조문화재가 축조되어 있는 형태
 변형이 일어난 부재의 무게중심이 변형이 일어나지 않은 탑신석 폭의 B/2 범위를 초

과하지 않은 상태

붕괴방지
 부재의 이격 및 변위가 발생하여 일부 부재가 탈락되거나 붕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
 하나이상의 부재가 변형이 일어나지 않은 탑신석 폭의 B/2 제한 조건을 초과한 경우

표 6-19. 석조문화재의 성능기준 정의

◦ ‘경계’로 판단된 문화재

시 군 종  목 번  호 문화재명 점  수 등  급

가평 기념물 79 이정구선생묘및삼세신도비 석비 5 라

고양 유형문화재 87 북한산성금위영이건기비 5 라

구리 유형문화재 126 나만갑선생신도비 6 라

군포 기념물 115 정난종선생묘및신도비외묘역일원 6 라

김포 유형문화재 90 조헌선생유허추모비 6 라

남양주 유형문화재 127 한확선생신도비 5 라

안성 문화재자료 45 안성유명건묘갈 6 라

양주
유형문화재 51 무학대사비 6 라

문화재자료 67 어사대비 6 라

양평 유형문화재 84 사나사원증국사석종비 6 라

여주 유형문화재 84 대노사비 6 라

연천 문화재자료 137 평정공윤호신도비 5 라

의왕
유형문화재 288 청계사사적기비 5 라

문화재자료 176 의왕청계사조정숙공사당기비 5 라

의정부 문화재자료 67 망월사천봉선사탑비 5 라

포천
유형문화재 82 인평대군치제문비 5 라

기념물 130 인평대군묘및신도비 신도비 6 라

표 6-18. ‘경계’로 판단된 석비문화재

 - 석비문화재 45개 대상 문화재 중 5~6점을 얻은 ‘라’ 등급의 문화재는 모두 17건

으로 이 문화재들은 내진성능이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라’ 등급의 

문화재는 지진에 대한 내진성능은 일부 확인되었지만 향후 전문가 평가를 통한 

지진 안정성 점검이 필요하다. 석조문화재에 대한 전문평가는 강체거동 안정성을 

평가한 후 구조안정성을 검토한다.

 - 석조문화재의 구조안정성 평가는 대상 문화재에 대해 구조 모형화를 수행한 후 

동적해석 결과를 적용하여 층간변위, 미끄러짐 및 내진성능 목표에 따른 검토를 

바탕으로 석조문화재의 내진성능을 평가한다. 석조문화재의 손상상태 정의(성능

기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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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정 결과 즉시복구 수준 또는 붕괴방지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대상 문

화재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해야 한다.

◦ ‘위험’으로 판단된 문화재

시 군 종  목 번  호 문화재명 점  수 등  급

광명 기념물 85 이원익선생묘및신도비 신도비 4 마

김포 유형문화재 91 문수사풍담대사승탑및비 비 4 마

표 6-20. ‘위험’으로 판단된 석비문화재

 - 석비문화재 45개 대상 문화재 중 4점 이하를 얻은 ‘마’ 등급의 문화재는 모두 2

건으로 이 문화재들은 내진성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초 평가에서 위

험한 것으로 판단된 문화재는 내진성능 확보가 필요하므로 우선 전문평가를 실시

한 후, 평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을 실시해야 한다.

2.4. 승탑문화재

◦ ‘정상’으로 판단된 문화재

 - 승탑문화재 20개 대상 문화재 중 12점 이상을 얻은 ‘가’ 등급의 문화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양호’로 판단된 문화재

시 군 종  목 번  호 문화재명 점  수 등  급

광주 문화재자료 52 추곡리백련암부도 10 나

표 6-21. ‘양호’로 판단된 승탑문화재

 - 승탑문화재 20개 대상 문화재 중 9~11점을 얻은 ‘나’ 등급의 문화재는 모두 1건

으로 이 문화재는 내진성능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등급의 문화재는 

일정 정도 내진성능은 확보되었지만 추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여건의 변화가 발

생할지 모르므로 일정한 기간(5년 정도)을 간격으로 두고 정기적인 지속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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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으로 판단된 문화재

시 군 종  목 번  호 문화재명 점  수 등  급

고양 유형문화재 188 고양봉성암전성능대사부도 7 다

연천
유형문화재 131 오봉사지부도 7 다

유형문화재 138 연천군심원사지부도군 7 다

의정부 문화재자료 66 망월사천봉당태흘탑 7 다

표 6-22. ‘보통’으로 판단된 승탑문화재

 - 승탑문화재 20개 대상 문화재 중 7~8점을 얻은 ‘다’ 등급의 문화재는 모두 4건으

로 이 문화재들은 내진성능이 어느 정도 확보는 되어 있지만 주의가 필요한 수준

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문화재별로 내진성능 요건에 부합하지 못한 항목을 중심

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전문가 조사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위원

과 협의를 통해 전문가 조사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경계’로 판단된 문화재

시 군 종  목 번  호 문화재명 점  수 등  급

가평 유형문화재 199 가평현등사함허당득통탑및석등 5 라

광주
문화재자료 160 우리절석조부도 2기 (좌) 5 라

문화재자료 160 우리절석조부도 2기 (우) 5 라

양주
유형문화재 49 지공선사부도및석등 승탑 5 라

문화재자료 135 양주회암사지공선사부도비 5 라

여주 유형문화재 195 여주신륵사팔각원당형석조부도 5 라

하남 문화재자료 86 남한산법화사지및부도 5 라

김포 유형문화재 91 문수사풍담대사승탑및비 6 라

양주 유형문화재 50 나옹선사부도및석등 6 라

의정부 유형문화재 122 망월사혜거국사부도 6 라

표 6-23. ‘경계’로 판단된 승탑문화재

 - 승탑문화재 20개 대상 문화재 중 5~6점을 얻은 ‘라’ 등급의 문화재는 모두 10건

으로 이 문화재들은 내진성능이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라’ 등급의 

문화재는 지진에 대한 내진성능은 일부 확인되었지만 향후 전문가 평가를 통한 

지진 안정성 점검이 필요하다. 석조문화재에 대한 전문평가는 강체거동 안정성을 

평가한 후 구조안정성을 검토한다.

 - 석조문화재의 구조안정성 평가는 대상 문화재에 대해 구조 모형화를 수행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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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수준 내   용

즉시복구
 부재의 이격 및 변위가 발생하였지만 안정적으로 석조문화재가 축조되어 있는 형태
 변형이 일어난 부재의 무게중심이 변형이 일어나지 않은 탑신석 폭의 B/2 범위를 초

과하지 않은 상태

붕괴방지
 부재의 이격 및 변위가 발생하여 일부 부재가 탈락되거나 붕괴가 발생할 수 있는 상

태
 하나이상의 부재가 변형이 일어나지 않은 탑신석 폭의 B/2 제한 조건을 초과한 경우

표 6-24. 석조문화재의 성능기준 정의

동적해석 결과를 적용하여 층간변위, 미끄러짐 및 내진성능 목표에 따른 검토를 

바탕으로 석조문화재의 내진성능을 평가한다. 석조문화재의 손상상태 정의(성능

기준)는 다음과 같다.

 - 판정 결과 즉시복구 수준 또는 붕괴방지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대상 문

화재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해야 한다.

◦ ‘위험’으로 판단된 문화재

시 군 종  목 번  호 문화재명 점  수 등  급

남양주
유형문화재 157 남양주수종사부도 4 마

유형문화재 203 남양주흥국사성임당탑 4 마

양주 유형문화재 52 회암사지부도탑 4 마

양평 유형문화재 72 사나사원증국사탑 4 마

여주 문화재자료 134 여주신륵사원구형석조부도 4 마

표 6-25. ‘위험’으로 판단된 승탑문화재

 - 승탑문화재 20개 대상 문화재 중 4점 이하를 얻은 ‘마’ 등급의 문화재는 모두 5

건으로 이 문화재들은 내진성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초 평가에서 위

험한 것으로 판단된 문화재는 내진성능 확보가 필요하므로 우선 전문평가를 실시

한 후, 평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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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성곽문화재

◦ ‘정상’으로 판단된 문화재

시 군 종  목 번  호 문화재명 점  수 등  급

용인 기념물 44 처인성 11 가

표 6-26. ‘정상’으로 판단된 성곽문화재

 - 성곽문화재 11개 대상 문화재 중 11점 이상을 얻은 ‘가’ 등급의 문화재는 모두 1

건으로 이 문화재는 내진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별도의 보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양호’로 판단된 문화재

시 군 종  목 번  호 문화재명 점  수 등  급

안산 기념물 73 별망성지 10 나

이천 기념물 76 이천설성산성 9 나

표 6-27. ‘양호’로 판단된 성곽문화재

 - 성곽문화재 11개 대상 문화재 중 9~10점을 얻은 ‘나’ 등급의 문화재는 모두 2건

으로 이 문화재들은 내진성능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등급의 문화재는 

일정 정도 내진성능은 확보되었지만 추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여건의 변화가 발

생할지 모르므로 일정한 기간(5년 정도)을 간격으로 두고 정기적인 지속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보통’으로 판단된 문화재

시 군 종  목 번  호 문화재명 점  수 등  급

안성

기념물 69 죽주산성 8 다

기념물 81 서운산성 8 다

기념물 138 망이산성 7 다

용인 기념물 215 용인할미산성 7 다

포천 기념물 185 포천고모리산성 7 다

표 6-28. ‘보통’으로 판단된 성곽문화재 

 - 성곽문화재 11개 대상 문화재 중 7~8점을 얻은 ‘다’ 등급의 문화재는 모두 5건으

로 이 문화재들은 내진성능이 어느 정도 확보는 되어 있지만 주의가 필요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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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문화재별로 내진성능 요건에 부합하지 못한 항목을 중심

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전문가 조사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위원

과 협의를 통해 전문가 조사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경계’로 판단된 문화재

시 군 종  목 번  호 문화재명 점  수 등  급

안산 기념물 127 안산읍성및관아지 6 라

화성 기념물 224 화성화량진성 6 라

표 6-29. ‘경계’로 판단된 성곽문화재 

 - 성곽문화재 11개 대상 문화재 중 5~6점을 얻은 ‘라’ 등급의 문화재는 모두 2건으

로 이 문화재들은 내진성능이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라’ 등급의 문

화재는 지진에 대한 내진성능은 일부 확인되었지만 향후 전문가 평가를 통한 지

진 안정성 점검이 필요하다. 성곽문화재에 대한 전문평가는 문화재청에서 마련한 

내진평가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성곽에 대한 실측조사 및 성곽 구조

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안정성을 평가한다.

 - 안정성 평가 결과 즉시복구가 가능한 수준 또는 붕괴방지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

하는 경우 대상 문화재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해야 한다.

◦ ‘위험’으로 판단된 문화재

시 군 종  목 번  호 문화재명 점  수 등  급

남양주 기념물 221 불암산성 1 마

표 6-30. ‘위험’으로 판단된 성곽문화재 

 - 성곽문화재 11개 대상 문화재 중 4점 이하를 얻은 ‘마’ 등급의 문화재는 모두 1

건으로 이 문화재는 내진성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초 평가에서 위험

한 것으로 판단된 문화재는 내진성능 확보가 필요하므로 우선 전문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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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종  목 번  호 문화재명 점  수 등  급

가평
유형문화재 199 가평현등사함허당득통탑및석등 5 나

기념물 79 이정구선생묘및삼세신도비 6 나

고양 기념물 195 고양멱절산유적 5 나

과천 문화재자료 77 문원리사지석조보살입상 6 나

광명 문화재자료 58 가학동지석묘 6 나

광주
기념물 21 맹사성선생묘 6 나

기념물 98 김자수선생묘 6 나

기념물 105 김균선생묘 5 나

군포 기념물 115 정난종선생묘및신도비외묘역일원 6 나

2.6. 기타문화재

◦ ‘정상’으로 판단된 문화재

시 군 종  목 번  호 문화재명 점  수 등  급

광주 유형문화재 88 광주유정리석불좌상 7 가

성남
유형문화재 102 망경암마애여래좌상 7 가

문화재자료 136 풍산군이종린묘역 7 가

안성 유형문화재 115 칠장사소조사천왕상 7 가

안양 유형문화재 92 석수동마애종 7 가

양주 문화재자료 89 양주옥정리선돌 7 가

여주 유형문화재 160 여주도곡리석불좌상 7 가

연천

기념물 146 연천삼곶리돌무지무덤 7 가

기념물 210 연천신답리고분 7 가

기념물 212 연천학곡리적석총 7 가

용인 문화재자료 111 용덕사석조여래입상 7 가

의왕 기념물 176 하우현성당사제관 7 가

의정부 문화재자료 117 의정부회룡사석조 7 가

평택 기념물 57 원균장군묘 7 가

하남 문화재자료 82 하남시상사창동연자마 7 가

표 6-31. ‘정상’으로 판단된 기타문화재 

 - 기타문화재 180개 대상 문화재 중 7점 이상을 얻은 ‘가’ 등급의 문화재는 모두 

15건으로 이 문화재들은 내진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별도의 

보호대책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양호’로 판단된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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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종  목 번  호 문화재명 점  수 등  급

기념물 121 이기조선생묘 6 나

기념물 122 전주이씨안양군묘 6 나

군포 기념물 131 김만기선생묘및신도비 5 나

김포 기념물 91 고정리지석묘 5 나

남양주

기념물 7 정약용선생묘 5 나

기념물 48 흥선대원군묘 5 나

기념물 170 충렬공박원종묘역 6 나

기념물 177 청풍김씨문의공파묘역 5 나

문화재자료 54 이순지선생묘 5 나

문화재자료 105 신빈신씨묘역 5 나

문화재자료 114 구정남재묘역 5 나

문화재자료 115 능원대군이보묘역 5 나

문화재자료 116 대은변안렬묘역 5 나

성남

기념물 54 이수선생묘 5 나

기념물 84 이경석선생묘 5 나

기념물 116 한산이씨묘역 6 나

기념물 179 천림산봉수지 5 나

기념물 219 둔촌이집묘역 6 나

수원

유형문화재 151 수원봉녕사석조삼존불 6 나

기념물 53 심온선생묘 5 나

기념물 125 팔달산지석묘군 6 나

기념물 175 아담스기념관 6 나

시흥
기념물 87 강희맹선생묘및신도비 묘 6 나

기념물 103 조남리지석묘 6 나

안산
기념물 157 한응인묘역 5 나

기념물 186 취몽헌오태주묘역 5 나

안성

유형문화재 36 기솔리석불입상 6 나

유형문화재 37 매산리석불입상 5 나

유형문화재 89 안성죽산리당간지주 5 나

유형문화재 97 안성죽산리석불입상 5 나

표 6-32. ‘양호’로 판단된 기타문화재 

 - 기타문화재 180개 대상 문화재 중 5~6점을 얻은 ‘나’ 등급의 문화재는 모두 118

건으로 이 문화재들은 내진성능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등급의 문화재

는 일정 정도 내진성능은 확보되었지만 추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여건의 변화가 

발생할지 모르므로 일정한 기간(5년 정도)을 간격으로 두고 정기적인 지속 관찰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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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으로 판단된 문화재

시 군 종  목 번  호 문화재명 점  수 등  급

고양 기념물 50 유형장군묘 4 다

광명 기념물 85 이원익선생묘및신도비 묘 4 다

광주

기념물 95 신립장군묘역 4 다

기념물 145 신흠묘역및신도비(묘) 4 다

기념물 166 의안대군방석묘역 4 다

남양주

기념물 78 유량선생묘 4 다

기념물 100 김상헌선생묘 4 다

기념물 114 이맹현선생묘 4 다

성남 기념물 118 전주이씨태안군파묘역 4 다

시흥 기념물 163 청주한씨문익공파묘역 4 다

안산 기념물 40 이익선생묘 4 다

안성 유형문화재 39 칠장사당간 4 다

안양 기념물 126 석수동석실분 4 다

양주

기념물 120 이준선생묘 4 다

기념물 178 송석최명창묘역 4 다

민속문화재 1 회암사지맷돌 4 다

양평 기념물 92 이순몽장군묘 4 다

여주

기념물 165 구암한백겸묘및신도비 묘 4 다

기념물 198 여주상교리고려석실묘 4 다

기념물 199 민진장묘역 4 다

기념물 214 제간공권규묘역 4 다

용인
기념물 169 문정공조광조묘및신도비 묘 4 다

문화재자료 68 용인맹리지석묘 4 다

의정부 기념물 37 정문부장군묘 4 다

이천 문화재자료 70 이평리석불입상 4 다

파주 기념물 128 허준선생묘 4 다

파주 기념물 139 정연묘 4 다

포천 문화재자료 47 포천금현리지석묘 4 다

표 6-33. ‘보통’으로 판단된 기타문화재 

 - 기타문화재 180 대상 문화재 중 4점을 얻은 ‘다’ 등급의 문화재는 모두 28건으로 

이 문화재들은 내진성능이 어느 정도 확보는 되어 있지만 주의가 필요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문화재별로 내진성능 요건에 부합하지 못한 항목을 중심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전문가 조사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위원과 협의

를 통해 전문가 조사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Ⅵ. 종합분석

377

◦ ‘경계’로 판단된 문화재

시 군 종  목 번  호 문화재명 점  수 등  급

가평 기념물 52 이방실장군묘 3 라

고양 기념물 23 최영장군묘 3 라

광주
기념물 33 최항선생묘 3 라

기념물 90 허난설헌묘 3 라

김포 문화재자료 109 권상묘역 3 라

남양주

기념물 55 덕흥대원군묘 2 라

기념물 99 김상용선생묘 3 라

문화재자료 80 가운동지석묘 3 라

문화재자료 102 양평공한계순묘역 3 라

안산 기념물 83 안탄대선생묘 3 라

양주
양주

기념물 2 권율장군묘 3 라

기념물 49 이수광선생묘 2 라

양평 기념물 89 한음이덕형선생묘및신도비 묘 3 라

여주
여주

기념물 16 이완장군묘 3 라

민속문화재 11 여주이포리옹기가마 2 라

의정부 문화재자료 133 서계박세당묘역 3 라

파주

기념물 60 이세화선생묘 3 라

기념물 106 윤곤선생묘 3 라

문화재자료 130 용재성현묘역 2 라

표 6-34. ‘경계’로 판단된 기타문화재 

 - 기타문화재 180개 대상 문화재 중 2~3점을 얻은 ‘라’ 등급의 문화재는 모두 19

건으로 이 문화재들은 내진성능이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라’ 등급의 

문화재는 지진에 대한 내진성능은 일부 확인되었지만 향후 전문가 평가를 통한 

지진 안정성 점검이 필요하다. 기타문화재에 대한 전문평가는 문화재청에서 마련

한 내진평가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별 문화재 성격에 대한 현황조

사 및 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안정성을 평가한다.

 - 안정성 평가 결과 즉시복구가 가능한 수준 또는 붕괴방지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

하는 경우 대상 문화재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해야 한다.

◦ ‘위험’으로 판단된 문화재

 - 기타문화재 180개 대상 문화재 중 ‘마’ 등급의 문화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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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반조사 결과분석 및 향후 보호대책

2017년 경기도 지정문화재의 내진안정성 평가를 위하여 물리탐사를 활용하였으며, 각

각의 문화재에서 물리탐사 방법 중 표면파탐사(MASW), 굴절법 탄성파탐사, 전기비저항

탐사 중 유효한 방법을 선택하여 탐사를 수행하였다. 

경기도 지정문화재 중 2017년 지반조사 대상 문화재는 기초평가를 바탕으로 외관상 문

제점이 발견된 42개소를 선정하였으며, 그 중 목조문화재는 27개소, 석조문화재는 14개

소, 묘소는 1개소이다. 선정사유는 대체로 기단석의 파손 및 균열부의 우수유입에 따른 

지반 약화, 문화재 기울음, 배수불량에 따른 토사 유실, 지반침하 등이 있으며, 그에 따라 

지층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물리탐사를 수행하였다.

물리탐사 결과를 활용하여 문화재 하부 지반의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현재 문제점의 

심각성을 구분할 수 있는 뚜렷한 분류 기준이 없으므로 자체적인 분류기준을 정하여 자

체 등급 설정한 후, 지반의 문제가 발생한 문화재에 대해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자체 등급은 각각의 지층경계면 상태, 기반암 출현심도, 표면파탐사의 지반등급, 주변 

시설물 불량(배수시설 불량, 기둥충해, 기단파손, 귓기둥 이격)에 따른 보수의 필요성 여

부에 중점을 두었으며,Ⅰ~Ⅴ등급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그 중 Ⅰ등급은 지반의 문

제가 나타나지 않는 지반안정 등급이며, Ⅱ등급은 지반의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으나, 주

변 시설물 불량에 따른 보수가 필요한 지반양호 등급, Ⅲ등급은 지반의 문제가 나타나지

는 않으나, 지형적 경사면의 토사유실에 따른 붕괴 또는 밀림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

어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보통 등급, Ⅳ등급은 지속적인 지반침하 발생가능성이 있는 

주의관찰 등급, Ⅴ등급은 지반상태가 불안정하여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위험 등급이다. 자체 등급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체 등급 분 류 기 준 탐사결과

Ⅰ 지반안정 - 지반상태 안정적

- 지반 문제 없음
- 지층경계면 굴곡 또는 경사 없음

Ⅱ 지반양호
- 지반 상태 안정적. 배수시설 불량 및 기단 파손, 
  기둥 충해 등에 따른 보수 필요

Ⅲ 보통
- 지반 상태 양호, 지형적 경사면의 토사유실에 
  따른 붕괴 또는 밀림현상 발생 가능성이 있음, 정

기적인 점검 필요

Ⅳ 주의관찰
- 지속적인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 있음, 배수시설 

불량 및 기단 파손, 기둥 충해 등에 따른 보수 필
요, 정기적인 주의관찰 필요

- 표면파탐사 결과 S4 등급 이상
- 굴절법 탄성파탐사 결과 기반암 출

현심도 10m 이상

Ⅴ 위험
- 지반상태 불안정,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보수보강 

필요

- 표면파탐사 결과 S5 등급 이하
- 굴절법 탄성파탐사 결과 기반암 출

현심도 10m 이하

표 6-35. 지반조사결과 등급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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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지반안정 등급인 Ⅰ등급은 7개소, 지반양호 등급인 Ⅱ등급은 11개소, 보통 

등급인 Ⅲ등급은 4개소, 주의관찰 등급인 Ⅳ등급은 20개소로 파악되었으며, 위험등급으로 

분류되는 Ⅴ등급의 문화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긴급하게 지반 보수·보강이 이루어져

야 할 문화재는 없었다. Ⅳ등급으로 분류된 20개소의 문화재는 대부분 기초조사 결과 외

관상 문제점이 드러난 상태였으며, 물리탐사를 통해 풍화암 및 기반암의 경계면에 경사구

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화재였다. Ⅳ등급으로 분류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주의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부 시설물의 불량(배

수시설 불량, 기둥충해, 기단파손, 귓기둥 이격)으로 인한 지반약화 진행 상황을 중점적으

로 점검 하여야 한다, 향후 변형 상황에 따라 구조물 안전진단 및 시추조사를 통해 지반

의 정밀한 특성을 파악하여 내진 설계에 반영 하거나, 해체·보수 시 하부 지반을 보강하

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굴절법 탄성파탐사의 경우는 시추자료가 없는 관계로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탄성파속도

를 이용하여 각 지층을 구분하였다. 추후 정확한 토사층 두께, 풍화암 두께, 기반암 출현

심도 파악이 필요한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허가를 통한 시추조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각 지층의 두께 및 출현심도 등의 자료를 긴급한 설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

반정보를 축적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문화재 지반평가 및 내진평가를 위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일반적인 현대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 실정이

다. 현대 건축물에 비해 중량이 적게 나가는 석탑 또는 목조건축물에 대한 세부적이고 목

적에 맞는 지반등급의 구분이 필요하며, 각 문화재에 대한 지반등급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화 하는 과정이 차후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자체 등급
문화재 개소

향후 보호방안
개소 %

Ⅰ 지반안정 7 16.7 - 지반상태 안정적

Ⅱ 지반양호 11 26.2 - 주변 시설물 보수 필요

Ⅲ 보통 4 9.5
- 정기적인 점검, 토사유실 방지책 필요
  주변 시설물 보수 필요

Ⅳ 주의관찰 20 47.6
-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기적인 주의

관찰 필요, 해체·보수시 지반강화 고려

Ⅴ 위험 0 0.0 - 정밀안전진단 필요, 긴급 보수보강 필요 

계 42 100

표 6-36. 지반조사 결과 및 향후 보호방향





2017 경기도 지정문화재 내진안정성 지반조사 결과 (Ⅰ등급 : 7개소, Ⅱ등급 : 11개소, Ⅲ등급 : 4개소, Ⅳ등급 : 20개소, Ⅴ등급 : 0개소 )

순번 시, 군 문화재명 유   형 기초조사 결과 적용 물리탐사
표면파탐사
지반분류

표면파탐사
지반종류의 호칭

평균 토사층 
두께(m)

평균 풍화암
두께(m)

평균 기반암 
출현심도(m)

지반 특이사항 자체등급

1 가평군 가평 하판리 지진탑 석탑
전면으로 기울음, 지대석 이완,

상층 옥개석 파손
굴절법 탄성파탐사 - - 0.4 0.5 0.9

- 풍화암 및 기반암 출현심도가 얕음, 경사면 토사유실에 따른 밀림현상 발
생 가능성

Ⅲ

2 광명시
오리 이원익 종택 및 

관감당
목조문화재

배수불량으로 후면 기단의 
탈락 및 균열

굴절법 탄성파탐사 - - 1.7 2.1 3.7
- 특이한 지반 문제는 없음, 배수불량으로 인한 기단 내 지속적인 우수유입

은 지반약화를 초래할 수 있음, 추후 보수 필요
Ⅱ

3

광주시

침괘정 목조문화재
기둥 및 바닥면 기울음, 

가구부의 비틀림
표면파탐사 S4 깊고 단단한 지반 - - -

- 측선 시점부 지층이 깊어지는 구간에서 침괘정 기둥 및 바닥면이 기울어
짐, 추후 침하가 발생할 가능성 있음, 주의관찰 필요

Ⅳ

4 우리절 5층석탑 석탑
지대석, 면석 간 이격,

우수 유입, 지반약화 우려
표면파탐사 S2 얕고 단단한 지반 - - -

- 석탑 직하부는 다짐 양호, 하부 지층에서 급격하게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
므로 침하발생 가능성 있음, 주의관찰 필요 

Ⅳ

5 군포시
군포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택 안채
목조문화재

안채 좌측, 후면 기단 균열 및 
이완, 지반약화 우려

굴절법 탄성파탐사 - - 1.4 1.7 3.1
- 풍화암 및 기반암 출현심도가 종택 안채 좌측부에서 깊어지는 양상을 보

임, 그에 따라 부분침하가 발생할 수 있음, 주의관찰 필요
Ⅳ

6

김포시

문수사 풍담대사 부도 
및 비

부도/비석 식비 기단 균열, 비신 파손 굴절법 탄성파탐사 - - 1.0 1.0 2.0
- 특이한 지반 문제는 없음, 기단 균열 및 비신 파손은 외부적인 요인에 기

인한 것으로 추정
Ⅰ

7 김포향교 대성전 목조문화재
기단 상부 균열 및 우수유입, 

지반약화 우려
굴절법 탄성파탐사 - - 1.3 1.7 3.0

- 특이한 지반 문제는 없음, 기단 상부 균열 부분으로의 우수유입에 의해 지
바약화 우려, 추후 보수 필요

Ⅱ

8 통진향교 대성전 목조문화재
기둥 충해, 부후로 수직부재 
하부강성 약화, 전도 가능성

굴절법 탄성파탐사 - - 2.0 2.8 4.8 - 특이한 지반 문제는 없음, 기둥 충해 및 부후의 문제로 추후 보수 필요 Ⅱ

9 남양주시 흥국사 성임당탑 석탑
전체적으로 기울음, 기단석 

균열, 경사면 토사유실
굴절법 탄성파탐사 - - 1.7 2.3 3.9 - 경사면의 토사유실에 따른 밀림현상 발생 가능성 Ⅲ

10 성남시 수내동 가옥 안채 목조문화재
기단 파손, 우수유입,

지반약화 우려
표면파탐사 S2 얕고 단단한 지반 - - -

- 상부 지층에서 부분적으로 저속도대가 나타나며, 하부 지층에서도 경사진 
양상을 보이므로 부분침하 발생 가능성 있음, 주의관찰 필요

Ⅳ

11 수원시 수원향교 대성전 목조문화재
처마 내밀기 불량, 기단 내 

우수유입, 지반약화 우려
굴절법 탄성파탐사 - - 2.3 2.2 4.4

- 특이한 지반 문제는 없음, 처마 내밀기 불량으로 인한 기단 내 지속적인 
우수유입은 지반약화를 초래할 수 있음, 추후 보수 필요

Ⅱ

12 안산시 안산 청문당 사랑채 목조문화재
후면 기단부 균열 및 파손, 

지반약화 우려
굴절법 탄성파탐사 - - 1.8 1.8 3.6

- 사랑채 하부구간의 지반문제는 없음, 안채 및 별채 하부에서 부분침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주의관찰 필요

Ⅳ

13

안성시

덕봉서원 사우 목조문화재 전면 기단석 미세한 침하 굴절법 탄성파탐사 - - 1.3 1.5 2.8
- 특이한 지반 문제는 없음, 전면 기단석의 미세침하는 기와 발굴 작업 후 

다짐 미흡에 의한 것으로 추정
Ⅰ

14 안성 죽산리 삼층석탑 석탑
하층 기단 묻혀있음,

기단갑석 파손
표면파탐사 S2 얕고 단단한 지반 - - -

- 상부 지층에서 별다른 특이사항 나타나지 않음, 타 요인에 의한 지대석 매
몰로 추정

Ⅰ

15 청원사 칠층석탑 석탑
높은 세장비, 지대석 침하, 

다중부재로 구성된 기단 구조
굴절법 탄성파탐사 - - 1.6 2.8 4.4

- 석탑 우측부의 풍화암 및 기반암 출현심도가 깊어짐에 따른 지대석 침하로 
추정. 추후 침하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주의관찰 필요

Ⅳ

16
안성 정무공 오정방 

고택 사랑채
목조문화재

후면 지반침하에 따른 기울음,
처짐

표면파탐사
전기비저항탐사

S2 얕고 단단한 지반 - - -
- 사랑채 후면에서 상대적 상대적 연약대가 나타나며, 지반침하와 연관성 있을 

것으로 추정, 추후 지속적인 침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주의관찰 필요
Ⅳ

17 안성향교 명륜당 목조문화재
지반침하, 후면 귓기둥 초석 

중심에서 이격
굴절법 탄성파탐사 - - 1.8 2.3 4.1

- 특이한 지반 문제는 없음, 하부 지층의 경사 방향으로 귓기둥 이격이 발생
할 수 있음

Ⅱ

18 청룡사 삼층석탑 석탑
지대석 파손, 지속적인 지대석 

주변 토사유실
굴절법 탄성파탐사 - - 2.6 2.8 5.5

- 특이한 지반 문제는 없음, 하부 지층이 약간 경사진 형태를 보이나, 정도는 
미미함

Ⅰ

19 안양시
안양 중초사지 

삼층석탑
석탑 지대석 이격 표면파탐사 S2 얕고 단단한 지반 - - - - 특이한 지반 문제는 없음, 지대석의 이격은 타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 Ⅰ

20

양주시

나옹선사부도 및 석등 부도 배수불량 및 후면 지반침하 굴절법 탄성파탐사 - - 3.1 4.7 7.8
- 나옹선사부도 하부에서 풍화암이 깊어지며, 그에 따라 지속적인 부분침하 

발생 가능성 있음, 주의관찰 필요, 배수불량에 따른 보수 필요 
Ⅳ

21 회암사지 부도탑 부도
전체적으로 기울음, 발굴조사로 

인한 지반 불안정
굴절법 탄성파탐사 - - 1.9 2.1 3.9

- 부도탑 전면부 방향으로 풍화암이 깊어지는 양상을 보임, 그에 따라 지속
적인 부분침하 발생 가능성 있음, 주의관찰 필요 

Ⅳ

22 양주향교 대성전 목조문화재 좌측 기단부 기울음 굴절법 탄성파탐사 - - 3.4 2.9 6.3
- 대성전 좌측부에서 풍화암 및 기반암의 출현심도가 깊어지는 양상을 보임, 그에 따

른 부분침하에 의해 지속적인 기울어짐 현상 발생 가능성 있음, 주의관찰 필요
Ⅳ



순번 시, 군 문화재명 유   형 기초조사 결과 물리탐사
표면파탐사
지반분류

표면파탐사
지반종류의 호칭

평균 토사층 
두께(m)

평균 풍화암
두께(m)

평균 기반암 
출현심도(m)

지반 특이사항 자체등급

23

양평군

사나사 원증국사탑 승탑
배수시설 없는 평지로 우수가 

기단부로 유입 가능
굴절법 탄성파탐사 - - 2.0 1.9 3.9

- 특이한 지반 문제는 없음, 배수불량으로 인한 기단 내 지속적인 우수유입
은 지반약화를 초래할 수 있음, 추후 보수 필요

Ⅱ

24
이항로선생생가 

안채
목조문화재

기단 내밀기 초과로 우수 유입,
배면 경사면 불안정

표면파탐사 S2 얕고 단단한 지반 - - -
- 생가 우측부의 상부 지층에서 상대적 연약대가 나타남, 그에 따라 부분침

하 발생 가능성 있음, 주의관찰 필요
Ⅳ

25
양평 창대리고가 

사랑채
목조문화재 전체적으로 기울음

표면파탐사
전기비저항탐사

S2 얕고 단단한 지반 - - -
- 창대리 고가 사랑채의 좌측부에서 상대적 연약대가 나타남, 그에 따른 부분침

하에 의해 지속적인 기울어짐 현상 발생 가능성 있음, 주의관찰 및 보수 필요
Ⅳ

26 양근향교 대성전 목조문화재 전체적으로 기울음 표면파탐사 S2 얕고 단단한 지반 - - -
- 대성전 좌측부에서 상대적 연약대가 나타남, 그에 따른 부분침하에 의해 

지속적인 기울어짐 현상 발생 가능성 있음, 주의관찰 및 보수 필요
Ⅳ

27

여주시

강한사 강당 목조문화재
평지의 배수 불량, 기단부 이격, 

마감면 균열로 우수 유입
표면파탐사 S2 얕고 단단한 지반 - - -

- 특이한 지반 문제는 없음, 기단석 콘크리트 파손으로 인한 기단 내 지속적
인 우수유입은 지반약화를 초래할 수 있음, 추후 보수 필요

Ⅱ

28
여주 신륵사 원구형 

석조부도
부도 후면으로 기울음 굴절법 탄성파탐사 - - 2.7 4.3 7.0

- 석조부도 후면 하부 지층이 내려앉은 양상이 나타남, 그에 따른 부분침하
에 의해 지속적인 기울어짐 현상 발생 가능성 있음, 주의관찰 필요

Ⅳ

29

용인시

충렬서원 강당 목조문화재
후면 기단 침하, 초석 침하, 

귓기둥 중심에서 이격
표면파탐사 S2 얕고 단단한 지반 - - -

- 강당 우측부에서 지층이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며, 외관상 소규모 지반침하 
발견, 우측부의 지속적인 지반침하 예상, 주의관찰 필요

Ⅳ

30
용인 어비리 

삼층석탑
석탑 기단갑석 파손 굴절법 탄성파탐사 - - 2.0 3.0 4.9 - 특이한 지반 문제는 없음, 기단갑석 파손은 타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 Ⅰ

31
용인 이주국장군 

고택 안채
목조문화재

답압으로도 지반 침하, 
기단석의 파손 및 균열

굴절법 탄성파탐사 - - 2.1 2.6 4.7
- 특이한 지반 문제는 없음, 안채 직하부에서 풍화암 및 기반암 출현심도가 

약간 깊어지나, 그 정도가 미미함, 기단석 파손으로 기단 내 지속적인 우
수유입은 지반약화를 초래할 수 있음, 추후 보수 필요

Ⅱ

32 의정부시 노강서원 사당 목조문화재
후면 기단 균열, 파손, 
우수유입, 지반약화 우려

굴절법 탄성파탐사 - - 1.6 1.8 3.4
- 특이한 지반 문제는 없음, 후면부 기단 파손으로 우수유입에 의한 지반약

화가 우려되었으나, 현재 기단을 콘크리트로 보수해 놓은 상태임
Ⅰ

33 이천시 김좌근고택 별채 목조문화재
배수 불량으로 지반 습함, 후면 

기단 이탈 우수유입 우려
표면파탐사 S2 얕고 단단한 지반 - - -

- 특이한 지반 문제는 없음, 기단석의 균열 및 이탈 양상은 타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 배수불량으로 인한 지속적인 우수유입에 의해 지반약화를 
초래할 수 있음, 추후 보수 필요

Ⅱ

34

파주시

교하향교 대성전 목조문화재 건물 전체가 측면으로 기울음 굴절법 탄성파탐사 - - 1.5 2.0 3.5
- 대성전 좌측부에서 풍화암 출현심도가 깊어짐, 그에 따른 부분침하에 의해 

지속적인 기울어짐 현상 발생 가능성 있음, 주의관찰
Ⅳ

35 윤곤선생묘 묘소
지반 불안정에 의한 시설물 

파손, 토사유실
굴절법 탄성파탐사 - - 2.2 3.2 5.4

- 묘 전면부에서 풍화암 경계면이 소폭 깊어지는 양상, 상부 토사층이 푸석
하며, 토사유실에 따른 보수작업이 이루어짐, 지속적인 토사유실에 주의

Ⅲ

36 김덕함묘 및 신도비 비석
배수불량으로 인한 토사유실, 

상층 옥개석 파손
표면파탐사 S2 얕고 단단한 지반 - - -

- 특이한 지반 문제는 없음, 배수불량으로 인한 기단 내 지속적인 우수유입
은 지반약화를 초래할 수 있음, 추후 보수 필요

Ⅱ

37 평택시 안재홍생가 목조문화재
우측면 기단석 배부름, 기단 

마감 균열로 지반약화
굴절법 탄성파탐사 - - 2.4 2.9 5.3

- 풍화암 및 기반암 출현심도가 안재홍생가 하부에서 깊어지는 양상을 보임, 
그에 따라 부분침하가 발생할 수 있음, 주의관찰 필요

Ⅳ

38

포천시

청성사 사당 목조문화재
후면 석축 붕괴, 기단 상부 

균열, 우수유입 우려
굴절법 탄성파탐사

전기비저항탐사
- - 1.4 2.7 4.1

- 후면 석축 붕괴는 우수에 의한 토사유실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 추후 보수 
필요

Ⅲ

39 포천향교 명륜당 목조문화재
기단석 이완, 기단 상부 균열, 

우수유입 우려
굴절법 탄성파탐사 - - 1.3 1.6 2.9

- 특이한 지반 문제는 없음, 기단석의 이완 및 균열 부분으로 우수유입 가능
성 있음 추후 보수 필요

Ⅱ

40 하남시 광주향교 명륜당 목조문화재
전체적으로 기울음, 기둥 결구부위 

파손, 가구부 붕괴우려
표면파탐사

전기비저항탐사
S2 얕고 단단한 지반 - - -

- 명륜당 직하부에 이상대 존재, 그에 따른 부분침하에 의해 지속적인 기울어
짐 현상 발생 가능성 있음, 주의관찰 필요

Ⅳ

41

화성시

정원채고가 안채 목조문화재 기단 및 초석 침하
표면파탐사

전기비저항탐사
S2 얕고 단단한 지반 - - -

- 각 지층의 경계면에 굴곡이 심한 편이며, 정원채고가 우측부에서 이상대가 
나타남, 침하양상이 달라 부분침하 발생 가능성 있음

Ⅳ

42 홍승인고가 안채 목조문화재
우측 기단부 침하, 마감면 균열 

및 박락, 우수 유입 우려
굴절법 탄성파탐사 - - 2.7 3.4 6.0

- 안채 우측 기단석에 침하가 나타나며, 이 구간 하부에서 풍화암 및 기반암
이 깊어짐, 그에 따른 침하 발생 주의관찰 필요, 기단석 마감 보수 필요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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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부  록Ⅶ. 부  록

1. 사업보고 자료

1.1. 2017 경기도 지정문화재 내진진단사업 사전 자문회의록

◦ 일  시 : 2017년 4월 5일 오후 2시

◦ 장  소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회의실

◦ 참석자

- 경기도청 : 김진효(문화유산과 문화유산관리팀장)

엄기화(문화유산과 문화유산관리 주무관) 

- 자문위원 : 노현균(문화재 전문위원,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세계유산 보존팀)

신명종(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세계유산 보존팀)

- 지오레이다 : 김순태(이사)

- 경기문화재연구원 : 진수정(경기문화재연구원 기획운영팀장)

허미형(경기문화재연구원 선임연구원)

임익현(경기문화재연구원 연구원)

1) 회의 안건 : 2017년 경기도 문화재 내진진단사업 사전 자문회의

2) 회의 내용 : 허미형 연구원의 ‘경기도 문화재 내진진단사업’ 내용 보고 후, 질의응답 진행

3) 회의록

· 김진효팀장 : 하루에 문화재 몇 개나 물리탐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 김순태이사 : 탐사 조사 종류를 3~4가지 하게 되면 하루에 하나 정도 밖에 하지 못합니다.

· 엄기화주무관 : 탐사 종류를 한 가지만 수행 하면 안 됩니까?

· 김순태이사 : 문화재 종류나 현장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할 할 수 있습니다.

· 김진효팀장 : 탄성파 검사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64개소가 이번 용

역 기간 내에 무리가 있다면 수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도 괜

찮을 것 같습니다. 성곽이나 봉분보다는 목조나 석조물 위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탐사 단가가 중요한 이유는 단가가 어느 정도 정해

져야 국장님께 말씀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지정문화재 내진 안정성 평가보고서

384

· 허미형연구원 : 이번 기초조사를 통해서 가치는 높으면서 안정성은 낮은 문화재를 선정

해 2018년에는 집중적으로 지반조사를 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 김진효팀장 : 연차사업 말씀이십니까?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 김순태이사 : 보통 문화재의 경우 표면파 탐사 빼고 나머지 3개 검사를 기본적으로 수

행 했었습니다. 

· 진수정팀장 : 지금까지 하신 문화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김순태이사 : 첨성대는 시추까지 다 했었습니다. 경주시청에서 발주가 나와서 했었지만, 

사실 문화재 주변에서 시추 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대부분은 문화재다 보

니 시추는 안합니다. 첨성대에 시추를 한 이유는 하부 단면을 보기 위해

서 했었습니다. 그 외에는 표면파 탐사와 같은 비파괴검사 방법을 사용합

니다. 첨성대 시추 때문에 당시 경주 지역 뉴스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 허미형연구원 : 저희가 만약 수어장대 주변 시추를 한다면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 노현균위원 : 그렇습니다.

· 김순태이사 : 시추를 못하면 탄성파 탐사를 하게 됩니다. 탄성파 탐사를 통해 지반 속

도를 구하게 됩니다. 암반의 경우 파동 속도가 빠르고 토사는 비교적 느

립니다. 이를 통해 속도 단면을 구합니다.

· 허미형연구원 : 탄성파탐사는 지하 몇미터까지 가능합니까?

· 김순태이사 : 기본 40m입니다. 탄성파를 통해서는 지층분포도를 보는 겁니다. 어디가 

깊은지 기울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진수정팀장 : 암반의 풍화도도 알 수 있습니까?

· 김순태이사 : 풍화도는 시추를 통해 샘플링을 해야 합니다.

· 진수정팀장 : 지표에서 암반까지 토양이 사질 위주인지, 점성이 많은 토양인지 등은 알 

수 있습니까?

· 김순태이사 : 파동 속도로 나오기 때문에 사질 속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 진수정팀장 : 단지 암반이 어느 정도 깊이에 있다 정도 알 수 있습니까?

· 김순태이사 : 그렇습니다.

· 허미형연구원 : 탐사 깊이가 40m이면 표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순태이사 : 측선을 선형으로 깔고 그 선형에 대한 단면을 구합니다. 횡이나 종으로 

단면을 끊어서 측정합니다.

· 허미형연구원 : 산성은 어디를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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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태이사 : 북한산성 대성문, 대남문 등 성문 위주로 했었습니다. 탄성파는 한마디로 

지층이 어떻게 있는지 암반이 어디까지 분포되어 있는지 그런 단면을 보

는 방법입니다. 전기비저항 탐사는 전기가 땅속에 잘 통하는지 보는 시험

입니다. 전기가 잘 흐르려면 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있으려

면 점토가 많거나 파쇄대가 있어서 그쪽에 물이 있으면 전류가 잘 흐르

는 비저항대가 있는 원리입니다. 탄성파 탐사와 비교하면 지층선을 어느

정도 구분 가능하고 그 중 파쇄대나 동공이 있을 경우 효과적입니다. 전

기를 좁게 주냐 넓게 주냐에 따라 해상도가 달라진다. 문화재쪽에서는 

2m 간격으로 하기 때문에 지하 10m~20m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상도 고려해서 너무 깊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도심지나 전기적인 

노이즈가 많은 경우, 땅 속에 전력선이 있는 경우 불가능합니다. 콘크리

트의 철근도 문제가 됩니다. 탄성파 탐사는 주변에 진동 노이즈가 있으면 

안됩니다. 차량이 계속 다니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GPR탐사는 싱크홀 때

문에서 서울시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탐사는 심도가 낮

아 깊어야 5m 정도입니다. 이것은 물성이 아니라 형태를 보는 것입니다. 

땅 속에 레이더를 쏴서 반사될 때 다른 물질이 있으면 그것을 찾는 방법

입니다. 유구 탐사 때도 이용합니다. 성벽 같은 경우 면석 깊이 파악할 

때 사용합니다. 석탑 같은 경우 내부가 비어 있을 수 있어서 동공 파악 

할 때 사용합니다. 지반에 사용할 때는 기단석 바로 옆에서 하면 기단석 

깊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 석축이나 성벽면에 직접 할 수 있습니

다. 표면파 탐사는 보통 많이 안하는데 내진 때문에 수행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단가도 비쌉니다. 그만큼 측선 수를 적게 합니다. 지

금 이 사업 주 목적이 내진인데 내진에서 하는 조사가 대부분 시추공에

서 하는 것입니다. 표면파 탐사의 경우 시추공 없이 S파 단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탄성파처럼 속도 단면이 나옵니다. 탄성파는 P파로 나오는데, 

지진은 대부분 S파 때문에 입는 피해가 많습니다.

· 진수정팀장 : 이중에 하나를 한다면 표면파 탐사가 가장 적절합니까?

· 김순태이사 : 그렇습니다. 지반 상태, 지층 깊이도 어느 정도 볼 수 있고, 연약대도 나

올 수 있습니다.

· 허미형연구원 : 내진 안정성 검토 때 표면파 탐사만 해봐도 되는 것입니까?

· 김순태이사 : 그렇습니다. 내진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진 안정성만 본다면 충분합니다.

· 진수정팀장 : 지하 몇미터까지 내려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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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태이사 : 지하 40~50m 정도 내려가는데 단점은 현장 검사와 분석에서 시간이 오

래 걸립니다. 그리고 지형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경사도가 있을 경

우 신뢰도가 낮아져 평지에서 유리한 시험입니다.

· 진수정팀장 : 그럼 경사지 위치한 문화재는 신뢰성이 낮아집니까?

· 김순태이사 : 그렇습니다.

· 허미형연구원 : 그럼 지형에 따라서 이 4가지 중 적절한 한 가지를 선택해서 물리탐사를 

수행해도 되는 겁니까?

· 김순태이사 :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과업지시서 상에 있는 대로 수행했었습니다. 탄성

파 탐사는 지층 분포 보고, 전기비저항은 연약대나 지반 약한 곳 보고, GPR

로는 구조물 안쪽도 보는 식으로 해서 3가지를 대부분 많이 했었습니다. 마애

불 같은 경우도 GPR로 안면을 조사해 안쪽에 금이 간 절리면을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내진 쪽에서 GPR은 배제 하시는 게 좋습니다. GPR은 정밀하게 탐

사할 때 쓰는 것입니다. 내진 조사에서 평지에서는 표면파가 좋고, 일반적인 

지층 분포 볼 때와 경사진 곳의 경우 사면 해석 시 암반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탄성파 탐사가 중요합니다. 전기비저항 탐사는 보조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좋

습니다.

· 진수정팀장 : 저희 사업비로는 한 문화재에 두세 개를 섞어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평지는 표면파, 경사지는 탄성파로 수행 한다고 전제 했을 때 100개소를 

검사 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 김순태이사 : 주로 어떤 종류의 문화재를 위주로 하시죠?

· 김진효팀장 : 만약 364개를 연차적으로 한다면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 진수정팀장 : 석조문화재가 지진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석조 문화재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이 목조, 성곽, 봉분 순입니다.

· 허미형연구원 : 2억으로 석조 121개가 됩니까?

· 김순태이사 : 부도나 비, 석탑의 경우 작기 때문에 범위를 좁히고 측선 수를 줄여서 탐

사시간이 빨라지면 단가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사실 부도나 비 같은 경

우 다 작아서 석탑 위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게 된다면 한 측

선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 김진효팀장 : 부도나 비가 의미 없으면 빼는 것이 어떻습니까?

· 노현균위원 : 너무 개수나 금액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듭

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내진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

니다. 그리고 경주 이전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뒤에 첨부된 매뉴얼 조

차도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과연 체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문화재

연구소에서 이야기 들은 바로는 내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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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관에서 기준을 정해주면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했을 때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364개의 

문화재에 대한 내진에 대한 안정성을 파악하는 게 더 주안점일 것 같습

니다. 경기도 중에서도 지진 취약지역을 선별해 내고 문헌기록을 살펴봐

야 할 것 같습니다. 지진에 대한 자료정리를 통해 경기도에서 지진 취약 

지역에 대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정 등급에 따라서도 우선순

위를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목조나 석조의 각각의 특성을 파

악하고 특성에 맞춰서 탐사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뉴얼도 

경기도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침하 가능성을 육안으로 판

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순태이사 : 계측을 해야 합니다.

· 노현균위원 : 레벨기나 트랜짓을 써서 각 건을 수행 하면 비용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매뉴얼 평가부터 정리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업의 초점은 경

기도 지정 문화재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 해본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 

특정 몇 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분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허미형연구원 : 기초평가가 끝나면 취약 문화재가 도출 될 것 같습니다.

· 김진효팀장 : 역사지진연구도 외부에 용역을 줍니까?

· 허미형연구원 : 역사지진연구는 경기문화재연구원 내부에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실록을 

살펴보면 특정 연도에 지진 기록이 많은 것으로 보아 주기가 있는 것으

로 보입니다.

· 신명종위원 : 문화재 1개소 탐사 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 김순태이사 : 남한산성 연지의 경우 반나절이면 합니다.

· 허미형연구원 : 그럼 하루에 두 건 이상 못합니까?

· 김순태이사 : 거리가 멀면 못하고 가까우면 두 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산성 같은 

경우 장비를 들고 올라가야 해서 하루에 하나밖에 못합니다.

· 신명종위원 : 364개소인데 개소당 200만원이면 단순 계산해도 6억 이상입니다. 

2억을 다 지출해도 많아야 100개 할 수 있습니다.

· 김순태이사 : 내진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을 보려면 지층선을 파악 하는 것

이 가장 중요합니다.

· 허미형연구원 : 기초조사는 모든 문화재를 대상으로 용역을 줘서 수행할 것이고, 역사지

진이나 계기지진은 저희 내부에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탐사는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을 선정할 것입니다. 예산에 맞춰서 물리탐사를 수

행하고 예산이 없으면 나머지 부분은 내년으로 넘기고 연차적으로 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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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효팀장 : 탄성파와 표면파 검사 장비가 다릅니까?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 김순태이사 : 그렇습니다. 사람이 들고 다닐수 있는 크기이고, 케이블을 다 깔아야 합

니다. 지오폰을 땅에 등간격으로 꽂아서 진동을 준 후 얼마나 빨리 오는

지 측정합니다.

· 김진효팀장 : 장비 가격은 어떻습니까?

· 김순태이사 : 국산이 없어서 기본이 5천만원입니다. 스웨덴, 미국, 일본, 독일 정도 있

습니다.

· 김진효팀장 : 장비를 사고 기술자를 돌봄에서 키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 김순태이사 : 서울시가 싱크홀 때문에 외주를 주다가 장비를 사서 사람을 구해 쓰고 

있습니다.

· 진수정팀장 : 지금 돌봄은 상시관리 위주라서 문화재청에 업무 확장을 건의하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 허미형연구원 : 물리탐사를 하게 되면 그 자료가 축적이 됩니까?

· 김순태이사 : 탐사 쪽은 없고 시추자료는 지오인포 사이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 허미형연구원 : 기초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물리탐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다시 자문회의를 열겠습니다.

· 김진효팀장 : 기초조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실 것 같습니까?

· 허미형연구원 : 문화재청에서 이번에 발주한 내진 기초조사 용역의 경우, 저희 용역의 

1/3 수준인 86개소인데도 저희 용역기간과 같은 9개월입니다.

· 진수정팀장 : 물리탐사에 날씨 영향도 받습니까?

· 김순태이사 : 너무 춥거나 얼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 진수정팀장 : 기초초사 결과를 11월에 내서 11월에 지반조사를 발주하는 방향은 어떻

습니까?

· 김진효팀장 : 기초평가 항목이 지반조사의 근거가 되기에 충분합니까?

· 김순태이사 : 그렇습니다. 성벽 같은 경우 기초평가를 통해 배부른 경우에 많이 수행 

했습니다.

· 노현균위원 : 이번 사업은 물리탐사 보다는 기초조사가 더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기

초조사로 훑어보는 것만 해도 용역비가 사실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반이 침하 되었다’ 같은 항목의 경우 육안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장비를 이용해 계측을 해야 합니다. 이 방법이 후속 작업에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 엄기화주무관 : 그럼 항목이 수정 되는 겁니까?

· 진수정팀장 : 자문 등을 통해서 수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Ⅶ. 부록

389

· 허미형연구원 : 실제 조사를 하다 보면 이 매뉴얼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항목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진수정팀장 : 체크리스트를 보완해서 그 후 기초조사 용역을 나가는 방향도 고려해 보

겠습니다. 사실 체크리스트 손보는 일도 어려운 일입니다. 중앙기관인 문

화재청에서 해도 이 정도인데 경기도에서 하기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김진효팀장 : 기초조사 안하고 지반조사만 하는게 어떻습니까? 구조물 등급은 돌봄에

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 진수정팀장 : 돌봄 자료는 내진에 대한 정리는 할 수 없습니다. 지반조사에 대한 내용

도 없습니다.

· 노현균위원 : 조사를 하려면 평면도라도 있어야 합니다. 탑이나 묘역 같은 경우는 도면

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는 하루에 3-4개, 많아야 5개 정도일 것

입니다. 정리하는 시간도 꽤 오래 걸립니다.

· 김진효팀장 : 364개 다 한다고 했다가 못하면 안 됩니다.

· 노현균위원 : 내부적으로도 할 게 많습니다. 묘역에 목조가 있는지 없는지,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일이 많습니다. 근거 자료로 쓰려면 육안으로는 안됩니다. 활

주가 있는 경우만 해도 상황별로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나중에 자문회

의를 하려면 근거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조사 하는 경

우와 전문 장비를 쓰는 경우는 시간과 예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문적

인 장비들이 투입되서 조사사면 심화조사가 됩니다. 기초조사는 간단한 

장비를 이용한 계측 정도로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허미형연구원 :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데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

늘 회의 내용을 잘 반영해서 중간보고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4) 회의정리

(1) 기존 체크리스트를 보완하고 간단한 계측 장비를 사용하여 내진 기초평가 실행

(2) 3~4가지의 물리탐사 방법 중 유효한 1가지 탐사방법을 선택하여 지반조사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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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7 경기도 지정문화재 내진진단사업 중간보고 회의록

◦ 일  시 : 2017년 9월 14일 오전 10시

◦ 장  소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회의실

◦ 참석자

- 경기도청 : 김진효(문화유산과 문화유산관리팀장)

엄기화(문화유산과 문화유산관리 주무관) 

- 경기문화재연구원 : 김성명(경기문화재연구원장)

진수정(경기문화재연구원 기획운영팀장)

허미형(경기문화재연구원 선임연구원)

임익현(경기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신화엔지니어링 : 조양근(이사)

신은재(대리)

1) 회의 안건 : 2017년 경기도 문화재 내진진단사업 중간보고회

2) 회의 내용 : 전체 추진상황, 역사지진 및 계기지진 연구 상황, 기초조사 진행상황,향후 

지반조사 계획 보고 후 질의응답 진행함

3) 회의록

· 진수정팀장 : 실제 조사 과정에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어떤 식으로 반영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내진 등급을 3개로 나누어 놓았는데 좀 더 세부

적으로, 5개 등급 정도로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등급을 

보통 양호한 순서대로 가, 나, 다 등으로 붙이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적용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문제이니 순서를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 조양근이사 : 실제 조사를 수행할 때 2가지를 고려해서 조사합니다. 지진에 영향을 받

을 수 있는 구조적인 결함 여부를 파악하는 것과 지반 자체가 안정되지 

못해서 지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체크리스

트를 통해서 정량적 평가도 수행하지만 조사자 의견을 통해서 정성적 평

가도 수행하였습니다. 목조문화재의 경우 결구 부위가 틀어졌다거나 초석

과 기둥 부분에서 기울어지거나 문제점이 없는지를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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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과 관련해서, 조사 대상 문화재들은 주로 배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문

제점들이 노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사서에서 ‘세부내용’ 항목은 정성

적 평가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뒤에 있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 김진효팀장 : 364개소에서 지반조사 목록을 작성 하실 때 체크리스트 점수와 정성평가

를 합친 점수가 가장 낮은 순서대로 목록을 작성하신 겁니까?

· 조양근이사 : 체크리스트 점수가 낮은 대상도 뽑고, 정성평가 부분에서 낮은 문화재도 

선별하였습니다. 체크리스트 점수가 낮은 문화재는 정성 평가 부분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대부분 일치했

었습니다.

· 김진효팀장 : 경기도청 입장에서는 지반조사 대상이 가장 중요한데, 목조·석조 위주로 

선정 하더라도 성곽과 묘역 하나씩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목조·석

조의 경우에도 체크리스트 점수가 70~80% 정도의 비율로 반영되고, 정

성평가 점수도 20~30% 반영되어서 객관적인 지표로 목록이 선정되었다

는 점을 문서로 보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원향교 대성전과 

명륜당이 모두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데, 같은 구역 내의 문화재는 지반 

안정성의 차이가 미미할 것 같기 때문에 중복된 구역의 문화재들은 수정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허미형연구원 : 지반조사 시 대성전과 명륜당을 묶어서 한 건으로 처리하기에는 물리탐

사 기계의 측정 범위라는 제한이 있어서 2건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그리

고 성곽의 경우는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일부 구간만 따로 지반조

사를 수행하는 것은 의미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보고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효팀장 : 저희 입장에서는 지반조사 목록 선정 과정에 대해서 어느 누가 물어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역사지진 및 계

기지진은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의미가 도출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

가 좀 더 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허미형연구원 : 역사지진의 역사적 의미는 보고서에 반영하겠습니다.

· 김진효팀장 : 지반조사 수행 전에 대상 시·군에 미리 통보하실 계획이십니까?

· 허미형연구원 : 네.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하시는 말씀이시지요? 이번 사업을 통해

서 경기도 문화재의 내진 안정성 등급을 분류해 놓은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문화재 내진진단에 대한 예산이 따로 세

워지지 않더라도, 구조안전진단 등의 과업에 내진 성능에 검토에 대한 내

용을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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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화주무관 : 지반조사 목록은 입찰을 먼저 올리고 차후에 업체와 협의를 통해 변경

해도 되지 않습니까?

· 허미형연구원 : 그럴 경우 업체 입장에서는 응찰 시 구상한 조사 계획이 틀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갑질 논란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김성명원장 : 아까 진수정 팀장께서 말씀하신 등급 세분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리고 사실은 문화재청 매뉴얼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문화

재에 맞는 내진진단 체크리스트를 연구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허미형연구원 : 현재의 예산과 과업기간으로 경기도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연구해서 새로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수정팀장 : 전체 문화재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총괄표를 보고서에 추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명원장 : 이 사업을 시작한 계기가 작년 경주 지진 때문입니까?

· 김진효팀장 : 네. 그렇습니다.

· 김성명원장 : 제 생각으로 이 사업은 올해 단기적으로 끝낼 사업이 아니고, 좀 더 중장

기적으로 계획했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문화재 전문가

와 지진 전문가들을 모시고 축적된 학문적 성과나 현황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진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진효팀장 :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

은, 지금까지 지진에 대비해 지반까지 조사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를 남기는 의미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번 조사를 통

해서 지반조사를 더 하고 보수가 필요 하겠다는 언론 반응이 나오면 최

고의 결과이고, 지반조사를 해봤더니 경기도 지반은 어떠한 특징이 있었

다는 보도가 나가면 평균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지진 위험지

역도 아닌데 정기조사와 비슷한 기초조사를 수행하고, 지반조사 대상도 

엉터리로 선정해서 조사 끝내고 예산 낭비 했다는 반응이 나오면 최악의 

결과입니다. 그 중간에서 접점을 찾으려면 조금 귀찮더라도 수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허미형연구원 : 지금 지적하신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지반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 저희가 신중을 기했습니다. 신화엔지니어링에서 받은 목록만으로 

작성한 것도 아니고, 저희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경기

도 문화재 돌봄 사업단의 정기모니터링 보고서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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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효팀장 : 지역안배를 위해서 지역별로 선별해 지반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어떻습니

까? 또 지역 안에서도 유형별로 따로 분류해서 목록을 선정하는 것은 어

떻습니까?

· 진수정팀장 : 그런데 이럴 경우 ‘내진성능’ 이라는 기준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역 안

배, 유형 안배를 하게 되면 비교적 안정한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지반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김진효팀장 : 아무튼 확실한 근거를 만들어 주셔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수정팀장 : 원칙적으로는 기초조사가 100% 다 끝난 상태에서 지반조사 용역 입찰을 

올려야 하는데 과업 기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

입니다.

· 김진효팀장 : 유형별로 선정 이유와 점수를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하는 방법

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정성평가를 배제하고, 체크리스트 점수가 낮은 순

으로 40개 잘라서 정하면 문제 없지 않을까요?

· 진수정팀장 : 그런데 지금 기초 평가가 50%정도 밖에 진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 

안배 면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초조사가 100% 다 진행된 상

태에서 지반조사 입찰을 올리면 너무 늦게 되고, 공기관 대행사업이어서 

사업비 이월도 어렵습니다.

· 김진효팀장 : 현재 조사 완료된 대상만 가지고 지반조사 목록을 작성하면 안됩니까?

· 진수정팀장 : 현재 경기 북부 지역밖에 완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지역 안배 문제

가 발생합니다. 

· 김진효팀장 : 그럼 조사 완료된 북부 문화재는 점수대로 잘라서 20개 목록을 선정하고, 

남부의 문화재는 경기문화재연구원의 자체조사와 돌봄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서 20개를 선정하되 추후 기초조사 결과가 나오면 변경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아 놓으면 안됩니까?

· 진수정팀장 : 그 것이 바로 저희가 지반조사 대상 목록 선정에 사용한 방법입니다.

· 허미형연구원 : 아마 기초조사 후에 선정하더라도 결과가 대부분 일치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목록을 선정해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아까 김팀장

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나의 문화재 내에서 여러 개의 건조물 문화재를 

선정해 지반조사 하는 것은 추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목록을 

수정해서 공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 문제는, 국내에서 문화재를 대상으로 지진에 초점을 

맞춰서 정밀하게 용역을 진행한 곳은 문화재청밖에 없고, 체크리스트도 

문화재청에서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KAIST, 한국지진공학회와 

전문가들을 통해서 다년간의 연구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체크리스트를 준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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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와 석탑을 제외한 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작성한 체크리스트가 없었

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체크리스트를 변형해서 활용했지만, 근본은 문화재

청의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 김성명원장 : 우리 연구원이 도청과 업체 사이에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보완해 나

가면서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내용들 잘 반영해서 

지반조사 목록 작업을 수정하고 이후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하겠

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4) 회의정리

(1) 지반조사 대상 문화재 목록 수정

 -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지반조사 목록 수정

 - 동일한 문화재 구역 안에서 중복 선정된 개별 문화재 목록 조정

(2) 기초평가 등급의 세부 분류

 - 3개 등급에서 5개 등급으로 세분화

 - ‘가’급을 가장 안정한 문화재로 등급 수정

(3) 역사지진 분석결과 보완

(4) 지반조사 수행 전 해당 시ㆍ군에 사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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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17 경기도 지정문화재 내진진단사업 최종보고 회의록

◦ 일  시 : 2017년 12월 18일 오후 2시

◦ 장  소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회의실

◦ 참석자

- 경기도청 : 김진효(문화유산과 문화유산관리팀장)

엄기화(문화유산과 문화유산관리 주무관) 

- 경기문화재연구원 : 김성명(경기문화재연구원장)

진수정(경기문화재연구원 기획운영팀장)

허미형(경기문화재연구원 선임연구원)

임익현(경기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신화엔지니어링 : 조양근(이사)

신은재(대리)

- ㈜지오레이다 : 김순태(이사)

김동훈(차장)

1) 회의 안건 : 2017년 경기도 문화재 내진진단사업 최종보고회

2) 회의 내용 : 전체 추진상황, 기초조사 진행 결과, 지반조사 진행 결과 보고 후 

질의응답 진행함

3) 회의록

· 허미형연구원 : 남한산성 침괘정이 내년에 해체보수에 들어갑니다. 지반조사 결과 외관상 

처진 부분의 하부 지반이 불안정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체·보수 시에 

지반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 부분의 지반을 보강한다면 의미가 있습니까?

· 김순태이사 : 포항과 같은 점토 성질의 연약지반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걷어내고 보

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지반 전부를 보강할 경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상 하부 지반을 위주로 보강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가 이번 용역을 통해 조사한 대부분의 문화재들은 하부 지반을 걷어내고 

보강하기 보다는 해체·보수 시에 문화재 하부 지정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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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미형연구원 : 문화재 하부 지반의 상태를 모르는 상황에서 해체·보수를 진행하는 것 보

다는 지반조사 데이터를 확보한 상황에서 보수를 진행하는 것이 더 유의

미할 것 같습니다.

· 김순태이사 : 상부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지반 하부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구분하

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물리탐사를 통해 지반 때문에 침하가 일어났다

고 결론이 난다면 해체보수 시에 그 부분에 지정 보강을 하는 등의 방안

이 필요합니다.

· 진수정팀장 : 결과 단면 상의 숫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김순태이사 : 파동 속도입니다. 지질 물성에 따라 파동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속도 

차이에 의해서 지층을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단면 옆쪽에 있는 숫자는 깊

이를 미터 단위로 표시한 것입니다.

· 진수정팀장 : 그럼 저희가 이 자료를 통해 몇 미터 아래에 암반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입니까?

· 김동훈차장 : 그렇습니다. 보고서 본문에는 심도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단면 속

도는 건설기준품셈에서 풍화암 속도를 700으로 연암 속도를 1200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입니다.

· 진수정팀장 : 그럼 보통 10m 아래 지층까지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까?

· 김동훈차장 : 문화재의 경우에는 주변에 탐사 측선을 깔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대개 가탐심도가 깊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간이 충분한 경우 측선

을 더 많이 깔아서 더 깊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류한 

지반등급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4, 5등급은 지반 상태는 동일하지만, 상

부 구조의 문제도 병행해서 보이는 경우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4, 5등급의 지반은 지반 침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진수정팀장 : 표면파탐사, 탄성파탐사의 탐사 원리가 다른데 어떤 식으로 등급을 일원

화 해서 분류 했습니까?

· 김동훈차장 : 지반 상태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성적인 판단을 통해 자체적으로 분류한 

기준입니다. 문화재 지반 등급을 위한 정량적 평가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등급 분류를 해 놓아야 어느 문화재의 상태가 

나쁜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등급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 조양근이사 : 문화재청 기초평가 매뉴얼도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정량적으로 구분

할 수 있는 기존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정성적인 평가를 정량화해서 

평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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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화주무관 : 기초조사 70% 정도가 완료된 상태에서 지반조사를 진행 했다고 되어 있

는데, 나머지 30%는 어떻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 허미형연구원 : 기초조사가 모두 완료된 후에 낙찰 차액을 통해 추가 조사를 진행 하면

서 누락된 30% 문화재에 대해 반영하였습니다. 

· 김진효팀장 : 이제 사업 결과물의 활용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기초조사의 ‘마’등

급은 당장 조치가 필요한 문화재이고, ‘라’등급은 추가적인 지반조사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반조사의 경우에는 향후 대책이 어떻

게 되는 것입니까?

· 허미형연구원 : 취약 문화재의 해체 보수시에 지정을 강화 하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 김진효팀장 : 향후 과장님과 좀 더 이야기를 해봐야겠지만, 기초평가 ‘마’등급과 지반조

사 5등급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자료를 송부하면서 내년 1회 추경 때 

예산을 신청하거나, 2019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4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문화재의 지반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서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초평가 ‘라’,‘마’ 등급만 진행할 것인

지 등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허미형연구원 : 지반조사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업데이트 하는 방향으

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경기도 지정문화재에 문

제가 발생 했을 때 지반조사 결과를 보고 원인을 유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김진효팀장 : 그럼 기초조사 ‘라’,‘마’ 등급 중에서 조사를 못한 문화재들은 추가 지반

조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반조사 도중에 하부 

지반 상태가 정말로 심각하다고 느낀 문화재가 있었습니까?

· 김동훈차장 : 향후 지반 침하 가능성이 있는 문화재들은 있었지만, 그 정도로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문화재는 없었습니다. 

· 조양근이사 : 저희도 기초조사를 진행하면서, 돌봄 보수하시는 분들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건물들도 실제 계측해보면 크게 기울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 김진효팀장 : 그럼 그 상태로 고정 되어서 안정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조양근이사 : 네. 그렇지만 계속 기울어짐이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목조문화재가 기울어짐이 있다는 것은 문

제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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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수정팀장 : 문화재는 원형 유지가 가장 중요한데, 지반에 큰 문제가 없는데도 5급으

로 분류되어서 심각하게 언론 보도에 나가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 김진효팀장 : 그런데 보도 자료에 5등급이 안 나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진수정팀장 : 5등급 아래에 더 낮은 등급을 만들거나, 등급 분류를 다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등급은 경기도 문화재에 국한해서 상대적인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한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절대적인 등급으로 받아

들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 김진효팀장 : 그 작업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반이 불안한 다른 지역의 지반과 

비교를 해 주시거나, 등급분류를 다시 해서 절대적인 등급 분류에 가깝게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동훈차장 : 그럼 5등급의 문화재는 4등급의 문화재와 지반 상태는 동일하기 때문에 

5등급 문화재는 없고, 4등급으로 모두 합치겠습니다. 기반암이 굉장히 깊

다거나, 토사층이 깊게 나오는 지역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 김진효팀장 : 5등급의 지반 상태는 어느 지역에 해당한다는 내용까지 들어가거나, 등급 

분류 기준표에 명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성명원장 :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설명이 없으면 문화재 상태가 아주 심각하고 위

험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등급 분류를 하게 되면 1등급은 ‘아주 좋음’, 2등급은 ‘ 좋

음’, 3등급은 ‘보통’, 4등급은 ‘나쁨’, 5등급은 ‘아주 나쁨’, 이런 식으로 절

대평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 김진효팀장 : 이번 경주나 포항 지진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무너질 위험이 있는 

문화재들에 대한 비교 설명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허미형연구원 : 경기도가 대구·경북 지역에 비해서 지진에 안정한 것은 맞지만, 역사지진

을 살펴보면 2000년간 진도 Ⅷ 이상의 강력한 지진도 15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항구적으로 지진에 안정한 지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김동훈차장 : 4,5등급을 4등급으로 합치고, 5등급 문화재의 기준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

겠습니다.

· 김순태이사 : 전반적인 문화재 하부 지반 상태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제가 생길 경우 이 지반조사 자료를 바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백데이

터로 축적해 놓는 것은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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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효팀장 : 결과물은 언제,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됩니까?

· 진수정팀장 : 1월 말 정도에 최종 보고서를 납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허미형연구원 : 총 3권이 1질이 되고, 50부 정도 인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 데이

터는 저장매체에 넣어서 드리겠습니다. 1권은 총론으로 요약본 성격이고, 

2, 3권은 기초조사서입니다.

· 김성명원장 :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잘 반영해서 차질 없이 준공 하도록 하겠습니

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 회의 정리

(1) 지반조사결과 등급 수정

 - 경기도 지정문화재에 한정되는 상대적인 기준으로 지반 등급분류를 한 결과, 지반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문화재도 가장 낮은 지반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음

 - 다른 지역의 지반과 비교하여 절대적인 지표를 반영해 지반 등급분류 수정

(2) 향후 보호대책

 - 지반 등급이 낮은 문화재는 향후 해체 보수 시 하부 지반 강화

 - 기초평가 ‘마’등급 문화재에 대한 보수 예산배정 추진

 - 기초평가 ‘라’,‘마’ 등급 문화재 중 지반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지반조사 추진

(3) 토론 수렴·보완 후  2017년 경기도 문화재 내진진단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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