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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령(1933년)」은 식민지 조선의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 법령으로서 앞서 시행된 일본의 근대 문화재 법제인 

「고사사보존법(1897년)」,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1919년)」, 「국보보존법(1929년)」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실제 그

들 법령의 해당 법조문을 원용하였다. 이로써 「보존령」이 조문 구성에 있어서 일본 근대 문화재 법제를 이식 또는 모방하

였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 「보존령」의 주요 특징과 성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 보존 측면에서 볼 때, 「보존령」은 기존 「보존규칙」보다 보존을 강화하고 확대하였다. 「보존규칙」에서는 

문화재 범주를 고적과 유물로 한정했으나 「보존령」에서는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 4가지로 문화재를 분류하였

다. 또한 「보존령」은 문화재 보존 기준을 설정하고 문화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소유권 제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과 문화

재 지정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국고 보조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보존 법제로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그러나 「보존령」은 식민지 문화재 법제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보존령」제1조에서 보물의 지정 기준으로 

“역사의 증징(證徵) 또는 미술의 모범”이란 기준을 설정하였으나 이 기준은 일제의 관점에서 총독부의 동화정책에 입각

하여 문화재를 취사선택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여 문화재 보존 기준으로서 한계를 드러내었다. 또한, 일제는 「보존령」의 

시행으로 문화재 법제가 완비되어 문화재 도굴이 감소하였다고 평가하였으나 「보존령」시행 이후에도 도굴과 밀매매 그

리고 일본으로의 반출 등 문화재 약탈과 반출은 끊이지 않았다. 이것은 일반적인 도굴과 밀매 외에도 법령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총독과 총독부 관료들이 약탈과 반출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들의 묵인하에 일본인들에 의한 문화재 약탈과 

반출이 지속적으로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문화재 법제가 총독부가 허용한 또는 묵인한 반출과 약탈에는 법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법령은 문화재 지정과 보존에 있어서 총독부의 시각에서 선택되고 적용된 식민지의 차

별적 법제였으며, 일제의 문화재 정책 또한 그들의 동화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문화재를 이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

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문화재 법제는 일제의 조선에 대한 문화적 식민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고 총독부의 동화정책을 

실현하는 기제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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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일제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문화정책의 기조는 동화

정책이었다. 동화정책은 시기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일제

강점기 내 일관되게 유지되고 실행되었다. 특히 동화정

책을 통해 식민지 조선을 영구히 지배하고자 했던 조선총

독부 입장에서 문화재 정책은 이를 실현하는 주요한 수단

이었다. 일제강점기 문화재 정책은 고건축물 조사와 고

적 조사 사업 그리고 3. 1운동 이후 소위 문화통치를 통한 

조선인 회유와 동화 차원에서 실시했던 문화재 보존 사업

이 있으며, 그것은 문화재 법제를 통해 실행되었다. 

1916년에 제정된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이하 「보

존규칙」이라 한다.)에 대하여 총독부는 “고적 유물을 학

술적으로 조사하고 국가의 힘으로 보존의 책임을 지게 한 

법령의 효시”라고 높이 평가했고.1 후치다 료사코(藤田亮

策)는 “합방 이전 조선으로서는 적극적으로 고문화재를 

애호하고 국가적으로 보호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땅속이

야말로 유일한 보존처였다.”2고 주장하며 「보존규칙」 제

정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보존규칙」은 총독부가 

선별한 고적과 유물을 대장에 등록하는 문화재 등록 제도

를 채택한 법령이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1897년에 제정된 「고사사보존법」

에 의거 사사(社寺)에 속하는 건조물과 보물류에 대하여

‘특별보호건조물’ 또는 ‘국보’의 자격을 정하고 유지 보존

에 필요한 국고 보존금을 지급하는 문화재 지정제도가 시

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보존규칙」은 문화재 지정제가 아

닌 등록제를 채택하여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국고보조 지

원 규정을 두지 않았다. 

1924년 행정정리로 <고적조사과>가 폐지되자 고

적 조사 사업은 위축되었고 1931년 총독부 외곽조직으로 

「조선고적연구회」가 결성되어 고적 조사 사업을 담당하

게 됨으로써 총독부의 문화재 정책 방향은 고적 보존 및 

활용으로 전환되었다. 1930년대 총독부는 조선인의 전시

동원 체제 자발적 참여 유도와 내선일체를 기치로 내세운 

동화정책 수단으로 문화재를 적극 이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

이 1933년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하 

「보존령」이라 한다.)이다. 「보존령」은 제령(制令)으로 제

정되어 법형식면에서는 총독부 부령인 「보존규칙」보다 

상위의 법령이며, 소유권 제한과 보물의 수출 및 이출 금

지, 자문기관인 보존회 설치 등을 통해 문화재 보존 체계

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일제강점기 문화재 법제에 관한 시원적 연구로는 오

세탁의 연구3가 있다. 그는 일제강점기 문화재 법제를 「보

존법규」 시기(1910~1933)와 「보존령」 시기(1933~1962)

로 구분하고 처음으로 일제강점기에 제정 시행된 「보존

규칙」과 「보존령」의 법조문에 대한 법이론적 비교 검토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오세탁의 연구는 「문화재보호법」 연

구와 관련하여 연혁 차원에서 일제강점기 문화재 법제를 

약술하는 데 그친 한계가 있었다. 

그 후 이기성은 일제강점기 고적 조사 제도에 관심

을 갖고 「고적조사위원회규정」과 「보존규칙」에 대한 법조

문 검토를 하였다.4 기존의 일제강점기 고고학 연구자들

이 주로 고적 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단편적으로 법령을 

검토했던 것에 비하여 이기성은 고적 조사 현장을 실제로 

움직이는 고적 조사 법령 자체에 대한 검토를 처음으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문화재 보존의 기본법제이며 광

1 조선총독부, 1935, 「施政25年史」(소화10년 10월 1일), p.227. 

2 藤田亮策, 1963, 「朝鮮古蹟調査」, 《朝鮮學論考》, 藤田先生記念事業會, p.69. 

3 오세탁, 1982, 「문화재보호법 연구 : 문화재향유권의 법리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4 이기성, 2009,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위원회와 고적급유물보존규칙 –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의 제도적 방식(1)」, 《영남고고학》 제51호, 영남고고학회; 이기성, 

2010,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제도에 관한 검토」,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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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후는 물론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시까지 문화재 

법제로 유효하게 기능하였던 「보존령(1933년」에 대해서

는 그것이 일본의 근대 문화재 법령을 이식 또는 모방한 

것이라는 주장만 있을 뿐 실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이식

되었고 모방된 것인지 내용을 분석한 연구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다. 「보존령」의 문화재 법제사적 중요성에 비

하면 그에 대한 실제적 연구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은 「보존령」 제정 배경과 법조문 비교 

분석 그리고 식민지 법제로서의 문제점과 한계 등을 심도 

있게 고찰하여 그동안 「보존령」이 일본의 근대 문화재 법

제를 이식하여 제정되었다는 설에 대한 실체적 사실을 규

명해 보고자 한다. 

Ⅱ.  「보존령(1933년)」 제정의 
배경과 목적

1933년(소화8년) 8월 9일 「보존령」이 제령 제6호로 

공포되었다. 비로소 문화재 보존을 위한 실질적 법령이 

제정된 것이다. 「보존령」의 제정 취지는 총독부 학무국장

인 와타나베 토요히코(渡邊豐日子)의 「조선보물고적명승

천연기념물보존령 발포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글은 1933년(소화 8년) 총독부 기관지 「조선(朝

鮮)」에 실렸다. 

조선에서 고적 및 유물 보존에 관해서는 대정 5년(1916) 

「보존규칙」을 반포한 이래 이를 기초로 보존을 요하는 고적 

및 유물을 등록하고 함부로 등록된 물건의 현상을 변경하거

나 이전하고 또는 처분하는 것을 금지해왔지만 본 규정은 실

제에서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령으로

써 형식상의 결함이 있으며, 그 사무의 주관 관계에서 금일 시

세에 적당하지 않은 규정이다. 내용상 불비함이 있고 또는 종

래 실적(實跡)으로 보면 특히 역사의 증징 또는 미술의 규범

이 될 만한 유물에 대해서 한층 그 보존을 확실히 함과 동시에 

소유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의무를 갖게 하는 길을 강구할 필

요가 있다. 

본 규칙은 근본적으로 이를 개정하기에 적당하다고 인

식된다. 또 명승천연기념물의 보존에 관해서는 종래 어떠한 

법령으로써 제정을 가한 것이 없으며, 근래 교통의 발달, 내

외 관람객의 격증 등으로 인하여 그 훼손 망실이 되는 것이 속

출하기에 적당한 법규를 세워 그 보호를 완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종래 「보존규칙」은 본령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될 예정

이다. 본령의 시행에 의하면 반드시 조선에서 문화상에 한 단

계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특히 해마다 내외인이 이 땅에 

시찰하는 자가 많아지고 특히 만주국의 신흥과 함께 그 수가 

배로 증가하며, 유독 이 식산공업의 현상도 보이며 더욱이 진

보된 고대 반도의 실정에 주목할 때에 그 반포를 하였던 것은 

의의가 깊다고 믿어진다.5

총독부 학무국장이 말한 「보존령」제정 목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보존규칙」은 부령으

로서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령으로는 한계가 있었으며 유

물 소유자에게 의무를 부담케 하고 역사의 증징 또는 미

술의 모범이 될 만한 가치 있는 유물에 대한 보존을 강화

하고 관람객 증가 등으로 훼손 망실되고 있는 명승과 천

연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령 제정이 필

요하다는 것이고6 둘째, 「보존령」이 시행되면 조선의 문화

가 한 단계 발전될 것이며 만주국 등 외지(外地) 관광객이 

증가하여 식산흥업에도 기여하고 한반도의 발달된 고대 

문화를 주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목적 중 첫째는 새 법령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

5 渡邊豐日子, 1933,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발포에 대하여」, 문화재관리국, 『조선총독부및문교부발행문화재관계자료집』(1992)에 수록됨. 또한 총

독부는 1935년 9월 27~28일간 「보존령」 제정 취지 및 경위를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학무국장 지시사항 시달을 위한 각도 고적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

다. 총독부박물관 문서, 「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ニ關スル事務打合會 ノ件」(소화10년 9월 18일)(F093-035-001-001). 

6 「制令」은 조선총독이 법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칙재를 통해 시행된다. 반면에 총독부 「부령」은 주로 시행령(시행규

칙)에 해당하는 경우 발하는 총독의 행정명령이다. 일제강점기 법령은 주로 제령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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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수 있는데, 기존의 「보존규칙」으로는 1930년대의 

변화된 문화재 환경을 수용하기 어려워 새 입법이 필요하

다는 것이다. 우선 1916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되어 왔

던 고적 조사 사업은 1930년대에 이르러 긴축재정 등으

로 더 이상 추진이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고적 조사 사

업은 총독부 외곽단체인 「조선고적연구회」에서 주도하고 

있었고 총독부는 지방고적보존회를 통한 고적 보존 지원

과 건조물 수리 보존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1930

년대의 사회문화적 상황 변화와 총독부의 문화재 보존정

책으로의 방향 전환 등이 새 문화재 법제 제정의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이 시기에 법령을 제정(개정)한 이유 또는 법

령 제정이 가져올 기대효과에 대한 내용이다. 학무국장

은 그 이유를 교통의 발달, 여행객의 증가, 만주국의 신

흥, 다수 내외인의 조선 시찰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

고 법령 제정은 식산공업(殖産工業)에도 기여한다는 것

이다. 요즘말로 하면 관광 산업이다. 고적의 보존과 보호

가 산업의 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고적 관광의 

활용을 말하고 있다. 

1930년대는 고적 관광이 활성화되던 시기였다. 1910

년대 관광이 일본의 선진 문물 및 산업을 견학하는 것과 

일제가 이 땅에 이룩해 놓은 신문명의 자취를 시찰하는 

것이었다면 1920년대 중반부터는 명승고적지를 탐승하

는 것이 일반화되기에 이른다. 1920년대 주요 관광지로

는 금강산, 묘향산 등 산천 명승지와 평양, 개성, 경성, 경

주, 부여 등의 고도를 여행하는 고적 관광이 새로운 트렌

드로 등장하였다.7 고적 관광이 활성화된 배경에는 각 지

방의 고적보존회가 있었다. 고적보존단체들은 매일신보 

등 언론사와 협력하여 탐승단을 모집하고 단체 관광을 실

시하였다. 

그런데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제의 대륙침략 야

욕이 노골화되고 1932년 3월 만주국이 선포되자 식민지 

조선과 만주를 연결하는 역사관이 대두되었다. 만선사관

이 그것이다. 또한 일제는 소위 만주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철을 중심으로 한반도와 만주를 연결하는 철도를 

부설하고 운영하였다. 일본인들이 한반도를 경유하여 만

주를 여행하거나 만주인들의 조선관광도 이루어졌다. 특

히, 철도는 이러한 근대 관광을 견인하는 중요한 시설이

었으며 미디어였다.8

한편 1930년대는 일제의 동화정책이 내적으로 심화

되고 견고화되는 시기이다. 당시 일제가 내세운 정책 구

호가 내선융화(內鮮融和)와 내지연장주의였다. 내선융화

와 내지연장주의는 조선인과 일본인과의 차별을 완화하

고 기본권의 제약을 완화하는 유화정책 내지 회유정책이

며 내지연장주의는 조선을 본토와 다소 다른 제도로 통치

하지만 식민지가 아닌 본토의 연장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다.9 1919년 3. 1운동 후 소위 문화통치로 전환되면서 일

제는 조선의 문화와 제도, 관습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

는데 이는 일제의 동화정책이 보다 치밀하고 견고해졌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동화정책의 변화는 문화재 정책에도 

반영되었다. 종전에는 세키노 다다시(關野貞)의 조선미

술사 인식에서 보듯이 조선의 문화예술을 중국문화의 모

방과 아류로 치부하면서 중국과 일본 문화를 연결해 준 

가교 역할만 강조하는 것이 일제의 조선 문화에 대한 기

본 인식이었다. 그러나 1930년대에 오면 동양 문화의 범

주에서 조선 문화를 바라보면서 조선 문화와 문화재 보존

에 큰 관심을 나타낸다. 

7 김종수, 2016, 「일제강점기 부여고적의 재해석과 고적관광의 성격」, 《문화재》 제49권 제1호, 국립문화재연구소, p.91. 

8 철도는 근대 관광에 있어서 시설로서만이 아니라 직접 관광을 홍보하고 관광객을 모집하는 기능까지도 수행하였다. 일본 철도성의 1920년 <동아시아 공식 가

이드>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조선 관광을 안내하는 홍보 책자이다. 일본여행협회 조선지부에서는 1935년 <반도의 인상>이란 접이식 화보집

을 발간하여 조선의 주요 관광지와 풍습을 소개하였다. 그 외에 총독부 철도국에서 1935년에 발행한 <조선여행안내>는 종합적인 조선 관광 안내서였다. 부산

근대역사관 편, 2007, 「근대, 관광을 시작하다」 참조.  

9 김신재, 2016,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지배정책과 동화정책」, 《동국사학》 제60권, 동국역사문화연구소, 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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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보존령」 제정의 직접적 이유는 와타나베 학무

국장의 다음과 같은 언설에서 좀 더 자세히 드러나고 있다. 

본령의 목적은 이른바 수천 년 동안 지나(중국)의 문화

를 수입하여 내지(일본)에 전파해 준 조선의 역사 변천과 고

대 일지(日支, 일본과 중국)관계를 천명(闡明)하고, 또한 미술

공예의 모범이 될 만한 귀중한 유적과 유물이 많고 경승지 혹

은 동식물과 광물 등이 향토에 기념이 될 특징을 가지고 있어 

학술상 연구 자료로 귀중한 것이 적지 않다. 이에 이것을 영

구히 보존(保存)함으로써 학술 참고에 제공하고 미술공예의 

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향토 애착의 염(念)을 환기(喚起)

하여 편안히 각자의 업무에 장려하기를 기대한다.10

학무국장은 「보존령」을 제정한 이유로 고대에 조선

이 중국의 문화를 수용하여 일본에 전해준 가교 역할을 

하였다는 종전의 역사 인식을 전제하면서도, 조선의 유적

과 유물이 향토에 기념이 되고 학술 연구에 참고할 만한 

귀중한 것도 있으니 이를 보존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신민의 향토 애호심을 환기시켜 각자의 본분에 힘

쓸 것을 기대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로써 보면, 조선에서의 문화재 보존의 지향점은 

일선동조론에 바탕을 둔 내선융화의 주요 수단으로 문화

재를 이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선인을 일본 식민 통치

에 순응하는 황국신민으로 만들려는 일제의 동화정책 기

조가 이면에 깔려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일제의 의도는 1936년 부임하여 내선융화

(內鮮融化)를 내선일체(內鮮一體)로 바꾸고 교육과 사회

교화 정책을 통해 동화이데올로기 구현을 적극적으로 주

도했던 미나미 지로(南次郞) 총독의 「제3회 조선총독부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 인사말을 통해서도 엿

볼 수 있다. 

일국 문화는 그 유래하는 바 극히 오래고 또 근대문화는 

고대문화의 공헌에 기인하는 바가 적지 않다. 조선은 그 역사

가 극히 오래고 고래 중국대륙문화의 영향을 받아 문물제도

가 대비(大備)하고 특히 불교의 도래로 인해 각종예술은 찬연

히 그 정화를 발휘하게 되고 이 예술품들이 일본내지에 그 작

풍(作風)을 전한 것 역시 적지 않다. 우리 일본문화 융융(隆

隆)에 공헌한 바가 많고 큰 것은 역사가 전하는 현저한 사실

이다. 삼국정립 이후 신라통일시대에 들어서는 당의 찬란한 

문화를 수입하여 예술방면에서도 다수의 우수품을 남기고 또

한 조선 지방에서는 한(漢)문화를 직접 재래한 낙랑시대의 유

적이 금일 잔존된 것이 많아 이들은 모두 역사의 증징 혹은 미

술 공예의 모범으로 영구보존을 요하는 바이다. 또 조선은 지

리적 관계로 보아 도처에 명산이 용립하고 거천이 따라 흐르

고 있어 명승이 많고 기후풍토 관계상 진기한 동식물과 광물

의 존재가 있어 향토명물로 또 학술연구의 자료로 보존유지

를 계획함이 필요하다.11

위의 미나미 총독의 인사말에는 일제가 우리의 전통 

문화와 문화재를 왜 보존하고자 하는지와 또한 「보존령」

을 제정하게 된 함의가 고스란히 들어있다. 일제는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문화재 보존의 의미를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있다. 중국 문화 특히 한(漢)군현

인 낙랑시대 유적이 잔존한 것이 많고 조선의 문화가 일

본 문화의 융성에 공헌한 사실이 현저하다면서도 우리 문

화의 고유성과 독자성은 부정하고 중국 문화의 매개자 역

할로서만 평가하고 있다. 

특히, 총독의 언사 중에 「보존령」에서 문화재 보존의 

기준이 된 ‘역사의 증징 또는 미술공예의 모범’이란 어휘

가 등장한다. 식민지 조선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선택하

는 기준을 말한 것인데 문제는 그 선택을 총독부에서 한

다는 점이다. 일제의 시각과 관점에서 조선의 문화재를 

10 조선총독부 渡邊 學務局長 談,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の發布に就て」, 문화재관리국, 『조선총독부및문교부발행문화재관계자료집』, 1992, 

pp.9~10. 

11 「고적보존회 총독 인사요지」(동아일보, 1937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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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고 선택한다는 것은 1930년대 강화된 일제의 동화

이데올로기가 게재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와타나

베 학무국장의 “진보된 고대 반도의 실정에 주목할 때”란 

언사 역시 미나미 총독의 말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1933년 8월 9일 「보존령」을 반포하여 문화재 법제를 

정비한 총독부는 이에 앞서 1932년 2월 13일 총독부 「사

무분장규정(훈령)」을 개정하여 종교과를 폐지하고 학무

국에 사회과를 신설하여 종전 종교과에서 담당하던 문화

재 업무를 이관시켜 관장토록 하였다.12 「사회과」 신설은 

일제의 만주 침략으로 대륙 침략 정책이 노골화되어가는 

시점에서 전시 동원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교화의 필

요성에서 만든 부서이다. 이는 중일전쟁에 대비 1936년 

10월 「사회교육과」를 신설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사회과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 사회 교육에 관한 사

항, 청소년단 및 청년훈련소에 관한 사항, 도서관 및 박물

관에 관한 사항, 향교 재산 관리, 종교 및 향사에 관한 사항, 

사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물, 고적명승천연

기념물 등 조사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문

화재 보존 관리 행정이 사회교화 업무와 같은 부서에 분장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문화재 업무를 시국과 밀접한 관계

를 가지고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웅변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 총독부의 문화재 정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법제 및 기구 정비와 함께 예산의 조정과 투입이다. 

<표 1>에서 보면 1931년에는 총독부 직접 사업비

인 고적 조사비와 사찰 등에 보조하는 간접 사업비인 고

적 보존비 보조가 모두 감소되었다. 이것은 경제공황에 

따른 긴축예산 편성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1931년에 총독부 외곽단체로 「조선고적연구회」가 설립되

어 그동안 총독부에서 추진하였던 고적 조사 사업을 사실

상 인수하여 추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1931년 이후 고

적 조사 사업은 민간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는 「조선고적

연구회」에 맡기고 총독부는 지방의 고적보존회를 후원하

거나 수리 보존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재정 운용 방향

이 바뀐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되는 것이 1934년(소화10년) 총독부가 「보

물 목조건조물 대수선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 

것이다. 동 계획서와 같이 제출된 「보물건조물 보존비 증

액요구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 본년도(1935년) 예

산을 70,330원이나 증액요구하고 있다.13

요구서에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조선의 보물 목조건조물의 수는 대략 국유와 사유를 합

쳐 300동 정도인데 그동안 부후파손(腐朽破損)이 심하여 대

정2년(1913) 이래 2만원 내외의 매우 작은 금액의 보존비로 

응급수리를 시행해 왔으나 그 중에 최고로 부후가 심한 국유 

건조물 수원성 장안문외 12동과 사유 건조물 강진 무위사 극

락전 외 17동 계 31동에 대해서는 별지계획서에 따라 소화10

표 1 총독부 예산 중 고적 조사비 추이

 연도예산 1926년 1927년 1928년 1929년 1930년 1931년 1932년 1933년

고적조사비 29,872 37,872 37,872 37,631 37,631 35,045 28,598 28,593

고적보존비 보조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1,400 9,690 9,690

※ 출처 : 각 연도별 <조선총독부통계연보>.

표 2 보물건조물 보존비 증액 요구

예산과목 
(項)

예산과목 
(目)

증액요구액 
(원) 

기정 예산액 
(원)

비고 

전릉과 보물고적

명승천연기념물 

조사 및 보존비 

(殿陵幷寶物古蹟

名勝天然記念物

調査及保存費) 

계 102,000 31,670

보존비 50,000 18,980 △31,020

보존비 보조 52,000 9,690 △42,310

보급금 - 1,500

보상금 - 1,500

12 「조선총독부 사무분장규정 개정」(훈령 제13호, 1932년 2월 13일), 『조선총독부관보』 제1528호(소화7년, 1932년 2월 13일). 

13 총독부박물관 문서, 「보물건조물 보존비 증액요구 건」(F104-019-0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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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1935)부터 향후 10년 간 총 공비 1,192,000원을 투입하

여 대수선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 이에 본년도 소요

액 102, 000원의 증액을 요구하게 되었다.14

요구서의 내용은 300여동에 이르는 보물 목조 건조

물이 훼손되어 멸실의 위기에 있으므로 이 중 파손이 심

한 것을 골라 수리 공사를 향후 10년간 진행하겠다는 내

용이다. 총독부박물관 소장 ‘보물건조물 보존비 증액 요

구서’ 문건에는 「국유 보물건조물 보존계획」과 「사유 보물

건조물 보존계획」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국유 보물건

조물 보존계획」에는 긴급 수리가 필요한 수원 장안문 외 

12동의 보존비 소요 총액 565,000원이 소화10년도부터 

향후 10년간 보존 공사를 목표로 계상되어 있다.15 또한 

「사유 보물건조물 보존계획」은 강진 무위사 극락전 외 17

동 보존비 소요총액 627,000원을 연차별로 공사를 추진

하겠다는 내용이다.16

그런데 1930년대 재정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총독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보물 목조건조물 대

수선 10개년 계획」을 수립한 배경이 부후파손이 심한 건

조물의 궤멸 우려 때문만은 아니었다. 동 수선 계획에 포

함된 건조물은 대부분 철도 노선을 따라 위치하고 있는데 

당시 이미 유명한 금강산, 속리산, 태백산, 지리산, 월악

산 등의 명승지에 위치한 건조물로서 21개 지역에 해당된

다. 이들 지역은 관광 엽서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유명 

관광지에 속하였고 수리 대상 건조물들은 유명 관광지에 

위치해 있었다.17

이로써 보면 「보물 목조건조물 대수선 10개년 계획」

의 표면적인 목적은 멸실 우려가 있는 건조물의 보존에 

있었으나 실제로는 1930년 총독부의 관광 진흥책에 호응

하는 고적 활용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8 여하튼 「보물 목조건조물 대수선 10개년 계획」

은 총독부박물관 소장 건조물 수리 공사 시행 문건으로 

볼 때 상당수 실제로 수리공사가 추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19

1933년 8월 9일 제령 제6호로 공포된 「보존령」은 와

타나베 학무국장과 미나미 지로 조선총독의 언설에 나타

난 바와 같이 1930년대라는 대내외적 시대 상황과 총독

부의 문화재 보존 정책 방향 전환을 배경으로 탄생한 문

화재 보존 법제라고 할 수 있다. 

Ⅲ. 「보존령(1933년)」의 내용 분석

「보존령」은 총 24개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그 주요 조문을 분석해 본다.20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

第1條 建造物, 典籍, 書蹟, 繪畵, 彫刻, 工藝品 其他 物件

으로 특히 歷史의 證徵 또는 美術의 模範이 될 만한 것을 朝鮮

總督이 이를 寶物로 指定할 수 있다. 

貝塚·古墳·寺址·城址·窯址 其他 遺蹟 景勝地 또는 動物·

植物·地質·鑛物 其他 學術硏究의 資料가 될 만한 物件에 대해 

保存의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는 것은 朝鮮總督이 이를 古蹟·

名勝 또는 天然記念物로 指定할 수 있다. 

14 총독부박물관 문서-보존, 「보물건조물 보존비 증액요구 건」(F104-019-004-001),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 관련 건』. 

15 총독부박물관 문서-보존, 「국유 보물건조물 보존계획」(F104-019-005-001). 

16 총독부박물관 문서-보존, 「사유 보물건조물 보존계획」(F104-019-006-001). 

17 서효원, 2018, 「일제강점기 “보물 건조물” 수리공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p.127. 

18 서효원, 2018, 「일제강점기 “보물 건조물” 수리공사에 관한 연구」, p.128. 

19 1935년부터 1942년까지 성불사 응진전, 화엄사 각황전, 청평사 극락전, 장안사 사성전, 무위사 극락전 등 10여건의 대형 건조물 수리공사가 시행되었다. 총독

부박물관 문서, 「보존공사 관련 건」 문서 참조. 

20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제령 제6호), 『조선총독부관보』(1933년 8월 9일) 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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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1조는 보물, 고적, 명승 및 천연기념물의 정

의와 적용 범위 그리고 지정 기준을 규정하였다. 종전 「보

존규칙」에서는 고적과 유물의 개념만 있었는데 이때에 

와서 명승과 천연기념물 그리고 보물의 개념을 새로 도

입하여 문화재의 범위를 총 4개로 확대하였다.21 명승은 

「보존규칙」에는 언급이 없었으나 「고적조사위원회규정」

(1916. 7. 4.)제1조와 제5조에서 “명승지(名勝地)”라는 용

어로 등장했다. 그러나 실제 명승이 「고적 및 유물등록대

장」에 등재된 것은 없다.22 명승과 천연기념물의 개념은 

일본의 1919년에 제정된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23

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제1조는 문화재 지정 제도를 공식 채택하

고 있다. 보물의 지정 기준으로 “역사의 증징 또는 미술의 

모범이 될 만한 것”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재 지정을 위

한 가치 평가 기준이다. 이것이 문화재 지정 기준으로 처

음 명시된 법령은 일본에서 1897년에 제정된 「고사사보

존법」(제4조)이다.24 이어 1929년 「국보보존법」 제1조에

도 국보의 지정 기준으로 명시되었다.25 ‘역사의 증징 또

는 미술의 모범’이라 함은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와 학술

적 가치, 예술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식민지 조선의 문화재 지정에서 가장 상급

인 보물의 지정 기준은 일본의 문화재 법령에서 가치 선

택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역사의 증징 또는 미술의 

모범’ 개념을 채택하였다. 이 개념이 처음 도입된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고사사보존법」 제정 필요성을 논의할 때 

“고사사의 존폐와 그 기물의 산일은 황국광영(皇國光榮)

에 관한” 것으로 ‘역사의 증징이나 미술의 모범’이 되는 고

사사의 건조물과 기물의 유지보존을 위한 방책이 필요26

하다는 논리였다. 즉 ‘역사의 증징이나 미술의 모범’은 신

궁, 기물 등의 보존을 통해 천황의 권위를 장식하고 강화

하려고 했던 국수주의적 보존 개념으로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황국사관을 배경으로 한 문화재 인식과 개념

이 식민지 조선의 문화재 법제에 그대로 이식 채택된 것

이다. 특히 여기서 ‘역사의 증징’이란 기준은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가 아닌 일본인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역사적 

사실의 진수(眞髓)로서 동양 예술의 자료로 귀중한 가치

를 가진’27것을 의미했다. 이는 조선사 편찬과 고적 조사, 

문화재 보존 정책에 있어서 총독부가 적용한 일관된 기준

이며 관점이었다.28

다만,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요목」에 의

하면, 문화재 지정 요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

는데 보물은 1) 제작 연대가 오래되고 그 시대의 표준이 

21 「보존규칙」에서는 문화재의 범주를 부동산(고적)과 동산(유물)으로 대별한 것이었으나 「보존령」에 와서 문화재 지정제가 도입됨으로써 처음으로 문화재 분류를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4종으로 분류하였다. 

22 조선총독부, 1924, 『古蹟及遺物登錄臺帳抄錄附參考書類』 참고. 

23 일본의 「史蹟名勝天然紀念物保存法」은 1919년 4월 10일 법률 제44호로 제정되었으며,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요목」(1920년 1월 28일)에서는 명승 11개, 

천연기념물은 동물·식물·지질광물의 3개 범주로 분류 열거하고 있다. 일본 문부성, 「史蹟名勝天然紀念物保存法規」(1934년), 국립국회도서관, 「고적급유물등록

대장초록」(1924년)에도 수록되어 있다. 

24 「古社寺保存法」 (법률 제49호, 1897년 6월 5일)은 부칙을 포함 총 2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법 제4조에 “社寺의 建造物 및 寶物類 중 특히 歷史의 證徵 

또는 美術의 模範이 될 만한 것은 古社寺保存會의 諮詢 후 내무대신이‘特別保護建造物 또는 國寶’의 자격을 정할 수 있도록”하였다. 

25 「國寶保存法」(법률 제17호, 1929년 7월 1일)은 총 2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법 제1조에 “건조물, 보물 그 밖의 물건에서 특별히 歷史의 證徵 또는 美

術의 模範이 될 만한 것을 주무대신이 국보보존회에 자문하여 이를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6 明治28년(1895)2. 4. 帝國議會 第8回 貴族院議事速記錄 第17號 「古社寺 保存ニ關スル建議案」, 帝國議會會議錄 檢索 システム, http://teikokugikai-i. ndl. 

go. jp/

27 조선총독부, 「고적과 유물」, 『朝鮮總督府施政年譜』 (대정12년, 1923년). 

28 “역사의 證徵 또는 미술의 模範”이란 어휘가 처음 문화재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은 비록 법령은 아니지만 총독부 내무부장관이 각도 장관에게 보낸 행정지시인 관

통첩 제99호 「사찰전당등건축에관한 건」(대정3년 3월 19일)에서 사찰의 건조물을 새로 지을 때 ‘현존 건물 중에서 역사의 증징 또는 미술의 모범이 될 만한 것

은 특별보호를 요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임의로 조치하지 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조선총독부 관보』 제489호(1914년 3월 19일). 그 후 이 어휘는 「조선총

독부급소속관서회계사무장정」(1914년 8월 17일, 훈령 제42호) 제197조에서 “관유재산 중 역사의 徵證 또는 학술상 참고할 수 있는 것은 보존 및 取締上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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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 2) 제작 기술이 우수하고 타의 유례가 드문 것 3) 

저명한 인물과 유서가 깊거나 그의 제작과 관계되는 것 

4) 특히 역사의 징증(徵證)이 될 만한 것 등이다.29 이 선

정 기준은 일본의 「고사사보존법 시행세칙」 제6조의 국보 

분류 기준과 유사하다.30 아울러 보물의 선정과 지정 범주

를 (甲) 목조건축물 (乙) 석조물과 전조물(塼造物) (丙) 전

적 서적 문서 (丁) 회화 (戊) 조각 (己) 공예품 등으로 구분

하여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고적은 그 범주를 (甲) 유사이전 유적(패총·유

물 포함층·지석 및 입석) (乙) 주거 (丙) 제사신앙 (丁) 병

사관방(兵事關防) (戊) 산업교통토목 (己) 분묘 (庚) 중요

한 전설지 등으로 구분하였고 명승은 저명한 원지(苑池), 

저명한 건조물이 있는 경승지 등 10개의 범주를, 천연기

념물은 (甲) 동물(9개) (乙) 식물(19개) (丙) 지질광물(13

개) (丁) 천연보호구역 등으로 범주화하였다.31

그리고 고적, 명승 및 천연기념물 지정 기준으로 언

급된 것이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앞서 

1916년의 「보존규칙」 제2조에서 고적과 유물의 등록 기

준으로 “保存의 價値”32가 언급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

석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위의 ‘역사의 증징 또는 미술의 모

범’에서와 같이 일본인의 시각에서 보는 기준이 될 수밖

에 없다. 

第2條 朝鮮總督은 前條의 指定을 할 때 朝鮮總督府寶物

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會(이하‘保存會’라 칭한다.)에 諮問

을 구하여야 한다. 

前條의 指定 이전에 急施를 요하여 保存會에 諮問을 구

할 겨를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總督이 假指定할 수 있다. 

제2조는 조선총독이 보물, 고적 등을 지정할 때 「보

존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고 자문을 받을 겨를이 없을 경

우에는 총독이 가(假)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문화재 지정 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위원회(보존회)

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첫 입법은 1897년의 「고사사보

존법」 제4조의 「고사사보존회」에서 비롯되었다. 동법 제4

조에서는 “사사의 건조물과 보물류(유물) 중에서 특별히 

‘역사의 증징과 미술의 모범’이 될 만한 것은 「고사사보존

회」의 자문을 얻은 후 내무대신이 특별보호건조물 또는 

국보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정했다. 또한 제2조에서는 

국고로 보존금을 지원할 때에도 「고사사보존회」의 자문

을 받도록 하였다.33

이는 1919년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에서의 

「사적명승천연기념물조사회」, 1929년의 「국보보존법」에

서의 「국보보존회」34로 이어졌다. 조선에서 「조선총독부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를 자문기관으로 둔 것

한 주의를 하라”로 언급되었다. 그리고 대정5년(1916년) 5월 정무총감이 각 세관장 앞으로 시행한 「古代ノ 製作ニ係ル美術工藝品 輸移出 取締方ニ關スル件」(대

정5년 10월 內一第1397號)에서 “조선고대의 제작품 중 역사의 증징, 미술의 모범이 될 만한 불상불구 기타 금석물류는 각 그 시대에 있어서 특수한 기능의 발

휘로 현대미술 및 공예의 장려상 귀중한 자료이므로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사찰령 제5조, 보존규칙 제5조에서 산일을 방지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위반하여 조선 

外로 輸移出하고자 할 경우 지금부터 수이출 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것을 통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9 조선총독부,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요목」, 앞의 『조선총독부및문교부발행문화재관계자료집』, p.11. 

30 「고사사보존법 시행세칙」 제6조 “국보의 분류는 다음 3종으로 한다.”  

(갑종) 제작이 우수한 것. (을종) 유서가 특수한 것 (병종) 역사의 증징이 되는 것. 

31 조선총독부,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요목」, 『조선총독부및문교부발행문화재관계자료집』, pp.12~22. 고적과 명승 및 천연기념물 범주는 일본의 「사적명

승천연기념물보존요목」(1920. 1. 28)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32 「古蹟及遺物保存規則」(총령 제52호, 1916년 7월 4일) 제2조에 “조선총독부에 별기양식의 「고적급유물대장」을 비치하고 전조의 고적급 유물 중 ‘保存의 價値’있

는 것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해 이를 등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3 「古社寺보존법」 제2조 “국비로서 보존금을 보조할 경우 사사의 건조물과 보물류 중 역사의 증징, 유서, 특수하거나 제작이 우수한 것에 대하여 고사사보존회의 

자문 후 내무대신이 이를 정한다”고 되어있다. 

34 「國寶保存法」 제1조 “건조물, 보물 그 밖의 물건에서 특별히 역사의 증징 또는 미술의 모범이 될 만한 것을 주무대신이 국보보존회에 자문하여 이를 국보로 지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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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와 같다. 「보존회」관제는 칙령 제224호로 제정되었

는데 일본의 「국보보존회관제」를 본떠서 만들었다.35

第3條 朝鮮總督은 寶物, 古蹟, 名勝 또는 天然記念物에 

관한 調査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當該 官吏

로 하여금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에 필요한 物件의 提

供을 요구하고 測量調査를 하거나 또는 土地의 發掘, 障碍物

의 변경 제거 기타 調査에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當該 官吏는 그 身分을 證明할 만한 證票를 携帶하여

야 한다. 

제3조는 문화재 조사에 관한 내용이다. 조선총독이 

관리를 파견해 문화재를 조사할 경우 토지의 소유자나 해

당 물건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조사에 필요한 물건을 제공

하거나 측량 조사 또는 토지 발굴, 장애물 변경 제거 등 조

사에 필요한 조치에 응하도록 하였다. 만약 해당 관리의 

직무집행을 거부하고 방해 또는 기피하여 조사에 필요한 

물건을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가 될 만한 것을 제공하면 2

백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도록 하였다.(제23조) 이 규정

은 법제로서는 총독부의 문화재 조사권에 대한 적극적 능

동적 보장이라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식민지 조선에 

대한 총독부의 강제적인 조사 집행을 강화한 것이다. 

第4條 寶物은 이를 輸出 또는 移出할 수 없다. 다만 조선

총독의 許可를 받을 경우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朝鮮總督이 前項의 許可를 할 경우에는 보존회에 諮問

을 받는다. 

제4조는 보물의 수출과 이출을 금지한 조항이다. 이

는 일본의 「국보보존법」 제3조를 원용한 것이다.36 보물의 

보존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식

민지의 속성상 총독의 반출 허가만 있으면 얼마든지 일본

으로의 반출이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보존회」의 자문이

란 단서가 붙어 있지만 「보존회」 자체가 총독부 정무총감

이 위원장이고 총독부 관료가 대부분 위원임을 감안할 때 

총독의 허가권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는 아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문화재 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이를 반증해 준다. 

第5條 寶物, 古蹟, 名勝 또는 天然記念物에 관해 그 現狀

을 變更하거나 또는 그 保存에 影響을 미칠 만한 行爲를 할 경

우는 朝鮮總督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제5조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시 또는 문화재 보존

에 영향을 미칠만한 행위를 할 경우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한 조항이다. 제5조 조항은 근대 문화재 보존을 

위한 기본법제 중의 하나인 문화재 현상 보존에 관한 규

정이다. 문화재 보존의 기본 원칙은 그 현상을 그대로 유

지하고 보존하는 일이다. 그러나 환경의 변화나 시간의 

경과 또는 수리 복구의 필요 등 부득이하게 현상을 변경

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이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 처리

하라는 것이다. 소유자 등의 임의 현상 변경을 금지한 것

이다. 이 조항은 1916년의 「보존규칙」 제5조에서 도입하

였다. 동 보존 규칙에서는 ‘보존에 영향을 미칠만한 시설

을 하려고 할 때’라고 하여 시설물의 설치에 한정하였는

데 이번 「보존령」 제5조에서는 ‘보존에 영향을 미칠만한 

행위’로 확대하였다. 법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보존의 범위

를 확대한 것이다. 

第6條 朝鮮總督은 寶物, 古蹟, 名勝 또는 天然記念物의 

保存에 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一定 行爲를 禁

止 또는 制限하거나 또는 필요한 施設을 命할 수 있다. 

35 일본 「국보보존회관제」(칙령 제211호, 1929년 6월 28일)는 총10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5개 조문을 선택하여 조선의 「보존회관제」를 제정한 것으로 보

인다. 조문 형식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36 「國寶保存法」 제3조 “국보는 이를 수출 또는 이출할 수 없다. 단, 주무대신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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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項의 施設에 필요한 費用은 國庫의 豫算 範圍 내에서 

그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제6조는 조선총독이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시설을 명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아울러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국

고에서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6조는 소유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다. 와타나베 학무국장이 「보존규칙」

의 법적 흠결을 지적하면서 「보존령」 제정의 필요성을 역

설한 것이 이 소유권 제한에 관한 것이다. 총독부는 「보존

규칙」이 부령(府令)으로 되어 있어 소유권 제한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여 「보존령」을 제령(制令)으로 제정하

였다. 이 조항은 일본의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 제4

조의 규정을 원용한 것이다.37

第7條 朝鮮總督은 제5조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前條 

제1항의 規定에 의해 命令을 하게 될 때에는 保存會에 諮問을 

구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事項에 대해서는 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7조는 위의 제5조의 규정 즉 현상변경 허가 등과 

제6조의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경우 일정 행위의 금지나 

제한 또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령할 경우 보존회

에 자문할 것과 가벼운 사항은 자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

다는 내용이다. 이는 통상적인 자문기관의 예와 같다. 

第9條 寶物의 所有者는 朝鮮總督의 命令에 의해 1년 내

에 기간을 두고 李王家, 官立 또는 公立博物館 또는 美術館에 

그 寶物을 出陳할 의무가 있다. 다만, 祭祀法用 또는 公務執

行을 위해 필요한 때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제

한을 두지 않는다. 

第10條 前條의 規定에 의해 寶物을 出陳한 자에 대해서

는 朝鮮總督이 定한 바에 의하여 國庫에서 補給金을 交付할 

수 있다. 

제9조와 제10조는 문화재의 공공성에 기반을 둔 공

개 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총독은 보물의 소유자에게 1년 

기간 내에 정해진 기간 동안 보물을 관립 또는 공립박물

관과 미술관 등에 출진하도록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보

물을 출진한 자에게는 출진에 따른 대가 또는 비용을 국

고에서 보급금(補給金)38을 교부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근대 문화재 제도의 공공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일

본에서는 1897년 「고사사보존법」 제7조39와 제8조40에서 

명시된 이래 「국보보존법」 제7조41와 제8조42에도 명시되

었다. 「보존령」의 이 규정은 「국보보존법」 관련 규정을 원

용한 것이다. 

第11條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行爲 또는 第6條 제1항의 

規定에 의한 命令으로 인하여 損害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또

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해 出陳한 寶物 그 出陳 중 不可抗力에 

의하지 않은 滅失 또는 毁損의 경우는 朝鮮總督은 그 定한 바

37 「史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法」 제4조 “내무대신은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에 관하여 지역을 정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필요한 시설을 명할 

수 있다. 손해를 입은 개인에게는 정부가 보상하도록 한다.”고 규정하였다. 

38 일본의 「고사사보존법」에서는 보존금과 보급금을 구분하고 있는데 保存金은 고사사의 건조물 및 보물류를 유지수리 할 수 없는 경우 지급하는 국비를 말하며, 

補給金은 국공립박물관에 전시할 것을 의무로 규정한 국보의 원래 소장 사찰이나 신사에 대해 지급하는 국비를 말한다. 「보존령」에서도 「고사사보존법」의 보급

금 개념을 원용한 것이다. 「고사사보존법」 제1조(보존금), 제8조(보급금) 내용 참조. 

39 「古社寺保存法」 제7조 “사사는 내무대신의 명의 의해 관립 또는 공립박물관에 국보를 출진할 의무가 있다. 단, 祭典法用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것에 제한을 두

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40 「古社寺保存法」 제8조 “전조에 의거 국보를 출진할 경우 社寺에서는 명령으로 정한 標準에 따라 국고 補給金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41 「國寶保存法」 제7조 “국보의 소유자는 주무대신의 명령에 의하여 1년 안의 기간에 한정하여 帝室 또는 관립 또는 공립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그 국보를 出陳할 

의무가 있다. 단, 祭祀法用 또는 공무잡행의 필요 또는 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42 「國寶保存法」 제8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보를 출진한 자에 대해서는 명령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국고에서 보급금을 교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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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損害를 補償할 수 있다. 

제11조는 제3조(문화재 조사권) 규정에 의한 행위와 

제6조 제1항(보존과 관련된 금지와 제한 또는 필요한 시

설의 설치)의 명령으로 손해를 입은 자나 제9조(공립박

물관 등에 보물 출진)에 의해 출진한 보물 또는 출진 중에 

보물이 멸실 훼손되었을 때 손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다. 

근대 법치주의에서의 공통적인 국가 보상주의 표현이다. 

第13條 朝鮮總督은 地方 公共團體를 指定하여 寶物, 古

蹟, 名勝 또는 天然記念物을 管理하게 할 수 있다. 

前項의 管理에 필요한 費用은 當該 公共團體의 부담으

로 한다. 

前項의 費用에 대하여 國庫로부터 豫算의 範圍 내에서 

그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제13조는 총독이 지방공공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재

를 관리하도록 하고 관리 비용 중 일부를 국고의 예산 범

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게 한 내용이다. 이 규정은 일본의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제5조를 원용한 것이다.43 국

가지정문화재의 지방공공단체 위임관리는 현행 「문화재

보호법」에서도 계승되고 있는 사항으로 그 역사가 여기

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당시 지방공공단체인 도·부·읍 지방행정기관

은 일본의 지방자치제를 모방한 중앙집권적 관치적인 지

방행정기관으로서 1931년 이후 중일전쟁 등으로 인한 전

시동원 체제하에서 문화재 관리 역량이나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다.44 총독부는 고적 보존비 보조를 통해 지방

공공단체의 문화재 보존과 관리 비용을 지원하였다.45 비

로소 문화재 보존을 위한 보조금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第14條 公益上 기타 特殊한 사유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

정될 경우는 朝鮮總督은 保存會에 諮問하고 寶物, 古蹟, 名勝 

또는 天然記念物의 指定을 解除할 수 있다. 

第15條 朝鮮總督이 第1條 혹은 第2條 第2項의 規定에 의

해 指定을 하거나 또는 前條의 規定에 의해 指定을 解除한 경우

는 그 정한 바에 의해 이를 告示하고 또 當該 物件 또는 土地의 

所有者·管理者 또는 占有者에게 通知한다. 但, 지정한 物件의 

保存上 必要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告示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는 공익상 또는 특수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조선총독이 보존회 자문을 거쳐 문화재를 지정 해제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국보보존법」 제11

조를 원용한 규정이다.46 제15조는 지정 및 해제 시 고시

와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는 절차 규정이다. 

第16條 朝鮮總督은 국가의 所有에 屬하는 寶物, 古蹟, 

名勝 또는 天然記念物에 關해 別段(별도)을 定할 수 있다. 

제16조는 총독이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는 본 법령 이외 다른 규정 또

는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법규 위임 근거를 명

시한 것으로 보인다. 「국보보존법」 제19조를 원용한 규정

이다.47

43 「史蹟名勝天然紀念物保存法」제5조 “내무대신은 지방공공단체를 지정해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관리를 시킬 수 있다. 전항의 관리에 필요로 하는 비용은 해당 

공공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국고는 전항의 비용에 대해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44 일제는 1930년 12월 1일 부제의 개정, 읍면제의 제정 그리고 도제가 새로이 제정 공포되는 지방행정제도를 개편하였다. 개편된 지방행정제도는 1931년 4월 

1일 시행되었는데 당시 일본의 지방자치제를 모방한 중앙집권적, 관치적 지방행정제도였다. 김병문, 2010, 「일제침략기 지방행정구역 변천과정」, 《사회과학연

구》 제26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358 참조. 

45 당해 지방공공단체장은 보조를 받고자 할 경우 그 사유 및 당해 연도 관리비예산과 지정번호, 명칭, 원수를 구비하여 조선총독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2조) 아울러 지방공공단체는 관리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21조). 

46 「國寶保存法」 제11조 “공익상 기타 특수의 이유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주무대신이 국보보존회에 자문하여 국보의 지정해제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47 「國寶保存法」 제19조 “나라의 소유에 속하는 국보에 관해서는 칙령으로 특별히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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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7條 寺刹의 所有에 屬하는 寶物은 이를 差押할 수 없다. 

前項의 寶物의 管理에 관한 事項은 朝鮮總督이 이를 定

한다. 

제17조는 사찰의 소유에 속하는 보물은 압류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보물 등 문화재의 대부분을 소장하고 있

는 사찰과 관련된 규정으로는 소략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이미 「사찰령」에서 사찰에 주지를 두고 주지가 사찰

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였고(제4조), 사

찰 재산의 양도와 담보 제공, 기타 처분 및 부채의 경우에

도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제5조)48 있어 중

복을 피하기 위해 「보존령」에서는 특별히 보물의 압류 금

지 조항만 둔 것으로 이해된다. 「국보보존법」 제13조를 

원용한 규정이다.49

第18條 貝塚, 古墳, 寺址, 城址, 窯址 其他의 遺蹟이라고 

인정될 만한 것은 朝鮮總督의 許可를 받지 않으면 發掘 기타 

現狀을 變更할 수 없다. 

前項의 遺蹟이라고 인정할 만한 것을 發見한 자는 즉시 

그 요지를 朝鮮總督에게 屆出(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는 문화재 발굴 조사와 관련된 조항으로 유적

으로 인정될 만한 것은 조선총독의 허가 없이 발굴 및 현

상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항의 유적이라

고 인정할 만한 것을 발견하는 자는 즉시 그 요지를 총독

부에서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 제18조 규정은 법제도적으로는 포괄적 유적 보존 

조항이라고 할 수 있어 「보존령」에서도 중요한 조항 중의 하

나이다. 1916년 「보존규칙」이나 동 「보존령」의 여타 조항들

이 등록된 문화재 또는 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보호와 보존

의 규정인데 반하여 이 제18조 규정은 지정되지 아니하였으

나 유적으로 인정될 만한 곳도 무단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 및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존령」이 법제도적으로 문화재 보존 중심 법령이

라고 평가되는 것은 지정 문화재 뿐만 아니라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에 대한 이 보호 규정 때문이다. 현행 「매장문

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한 매장

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50 개념의 단초로 볼 수 있다. 

第19條 朝鮮總督은 本令이 規定한 그 職權의 一部를 道

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제19조는 조선총독이 본령에 규정된 직권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이는 

권한위임으로 볼 수 있으며 법규위임은 아니다. 실제 일

제강점기에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조례와 같은 규정을 제

정하거나 직권으로 문화재를 지정한 사례는 없다. 즉 지

방문화재 지정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이 규정은 

「보존령」에서 조선총독의 권한으로 규정한 것의 일부를 

도지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존령 시행수속」 제9조는 조선총독이 보물, 고적 

등의 지정·해제 관련 사항과 각 규정에서 정한 승인 및 보

고 사항 등 행정 처리 사무를 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第20條 朝鮮總督의 許可없이 寶物을 輸出 또는 移出하

48 사찰령은 1929년 6월 10일 제5조가 개정(제령 제9호)되어 사찰재산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양도나 담보의 제공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는 채무의 경우도 같다고 규정하였다. 『조선총독부관보』 제730호(1929년 6월 10일). 

49 「國寶保存法」 제13조 “신사 또는 사원의 소유에 속하는 국보는 그것을 처분하거나 담보 또는 압류할 수 없다. 단 주무대신의 허가를 받고 처분하거나 담보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5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

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을 조사·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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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는 5년 이하의 懲役 혹은 禁錮 또는 2천원 이하의 罰金

에 處한다. 

제20조는 제4조와 관련하여 총독의 허가 없이 보물

을 수출 또는 이출하는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다. 위반자

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2천원 이하의 

벌금은 당시로서는 가볍지 않은 처벌이다. 그러나 제4조

의 단서와 같이 총독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제한을 받

지 않게 되어 있었고 실제로 이 시기 도굴이나 총독부의 

묵인으로 문화재가 일본으로 반출되거나 이출 또는 불법

으로 수집된 사례가 많았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였다.51 이 조항은 「국보보존법」

제20조를 용어와 단위만 다르게 하여 옮긴 것이다.52

第21條 寶物을 損壞毁棄 또는 隱匿하는 자는 5년 이하

의 懲役 혹은 禁錮 혹은 5백원 이하의 罰金에 처한다. 

前項의 寶物이 자기 소유에 관계되는 때에는 2년 이하의 

懲役 혹은 禁錮 또는 2백원 이하의 罰金 혹은 科料에 처한다. 

제21조는 보물을 손괴훼기, 은닉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다. 보물이 자신의 소유인 경우에도 손괴훼기 시

에는 처벌을 하도록 하였다. 「국보보존법」제21조를 원용

한 것이다.53

第22條 左의 各號의 1에 該當하는 자는 1년 이하의 懲役 

혹은 禁錮 또는 5백원 이하의 罰金 또는 科料에 처한다. 

1.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寶物, 古蹟, 名勝 또는 天然記

念物에 관해 그 現狀을 變更하거나 또는 그 保存에 影響을 미

칠 만한 行爲를 한 자

2. 第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違反한 자

3. 第18條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자

4. 第5條 혹은 第18條 第1項의 規定에 違反 또는 第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違反하여 얻은 物件을 讓受한 자

제22조는 동 「보존령」 위반 시 총괄적인 처벌 규정으

로 허가받지 않은 현상변경 행위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만한 행위를 한 자, 제6조 1항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 일정 

행위의 금지와 제한,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의 명령을 위

반하는 자 그리고 허가 없이 발굴 기타 현상을 변경한 자, 

제5조 혹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 위반, 제6조 1항의 규정

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얻은 물건을 양수한 자 등에 대

하여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5백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보존령」은 1933년(소화8년) 12월 총독부령 제137호

에 의거 1933년(소화8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존령」은 당시 일본의 

근대법령을 이식 또는 원용하여 제정되었다. 보물에 관

한 규정은 일본의 「국보보존법」 관련 조항을, 고적 등에 

관한 규정은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을 주로 원용하

였다. 「보존령」 제정으로 기존의 문화재 등록 제도를 기

반으로 한 보존 규칙은 폐지되고54 「보존령」이 식민지 조

선의 기본적인 문화재 보존법제가 되었다. 

총독부는 「보존령」 공포와 함께 「보존령」의 효율적 

집행과 절차를 정한 후속 법규를 동시에 시행하였다. 「조

선총독부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시행규칙」(총독

부령 제136호, 소화8년, 1933년 12월 5일)과 「조선총독부

51 小倉武之助가 문화재를 집중적으로 수집한 시기는 1920년대이지만 소장품을 일본으로 반출한 시기는 1930년대부터였다. 그는 반출한 소장품을 도쿄박물관 

유물담당자에게 감정을 받아 그 중 일부가 1936년 일본의 국보와 중요미술품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편, 2014, 『오구라컬렉션-일본에 있

는 우리 문화재』, pp.80~81. 

52 「國寶保存法」 제20조 “주무대신의 허가없이 국보를 수출 또는 이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2천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3 「國寶保存法」 제21조 “국보를 파괴·훼기 또는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5백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국보가 자기의 소유에 관계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2백엔 이하의 벌금 혹은 과태료에 처한다.”고 명시하였다. 

54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시행규칙」 부칙에 의거 「고적급유물보존규칙」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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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시행수속」(총독부 훈령 

제42호, 소화8년, 1933년 12월 5일), 「조선총독부보물고

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의사규칙」(총독부 훈령 제43호, 

소화8년, 1933년 12월 5일) 등이다. 

「시행규칙」은 본문 총 4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민간의 보조금 

교부 근거 조항 신설이다. 「시행규칙」 제23조에 “사찰이 

그 소유에 속하는 보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을 유

지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조선총독은 그것에 대

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조선총

독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찰 이외의 소유에 속하는 

보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에 대해서도 전항의 규

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보존령」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사항으로 

사찰과 사찰 이외에 민간 소유 문화재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이 조항에 의거 총독부는 예산을 

편성하여 사찰 등에게 고적 보존비 보조를 지원하였다.55

둘째, 사찰의 소유에 속하는 보물의 관리 방법을 규

정하였다. 「보존령」은 제17조에서 사찰의 소유에 속하는 

보물은 압류를 금지하고 그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은 조

선총독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시행규칙」에서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사찰의 소유에 속하는 보물의 관

리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사찰에 속하

는 물건이 보물로 지정되었을 경우 그 관리 방법을 사찰 

스스로가 정하여 조선총독에게 신고하고 총독은 사찰의 

관리 방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변경을 명하거나 

별도로 관리 방법을 지정할 수 있었다. 

또한 사찰에 속하는 보물을 박물관 등에 출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밖으로 반출하려고 할 때는 일정한 서

류를 구비하여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사찰 소

유 보물의 탁본, 모사, 모조의 승인도 먼저 총독의 허가를 

받게 하였다. 만약 사찰이 위의 허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재 조항을 별도로 두었다.(제38조)

셋째, 지정되지 않은 유적의 발굴 또는 현상변경 절

차를 규정하였다. 유적의 발굴 조사와 기타 현상을 변경

하고자 할 때의 허가 구비서류와 사유지인 경우 당해 토

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증빙하여 신

청하도록 하였다.(제35조) 발굴 완료 후에는 발굴 결과

를 도면과 함께 제출하되 출토 유물이 있으면 그 상황을 

구비하여 2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다.(제36조) 

아울러 고분, 성터, 절터 등 유적으로 인정할 만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의 신고 절차도 정하고 있다.(제37조)

「보존령 시행규칙」은 「보존령」을 집행하기 위한 시

행 규칙 성격이 강하지만 그 외에 「보존령」에 명시되어 있

지 않은 법규 조항까지 신설하여 전체적인 법집행의 효율

성을 도모하였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보존령 시행수속」은 1933년 12월 총독부 훈령 제42

호로 공포되었는데 총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선

총독이 총독부 각 소속 관서나 지방의 도지사를 대상으로 

「보존령」집행과 관련한 절차와 지시를 규정한 것으로 일

종의 행정처리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는 「보존령」시행과 함께 「조선총독부보

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 관제」를 1933년 8월 8일 칙

령 제224호로 제정 공포하였다.56

「보존령」은 제령(制令)으로, 「조선총독부보물고적명

승천연기념물보존회관제」(이하 「보존회 관제」라 한다.)

는 칙령(勅令)으로 제정되었다. 「보존회관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국보보존회관제」를 원용해서 

제정하였다. 1916년의 「고적조사위원회」가 총독부 훈령

인 「고적조사위원회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우선 「조선총독부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회」(이하 「보존회」라 한다.)가 칙령에 의해 독립된 관

55 「보존령」제정(1933년) 이전에도 고적 보존비 보조는 시행되어 오고 있었으나 「보존령 시행규칙」에 관련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

석된다. 총독부박물관 문서-보존, 「고적보존비 보조 건」(A079-009-002-001) 등 참조. 

56 「조선총독부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관제」(소화8년, 1933년 8월 8일, 칙령 제224호), 『조선총독부 관보』(1978호, 1933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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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제정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자문기관이 아니라 어

느 정도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

이기도 하다. 이는 별도로 「보존회 의사규칙」을 둔 것에

서도 알 수 있다. 

물론, 법령에 명시된 「보존회」의 법적 성격은 자문기

관이다. 그것은 제1조에서 “그 자문에 응하며 보물·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의 보존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

의한다.” 또 “보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선총독에게 건의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봐서도 분명하다. 그런데 단순한 자

문기관은 아니다. 동 「의사규칙」에 의하면, 개의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명시하였다. (제5조, 제6조) 즉, 과반수 출

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가부동

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보존회 위원 정수는 회장을 

제외하고 40명 내외로 구성된다. 1934년 구성된 위원 수

는 총 34명이며 그 중 총독부 관리가 13명이고 외부 대학

교수 등이 19명, 기타 2명이다. 그리고 임기 규정이 없다. 

총독부 관료는 담당국장인 학무국장을 비롯하여 내

무국장, 재무국장, 식산국장, 농림국장, 경무국장, 철도국

장 등이 망라되었다. 외부위원 또한 「보존령」 제정에 역

할을 한 구로이타 가쓰미(도쿄제대)를 비롯하여 이케우

치 히로시(도쿄제대), 후지시마 가이치로(도쿄제대), 하

라다 요시토(도쿄제대), 하마다 고사쿠(교토제대), 우메

하라 스에지(교토제대), 세키노 다다시(전 도쿄제대) 등 

총독부의 고적 조사 사업을 수행했던 역사학·고건축·고

고학자들이다.57

또한 위원들은 총독의 주청에 의해 내각에서 임명하

고 위원장이 정무총감이며, 총독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국

장들이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은 「보존회」가 문화재 보존정

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반

증한다. 법상 의결기관은 아니나 의결기관과 다름없는 

자문기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보존회」 제1차 회의는 1934년 5월 1일 조선총독부 제

1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회장인 정무총감 이마이다 기

요노리(今井田淸德)와 위원 34명이 참석하였다.58 1년에 1

회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개최하였고 회의는 2부로 나눠

서 진행되었는데 제1부에서는 보물과 고적에 관한 사항을, 

제2부에서는 명승 및 천연기념물 보존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였다.59 「보존회」는 1943년까지 총7회 개최되었다.60 회의

에서는 중요문화재에 대한 지정과 해제, 문화재 수리 보존 

사업 등에 대한 심의를 하였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Ⅳ. 「보존령(1933년)」의 특징과 한계

1. 「보존령」 체제의 법제적 특징

첫째, 「보존령」은 법제적으로는 1919년에 제정된 일

본의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과 1929년의 「국보보존

표 3 1~7회 「보존회」 총회 현황(1934~1943년)

回次 年月日 寶物 古蹟 名勝 天記 合計 비고 

1
소화9

(1934. 5. 1.)
184 21 0 16 221

鵂鶹山城

1回 指定

2
소화 10

(1935. 9. 23.)
65 46 3 44 158

3
소화12

(1937. 6. 9.)
27 20 2 27 76

鵂鶹山城

追加指定

4
소화13

(1938. 11. 25.)
39 31 0 32 102

鵂鶹山城指定地域一部

解除否決

5
소화14

(1939. 11. 17.)
42 11 0 21 74

扶餘扶蘇山城指定地域

一部解除通過 

6
소화16

(1941. 10. 2.)
26 17 2 13 58

7
소화18

(1943. 9. 27.)
19 1 0 16 36

출처 : 총독부박물관 문서, 「제7회 보존회 회의 순서 등」(F165-014-002-001). 

57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급소속관서직원록』. 보존회관제와 「보존령」은 조선총독부령 제137호에 의거 1933년(소화8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조선총독

부관보』 제2077호). 

58 이순자, 2009,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p.235. 

59 「보존회 의사규칙」 제1조. 

60 총독부박물관 문서, 「제7회 보존회 회의 순서 등」(F165-014-002-001)『보존회 총회』 참조. 보존회는 총독부 학무국에서 주관하였으나 실무는 학무국 소속의 

총독부박물관에서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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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혼합하여 식민지 조선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기 위

하여 만든 법령이다. 1933년 8월 9일 제령 제6호로 제정된 

「보존령」은 부령 제137호에 의거 같은 해 12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1933년 12월 5일 부령 제136호로 제정된 「보

존령 시행규칙」이 12월 11일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하였다. 동 「보존령」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

선의 문화재를 규율하는 기본 법령이었으며 광복 후에도 

「대한민국헌법」 제100조61에 의해 효력이 지속되다가 1962

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둘째, 「보존령」은 기존의 「보존규칙」의 결함을 보완

하고 그동안의 고적 조사 결과와 총독부 문화재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여 제정되었다. 우선 1916년 「보존규칙」은 

고적과 유물을 대장에 등록하는 제도였는데 「보존령」은 

문화재 유형을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조선총독이 「보존회」의 자문을 거쳐 문화재를 

지정하고 해제할 수 있는 지정제도를 채택하였다. 이는 

일본의 「국보보존법」 등에서의 지정제도를 차용 도입한 

것이다. 문화재 관리제도에 있어서 분류와 정리, 등록, 지

정으로 가는 단계에서 처음으로 지정제도를 도입하였다. 

일제강점기 「보존령」에 의해 지정된 문화재는 1934년 8월 

27일 처음으로 보물 153건, 고적 13건, 천연기념물 3건이 

지정된 이래 1943년 12월 30일까지 보물 419건, 고적 145

건, 고적 및 명승 4건, 천연기념물 146건, 명승 및 천연기

념물 2건 등 총 716건이었다.62

셋째, 보존의 측면에서는 지정 문화재 외에도 지정

되지 않은 문화재까지 보호의 길을 열어 놓았다. 패총, 고

분, 사지, 성지, 기타 유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조선총독의 

허가 없이 발굴 기타 현상변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

로써 유적 전체에 대한 발굴 허가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

는 통상 지정제도에서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지정되기 전 

단계에서의 유적 훼손 방지를 통해 지정을 확대하고자 한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넷째, 문화재 유형을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 4가지로 분류하고 보호 범위를 확대 강화하였다. 「보

존규칙」에서는 고적과 유물로만 분류했는데 「보존령」은 

문화재 유형을 보다 세분화 하였다. 기념물로서의 고적, 

명승 및 천연기념물은 1919년에 제정된 일본의 「사적명

승천연기념물보존법」에서 그 개념을 차용한 것이고, 보

물은 1929년 제정된 「국보보존법」의 영향을 받아 채택한 

것이다. 일본은 「국보보존법」을 통해 ‘국보’의 개념을 만

들었는데 이때 국보는 ‘보물류 중에서 역사의 증징 또는 

미술의 모범이 되는 것’을 지정하였다. 그리고 보물은 「고

사사보존법」에서 ‘역사의 증징, 유서의 특수 또는 제작의 

우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로써 보면 ‘국보’는 ‘보물’보다 

상위개념임을 알 수 있다. 국권이 없는 식민지 조선에는 사진 1  「보존령」에 의한 문화재 첫 지정 관보고시(1934년).

사진 2  조선 보물 제1호 경성 남대문(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61 「제헌헌법」 제10장 부칙 제100조에는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62 조선총독부, 1945,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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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대신 보물 개념을 도입 이식한 것이다. 

특히 보물은 문화재 중에서도 상위의 개념으로 설

정하였으며 건조물·전적·서적·회화·조각·공예품 기타 물

건으로 특히 역사의 증징 또는 미술의 모범이 될 만한 것

을 조선총독이 보물로 지정할 수 있게 규정함으로써 문

화재의 가치 평가를 통한 보존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하

였다. 또한 보물의 공공성 개념을 도입하여 보물의 소유

자는 조선총독의 명령에 의해 1년 내에 기간을 두고 관립 

혹은 공립박물관과 미술관에 보물을 출품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아울러 보물에 대한 수출과 이출을 금지하

였고 허가 시 「보존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였다. 

다섯째, 「보존령」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공용 제한을 

두었다. 그것은 제5조에서 문화재의 현상변경 및 보존에 

영향을 미칠만한 행위의 금지이다. 이는 일본의 「사적명

승천연기념물보존법」 제3조에서는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

으나 「국보보존법」 제4조에서는 현상변경 허가사항만 규

정하고 있다. 1916년 「보존규칙」에서는 “보존에 영향을 

미칠만한 시설”에 한정되었던 것을 「보존령」에서는 “보존

에 영향을 미칠만한 행위”로 확대하였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조항은 제6조 규정으로 환경보전에 관한 규정이라

고 할 수 있는데 문화재 보존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 혹은 제한하고 또는 필

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이 양 규

정에 대해서는 벌칙을 두어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63

여섯째, 「보존령」의 문화재 관리 행정체계에서 중요

한 사항 중의 하나로 권한의 위임을 들 수 있다. 근대 문

화재 행정체계에서 중앙과 지방간의 문화재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분담하는 것은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편

으로 사용되어 왔다. 「보존령」 제19조는 조선총독이 본령

이 규정한 그 직권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보존령 시행수속」 제10조부터 제

12조까지는 도지사 수행사무 중 관보고시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지시하는 대민업무는 관할 경찰서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일제강점기 문화재 관리 행정체계가 조선총독 → 

도지사 → 경찰서장으로 제도적 일원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존령」 제13조에서 조선총독이 지방공공

단체를 지정하여 보물 등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게 한 규

정과도 상통한다. 

2. 「보존령」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

첫째, 「보존령」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근대 문화재 법

령을 이식 또는 모방하여 식민지 조선의 특수한 사정에 

맞춰서 만들어진 법령이다. 법령의 형식과 내용은 일본

의 현행 법령체제를 이식하였지만 그것의 적용에 있어서

는 차별적이었다는 점이다. 즉 일제가 식민지를 바라보

는 관점에서 법을 운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존령」 제1조에

서 보물의 지정 기준으로 ‘역사의 증징 또는 미술의 모범”

을 제시한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역사의 증징 또는 미

술의 모범’이란 기준은 일본 문화재 법제에 있어서 가치 

선택의 기준이 되어 왔다. 그런데 이 기준이 조선에서는 

총독부의 시각에서 식민지의 문화재 보존 여부를 선택하

는 기준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는 문화재 보존 여부를 심

의하는 「보존회」의 성격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총독부는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하거나 동화이

데올로기에 부합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보존

하고64 식민지배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문화재(‘反시국적 

63 오세탁, 1982, 「문화재보호법 연구 : 문화재 향유권의 법리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 pp.62~63. 

64 대표적인 사례가 남해안의 임진왜란 때 축성한 왜성에 대한 조사와 고적 지정이다. 왜성의 고적 지정은 울산왜성(1935년), 부산자성대 왜성(1935년), 부산왜성

(1936년), 마산왜성(1936년), 순천왜성(1938년), 사천왜성·김해죽도왜성·기장왜성·안골포왜성·서생포왜성(1938년), 양산왜성(1939년) 등 11개이다. 조선총

독부, 1940,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일람」. 역사학자이며 국립박물관 진열과장인 이홍직은 ‘일제가 식민지 정책에 부합되는 유물인 삼전도 청태종 공덕비

와 부여의 유인원기공비 등은 보물로 지정하면서 임진왜란과 관련 있는 충무공비나 충렬사비는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이홍직, 1950, 「國寶古蹟

攷」, 『신천지』 제5권 6호, 서울신문사, pp.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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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적’이라 칭함)는 정책적으로 배척 또는 파괴, 철거를 지

시하기까지 했다.65

둘째, 무엇보다도 「보존령」체제의 문제점과 식민지

의 차별적 법적용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일반 문화재의 반출 관련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식민지 법제의 특징이다. 「보존령」은 제4조에서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수출과 이출을 금지하

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외의 문화재에 대한 수출 또는 

이출을 금지하는 명시규정이 없다. 같은 시기인 1933년 4

월 일본이 국보 이외의 유형문화재의 수출 또는 이출 시 

주무대신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중요미술품 등의 보존

에 관한 법률」66을 시행한 것과 대비된다. 

특히 이와 관련 문제가 되는 것이 발굴 결과 출토 유

물 처리에 관한 것이다. 통상 발굴 허가서에는 발굴 조사 

후 출토품에 대하여 ‘총독이 지정하는 것은 총독부박물관

에 납부’하라는 조건이 붙는다.67 또한 「보존령 시행규칙」

제36조는 유적 발굴이 완료되면 매장물을 정리하여 2개

월 이내에 조선총독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러나 총독부가 직접 발굴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반출을 

사진 3 순천 왜성 천수대지(보존).

사진 5 해인사 홍제암 사명대사 석장비(파괴). 

사진 4 울산 서생포 왜성 본환(보존).

사진 6 남원 황산대첩비(파괴).

65 총독부는 소화18년(1943년 8월 18일) 「유림 숙정 및 반시국적 고적의 철거에 관한 건」(전북고제1455호, 전라북도 경찰부장 → 경무국장·각도 경찰부장·관하 

각 경찰서장)에서 유림세력이 강한 남원군의 반시국적 고적 철거를 지시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충렬사, 관왕묘, 황산대첩비 등이다. 총독부박물관 문서(F161-

007-004-010), 또한 소화18년(1943년 10월 14일) 총독부 학무국장이 경무국장에 보낸 통첩 「유림 숙정 및 반시국적 고적의 철거에 관한 건」에서는 행주전

승비, 이순신 신도비, 여수 타루비, 이순신 명량대첩비, 해인사 사명대사 석장비, 현충사 비 등 20개의 비석 철거 및 파괴를 지시하고 있다. 총독부박물관 문서

(F161-007-002-004). 

66 「重要美術品等ノ保存ニ關スル法律」(昭和8年 4月 1日, 法律 第43号) 第一條 “歴史上又ハ美術上特ニ重要ナル價値アリト認メラルル物件（國寶ヲ除ク）ヲ輸出又

ハ移出セントスル者ハ主務大臣ノ許可ヲ受クベシ”고 규정하고 있다. 

67 총독부박물관 문서, 「宗第107號 조선고적연구회 신청 발굴허가서」(소화6년, 1931년) 조건(記)에 “發掘遺物ノ內 朝鮮總督ノ指定スルモノハ之ヲ總督府博物館ニ

納付スベシ”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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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하기 어렵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31년에 설립된 「조선고적연구

회」의 경우이다. 1931년 이후 고적 조사 사업은 「조선고적

연구회」가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 발굴 조사를 실시하는 방

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조선고적연구회」는 일본 민

간의 기부와 후원금 등으로 설립된 반관반민의 총독부 외

곽단체이다. 발굴 결과 출토품의 총독부 지정은 「조선고

적연구회」가 총독부박물관에 보관이 필요한 목록을 선별 

작성하여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68 「조선

고적연구회」가 출토품을 임의 반출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는 「조선고적연구회규칙」 제10조에서 “법령

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평의

원회의 결의에 따라 유물을 처분할 수 있다.”69고 규정하

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1930년대 「조선고적연구회」의 출토 유물의 일본 반

출과 기증은 이러한 「보존령」 체계의 허점을 이용하여 이

루어진 것이다. 도쿄국립박물관 「열품록」 기록에 의하면 

당시 「조선고적연구회」 명의 또는 동 연구회 이사장(정

무총감) 명의로 기증된 유물은 양산 부부총 출토 유물 등 

354점에 이른다.70 도쿄제실박물관 유물 기증은 「조선고

적연구회」 이사장 명의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는 조선

총독부가 기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Ⅴ. 맺음말

「보존령(1933년)」 체제는 주지하다시피 광복 후 정부 

수립을 거쳐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시까지 한국의 유

효한 문화재 법제로 기능하였음에도 단지 일본의 근대 문

화재 법령을 이식하여 제정하였다는 주장 외에 법령 내용

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없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보

존령」의 제정 목적과 법조문 분석, 식민지 문화재 법제로

서의 문제점과 한계 등의 연구를 통해 일제강점기에 시행

된 「보존령」에 대한 실체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도출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존령(1933년)」의 제정 배경에는 「보존규칙

(1916년)」의 법적 결함 개선과 1930년대 이후 총독부의 

문화재 보존정책 방향 전환 및 대륙 침략 노골화로 인한 

문화재의 전시동원 체제 활용 필요성 등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하였다. 

둘째, 「보존령」은 식민지 조선의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 법령으로서 앞서 시행된 일본의 근대 문화재 법제

인 「고사사보존법(1897년)」,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

(1919년)」, 「국보보존법(1929년)」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실제 그들 법령의 해당 법조문을 원용하였다. 이로써 「보

사진 7 경남 양산 부부총 출토 금동관.(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사진 8 양산 부부총 출토 유개대부호.(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68 총독부박물관 문서, 「조선고적연구회 경주연구소 발굴 출토유물 중 본부 박물관에 보존이 필요한 유물」(F068-016-010-001), 『조선고적연구회 관련 건』. 

69 총독부박물관 문서, 「조선고적연구회 규칙」(F068-013-002-003), 『조선고적연구회 규칙 및 예산안』. 

70 문화재청, 2010, 『국외문화재 출처 기록조사 및 DB 구축』, pp.7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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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령」이 조문 구성에 있어서 일본 근대 문화재 법제를 이

식 또는 모방하였다는 설에 대한 사실이 어느 정도 입증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문화재 보존 측면에서 볼 때, 「보존령」은 기존 

「보존규칙」보다 보존을 강화하고 확대하였다. 「보존규칙」

에서는 문화재 범주를 고적과 유물로 한정했으나 「보존

령」에서는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 4가지로 문화

재를 분류하였다. 또한 「보존령」은 문화재 보존 기준을 

설정하고 문화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소유권 제한에 대

한 명시적 규정과 문화재 지정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국고보조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보존 법제로

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그러나 「보존령」은 식민지 문화재 법제로서 한

계를 가지고 있었다. 「보존령」 제1조에서 보물의 지정 기

준으로 “역사의 증징(證徵) 또는 미술의 모범”이란 기준

을 설정하였으나 이 기준은 일제의 관점에서 총독부의 동

화정책에 입각하여 문화재를 취사선택하는 기준으로 작

용함으로써 문화재 보존 기준으로서 한계를 드러내었다. 

또한, 일제는 「보존령」의 시행으로 문화재 법제가 완비되

어 문화재 도굴이 감소하였다고 평가하였으나 「보존령」 

시행 이후에도 도굴과 밀매매 그리고 일본으로의 반출 등 

문화재 약탈과 반출은 끊이지 않았다. 이것은 일반적인 

도굴과 밀매 외에도 법령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총독과 

총독부 관료들이 약탈과 반출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들의 

묵인하에 일본인들에 의한 문화재 약탈과 반출이 지속적

으로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재 반출과 관련하여 1931년 총독부 외곽조

직으로 결성된 「조선고적연구회」의 활동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조선고적연구회」 이사장은 총독부 정무총감이

며, 1932년 이후 고적 조사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

는데 이 「조선고적연구회」 이사장 명의로 당시 도쿄제실

박물관에 기증된 유물이 상당수 있다. 발굴한 출토 유물

은 총독의 허가 없이 조선 외의 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었

다. 이는 당시 문화재 법제가 총독부가 허용한 또는 묵인

한 반출과 약탈에는 법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법령은 문화재 지정과 

보존에 있어서 총독부의 시각에서 선택되고 적용된 식민

지의 차별적 법제였으며, 일제의 문화재 정책 또한 그들

의 동화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문화재를 이용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문화재 법제는 일

제의 조선에 대한 문화적 식민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고 

총독부의 동화정책을 실현하는 기제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4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과 일본의 국보보존법 비교표

조항  「보존령(1933년)」 조항  「국보보존법(1929년)」

1조
건조물·전적·서적·회화·조각·공예품·기타 물건으로 특히 역사의 증징 또는 

미술의 모범이 될 만한 것은 조선총독이 이를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1조

건조물, 보물 기타 물건에 있어서 역사의 증징 또는 미술의 모범에 되는 

것은 주무대신이 국보보존회에 자문하여 이를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4조
보물은 수출 또는 이출할 수 없다. 다만,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조

국보는 수출 또는 이출할 수 없다. 단 주무대신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이

를 제한하지 않는다. 

9조

보물의 소유자는 조선총독의 명령에 의하여 1년 내의 기간을 한도로 이왕

가·관립·공립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보물을 출진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

사용 또는 공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조

국보의 소유자는 주무대신의 명령에 의하여 1년 내의 기간에 한하여 제

실·관립 또는 공립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그 국보를 출진할 의무가 있다. 

단, 제사법용 또는 공무집행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제한하지 않는다. 

11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인

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때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진한 보물 

기타 출진 중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 아닌 멸실 또는 훼손일 때는 조선총

독은 그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할 수 있다. 

9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진한 국보가 출진 중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에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에서 그 소유자에 대해 통상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한다. 단,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4조

공익상 기타 특수한 사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선총독

은 보존회에 자문하여 보물·고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1조

공익상 기타 특수한 사유에 의하여 필요할 때는 주무대신이 국보보존회에 

자문해서 국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본 논문은 저자의 2019년 박사학위 논문 「한국 문화재 제도 형성 연구」 중 일부 내용(제2장)을 수정 보완한 것임. 



177		일제강점기 문화재 법제 연구

조항  「보존령(1933년)」 조항  「국보보존법(1929년)」

16조
조선총독은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보물·고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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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

국가 소유에 속하는 국보에 관해서는 칙령으로 별도의 사항을 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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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신사 또는 사원의 소유에 속하는 국보는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압류할 수 없다. 단, 주무대신의 허가를 받아 처분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0조
조선총독의 허가 없이 보물을 수출 또는 이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나 금고 또는 2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조

주무대신의 허가 없이 국보를 수출 또는 이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

은 금고 또는 2천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조

보물을 손괴·훼기 또는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보물이 자기 소유에 관계되는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21조

국보를 손괴, 훼기 또는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5백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국보가 자기 소유에 관계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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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Cultural Legislation of Historic 
Properti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Chosun 
Treasure Historic Natural Monument Preservation Decree (1933) -

The Preservation Decree (1933) is the basic law relevant to the con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of  colonial 
Chosun, and invoked clauses from the Old History Preservation Act (1897), the Historic Scenic Sites Natural 
Monument Preservation Act (1919), and the National Treasure Preservation Act (1929), which were all forms 
of  Japanese Modern Cultural Heritage Law, and actually used the corresponding legal text of  those laws. Thus, 
the fact that the Preservation Decree transplanted or imitated the Japanese Modern Cultural Heritage Law in 
the composition of  the constitution can be proved to some extent. The main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eservation Decree are summarized below.

First, in terms of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the Preservation Decree strengthened and expanded 
preservation beyond the existing conservation rules. In the conservation rules, the categories of  cultural properties 
were limited to historic sites and relics, while the Preservation Decree classifies cultural properties into four 
categories: treasures, historic sites, scenic spots, and natural monuments. In addition, the Preservation Decree is 
considered to have advanced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law by establishing the standard for conserving cultural 
property, expanding the scope of  cultural property, introducing explicit provisions on the restriction of  ownership 
and the designation system for cultural property, and defining the basis for supporting the natural treasury. 

Second, the Preservation Decree admittedly had limitations as a colonial cultural property law. Article 1 of  the 
Preservation Decree sets the standard of  "Historic Enhancement or Example of  Art" as a criteria for designating 
treasures. With the perspective of  Japanese imperialism, this acted as a criterion for catering to cultural assets based 
on the governor‘s assimilation policy, revealing its limitations as a standard for preserving cultural assets. In addition, 
the Japanese imperialists asserted that the cultural property law served to reduce cultural property robbery, but the 
robbery and exporting of  cultural assets by such means as grave robbery, trafficking, and exportation to Japan did 
not cease even after the Preservation Decree came into effect. This is because governors and officials who had to 
obey and protect the law become parties to looting and extraction of  property, or the plunder and release of  cultural 
property by the Japanese continued with their acknowledgement,. This indicates that cultural property legislation at 
that time did not function properly, as the governor allowed or condoned such exporting and plundering. 

In this way, the cultural property laws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constituted discriminative colonial 
legislation which was selected and appli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in the 
designation and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and the cultural property policy of  Japan focused on the use of  
cultural assets as a means of  realizing their assimilation policy. Therefore, this suggests that the cultural property 
legisl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as used as a mechanism to solidify the cultural colonial rules of  
Chosun and to realize the assimilation policy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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