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물정리보관계획(遺物整理保管計劃)을 수립(樹立)하고

(연혁(沿革)과 현황(現況))

金永熙

一. 연혁(沿革)

가. 유물수량(遺物數量)의 확정(確定)

나. 불용유물(不用遺物)과 구보존유물(永久保存遺物)

二. 현황(現況)

가. 불용유물분류(不用遺物分類)의 한계(限界)와 방법(方法)

나. 불용유물(不用遺物)의 정리(整理)와 목록작성(目錄作成)

  ○ 유물수량통계표(遺物數量統計表)(별지(別紙) 其 一)

  ○ 불용유물수량통계표(不用遺物數量統計表)

  ○ 오대궁유물분류통계표(五大宮遺物分類統計表)(其 一) (其 二) (별지(別紙) 基 三)

三. 유물정리보관계획(遺物整理保管計劃)

一. 연혁(沿革)

  가. 유물수량(遺物數量)의 확정(確定)

구황실사무총국청사(舊皇室事務總局廳舍)의 화재(火災)로 동(同) 청사(廳舍)에 보관(保

管) 중(中)에 있던 중요(重要) 문건(文件)과 소장(所藏) 유물(遺物)의 기록대장(記錄臺

帳)이 소실(燒失)되어 대질(對質)할 근거(根據)가 없어졌음.

그러므로 오대궁(五大宮)(창경원(昌慶苑), 창덕궁(昌德宮), 덕수궁(德壽宮), 경복궁(景福

宮), 종묘(宗廟))의 소장(所藏)된 유물(遺物) 수량(數量)이 구구(區區)하고 관리책임(管

理責任)이 모호(模糊)하 음을 통감(痛感)하여 5․16혁명(革命) 후(後) 유물(遺物)(수량

(數量)) 조사계획(調査計劃)(오대궁유물수량(五大宮遺物數量))을 성안(成案) 결정(決定)

하고 유물조사반(遺物調査班)을 편성(編成)하여 이에 근본적(根本的)인 수량조사(數量調

査)를 실시(實施)하여 (1962.3.7∼11963.3.30)오대궁(五大宮)의 유물수량(遺物數量)이 확

정(確定)됨에 따라 본청문화재과장(本廳文化財課長)이 각궁(各宮) 사무소장(事務所長)에

게 인계절차(引繼節次)를 취(取)하고 유물조사대장(遺物調査臺帳)(목록(目錄))과 현물

(現物)을 대조(對照)하여 인수(引受)함으로서 (1963.4.5∼1963.7.30)책임관리(責任管理)

의 체계(體系)를 확립(確立)하 음.

창경원(昌慶苑) 점

창덕궁(昌德宮) 점

덕수궁(德壽宮) 점

경복궁(景福宮)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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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宗廟) 점

계(計) 점

(주(註)) 본(本) 조사(調査)를 실시(實施)함에 있어 이홍직교수(李弘稙敎授) 김원용교수

(金元龍敎授)의 지도하(指導下)에 본청(本廳) 직원(職員)인 황경환(창경원(昌慶苑)) 임헌

진(林憲眞)(덕수궁(德壽宮)) 이호관(李浩官)(문화재과(文化財課)) 및 김을봉(金乙奉)(창

덕궁(昌德宮)) 박진주 여러분의 협조(協助)로서 이루어졌음.

  나. 불용유물(不用遺物)과 구보존유물(永久保存遺物)

오대궁(五大宮)의 유물(遺物)이 방대(尨大)한 수량(數量)에 달(達)하여 이를 구별(區別) 

관리(管理)할 필요성(必要性)에 입각(立脚)하여 단시일내(短時日內)로 조사정리(調査整

理)를 끝내도록 하는 것은 현재(現在)의 여건(與件)아래서는 도저(到底)히 가능성(可能

性)이 적음으로서 일차적(一次的)으로 (一)폐품전환분류(廢品轉換分類), (二)통합분류(統

合分類), (三)종별분류(種別分類), (四)등급분류(等級分類)의 4단계(段階)로 기본(基本)작

업(作業)을 실시(實施)하고 이차적(二次的)으로 (一)개개유물(個個遺物)의 실측(實測), 

(二)사진촬 (寫眞撮影), (三)명칭(名稱)의 정리(整理), (四)대장작성(臺帳作成) 등(等)을 

실시(實施)하여 유물보관관리계획(遺物保管管理計劃)을 수립(樹立)하여 별지(別紙)와 같

이 수행중(遂行中)에 있음.

二. 현황(現況)

가. 불용유물(폐품전환(廢品轉換))분류(分類)의 한계(限界)와 방법(方法)

一) 유물정리보관계획(遺物整理保管計劃)의 방침(方枕)에 의거(依據) 일반용품(一般用

品)과 폐물잡품(廢物雜品)이 혼동(混同)되어 있음으로 유물(遺物)로서 보존(保存)할 것 

일반비품(一般備品)으로 보관(保管)할 것 폐기(廢棄)할 것으로 조사분류(調査分類)한다.

二) 각궁(各宮)의 서적(書籍)은 사무(事務) 참고용(參考用)으로 일단(一旦) 장서각(藏書

閣)에 이관(移管)하며 장서각(藏書閣) 소장도서(所藏圖書)는 유물(遺物)에서 제외(除外)

하여 별도(別途)로 취급(取扱)한다.

三) 원래(元來) 창덕궁(昌德宮) 준원전(濬源殿)의 물품(物品)으로서 부산(釜山)에 소개

(疏開)하 다가 화재(火災)를 입은 소잔품(燒殘品)(주(主)로 제왕(諸王)의 정(影幀) 및 

소잔은제식기(燒殘銀製食器)임)은 극(極)히 필요(必要)한 것 만을 제외(除外)하고 폐기

처분(廢棄處分)한다.

四)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의 심의(審議) 감정(鑑定)을 거쳐 정부물품관리법(政府

物品管理法)에 의거(依據), 절차(節次)에 따라 처리(處理)한다.

나. 불용유물(不用遺物)의 정리(整理)와 목록작성(目錄作成)

오대궁(五大宮) 자체(自體)에서 제일차(第一次) 정리처분작업(整理處分作業)(1964.1.1∼

1964.3.30) 제이차(第二次) 불용유물분류작업(不用遺物分類作業)(1964.4.1∼1964.6.30)을 

실시(實施)함에 있어,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 김상기교수(金庠基敎授) 및 제일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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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第一分科委員會) 전문위원(專門委員) 최 희씨(崔泳喜氏)의 구분(區分) 지도(指

導) 및 식별(識別)로서 목록(目錄)을 작성(作成) 하 음.

○ 유물(수량)통계표(遺物(數量)統計表)      (별지기일(別紙其一)

                                                      1964. 10. 1 현재(現在)

○ 불용유물수량통계표(不用遺物數量統計表)  (별지기이(別紙其二)

유물정리보관계획(遺物整理保管計劃)                          1964. 10. 1 현재(現在)

폐품전환분류(불용유물)(廢品轉換分類(不用遺物))

(참조(參照)) 1. 유물정리보관계획(遺物整理保管計劃)에 의거(依據) 

서울지구(地區)5대궁(大宮)을 실시(實施)하 음.

            2. 지방(地方) 18개산림보호구각릉(個山林保護區各陵)의 유물(遺物)은 

실시후(實施後) 추가(追加)함.

○ 5대궁유물분류통계표(5大宮遺物分類統計表) (其 一)

(불용유물(不用遺物)과 보존유물(保存遺物) 대조표(對照表))      196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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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現在)   

 

○ 5대궁유물분류통계표(5大宮遺物分類統計表) (其 二) 

(장서(藏書)와 보존유물(保存遺物) 대조표(對照表))              1964. 10. 1 현재(現在)

三. 유물정리보관계획(遺物整理保管計劃)

一. 목표(目標)

가.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 관하(管下) 각(各) 궁소(宮所)의 소장(所藏) 유물(遺物)

을 통합(統合) 정리(整理) 분류(分類)하여 관리방법(管理方法)을 합리적(合理的)으로 개

선(改善)하는데 목적(目的)이 있다.

나. 소장유물(所藏遺物)의 보존관리(保存管理)의 효율화(效率化)를 기(期)하기 위(爲)하

여 품목(品目), 종류(種類), 등급별(等級別)로 분류(分類) 정리(整理)한다.

다. 각(各) 궁소(宮所) 소장유물(所藏遺物)의 보존관리방법(保存管理方法)의 공통성(共通

性)과 체계(體系)를 확립(確立)한다.

라. 소장유물(所藏遺物)을 통합(統合)하여 관리운 (管理運營)의 간소화(簡素化)와 편의

(便宜)를 도모(圖謀)하여 능률화(能率化)를 기(期)하게 한다.

二. 현황(現況)

가. 구황실사무총국(舊皇室事務總局) 본(本) 청사(廳舍)의 화재(火災)로 동청사(同廳舍)

에 보관(保管) 중(中)에 있던 중요(重要) 문건(文件)과 소장유물(所藏遺物)의 기록대장

(記錄臺帳)이 소실(燒失)되어 대질(對質)할 근거(根據)가 없어졌다. 

나. 화재 후(火災後) 급작(急作)스럽게 작성(作成)된 유물목록(遺物目錄)에는 일반비품

(一般備品)으로 인정(認定)되는 물건(物件)들과 동일(同一) 취급(取扱)기재(記載)되어 있

고 현품(現品)들은 각(各) 창고(倉庫)에 분산(分散)되어 착잡(錯雜), 질서(秩序)없이 격

납(格納)되어 있다. (예(例) 창덕궁(昌德宮))

다. 각(各) 궁소(宮所)의 소장유물(所藏遺物)에 대하여 종류(種類), 품목(品目), 수량(數

量)등(等)을 일제(一齊) 재검(再檢) 조사(調査)를 실시(實施)하여 전연(全然) 기록(記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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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유물(遺物)의 색출(索出) 발견(發見)함으로서 수량(數量)의 증감(增減) 등(等)을 

파악(把握)하여 그 목록(目錄)을 작성(作成), 이를 각궁(各宮) 소장(所長)에게 인계(引

繼)하 음.

라. 유물(遺物)은 체계(體系)있게 분류(分類)하여 혼잡(混雜)없이 격납(格納) 보관(保管)

하는 것이 정리(整理)의 의의(意義)가 있다는 것인 바 덕수궁(德壽宮)을 제외(除外)한 

다른 각(各) 궁소(宮所)에는 유물(遺物)을 격납(格納) 보관(保管)할 수 있는데 적응(適

應)되는 창고(倉庫) 용기(容器)의 시설(施設)이 갖추어 있지 못하다.

마. 덕수궁(德壽宮) 외(外)에는 유물(遺物)을 전문적(專門的)으로 담당(擔當), 운 (運營)

하는 학예직(學藝職)이 배정(配定)되어 있지 않다.

바. 각(各) 궁소(宮所)의 유물대장(遺物臺帳), 기타(其他) 기록부(記錄簿)의 유물(遺物) 

각칭(各稱)이 아직도 일본어(日本語) 그대로 있다.

三. 방침(方針)

가. 폐품(廢品) 분류(分類) 전환(轉換) (불용유물(不用遺物) 분류(分類))

각(各) 궁소(宮所)의 소장유물(所藏遺物)에는 일반용품(一般用品)(사무용(事務用) 책상

(冊床), 의자(椅子), 서함(書函)) 및 폐품류(廢品類) (책상(冊床)다리, 헌 문(門)짝, 보류

(褓類), 도토기파편(陶土器破片))가 혼동(混同)되어 착잡(錯雜)하게 격납(格納)되어 있는 

현상(現狀)이므로 이를 조사(調査) 분류(分類)하여 보유(保有)할 것(유물(遺物))과 폐기

(廢棄)할 것(비품(備品) 또는 파기품(破棄品))으로 각기(各己) 구분(區分)하여 목록(目

錄)을 작성(作成)하고 기(其) 물품(物品)은 각각(各各) 별도(別途)로 분리(分離) 보관(保

管)한다.

(一) 폐품(廢品)으로 전환(轉換) 분류(分類)된 것은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의 감정

(鑑定)을 거쳐 문교부장관(文敎部長官)의 승인(承認)을 얻어 비품(備品)으로 전환(轉換) 

또는 폐기(廢棄) 처분(處分)한다.

(二) 서적(書籍)은 유물(遺物)과 분리(分離)하여 장서각(藏書閣)으로 통합(統合), 집약

(集約)케하여 열람도서(閱覽圖書)로써 별도(別途)로 취급(取扱) 출납(出納) 보관(保管)한

다.

(三) 도서(圖書)는 종전(從前)의 경(經), 사(史), 자(子), 집(集), 의 분류방법(分類方法)

의 답습(踏襲)과 현대식(現代式) 분류방법(分類方法)을 병용(倂用)한다.

(四) 본(本) 유물분류(遺物分類) 작업(作業)은 각궁(各宮) 소장(所長)의 주관(主觀)인 식

견(識見)과 판단(判斷)에 의(依)하여 수행(遂行)한다.

나. 통합분류(統合分類)

구황실소장유물(舊皇室所藏遺物)에는 동계(同系) 동종류품(同種類品)들이 각(各) 궁(宮)

마다 허다(許多)히 있어 보관장소(保管場所)의 분별(分別)없이 무질서(無秩序)하게 분산

보관(分散保管)되어 있음으로 이와 같은 동종품(同種品)들은 관계(關係)가 긴 (緊密)하

다고 인정(認定)되는 궁소(宮所)에 이관(移管)하여 보존관리(保存管理)의 간소화(簡素

化)를 기(期)한다.

(一) 통합(統合)을 요(要)하는 유물(遺物)의 종류(種類)품종(品種)은 다음과 같다 (별지

(別紙) 참조(參照))

(二) 이관(移管)하는 유물(遺物)은 인수(引受)받은 궁소(宮所)에서 그 소관유물대장(所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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遺物臺帳)에 발기(發記)함에 있어 그 대장(臺帳)에 계속(繼續)하여 일련번호(一連番號)

를 붙이고 그 아래에 전구번호(前舊番號) 격납(格納) 창고명(倉庫名)을 부기(附記)한다.

다. 종류별(種類別) 분류(分類)

유물(遺物)의 취급(取扱) 부주의(不注意)로 인(因)한 차질(差跌)이 없도록 출납(出納) 보

관(保管)에 있어 색출식별(索出識別)의 편의(便宜)를 기(期)하기 위(爲)하여 종류별(種類

別), 품종별(品種別)로 분류관리(分類管理)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한다.

(一) 종별(種別) 분류(分類) 구분(區分)은 기(其) 제품(製品)의 소재료(素材料) 및 기(其) 

조형(造型)의 형태(形態)에 따라 분류(分類)한다.

(二) 분류보관(分類保管)에 있어서 종류별(種類別) 품종별(品種別)로 유물(遺物) 출납부

(出納簿)와 카드를 작성(作成)하고 유물(遺物)의 소재(素材)를 기재(記載)하여 유물취급

(遺物取扱)에 파손(破損), 훼손(毁損), 오손 등(汚損等) 이상(異常)없도록 만전(萬全)을 

기(期)한다.

(三) 유물(遺物)을 이동(移動)할 때에는 기(其) 유물(遺物)의 번호(番號), 종류(種類), 품

명(品名), 수량(數量), 구(舊) 보관처(保管處)와 신(新) 보관처保管處)등(等)을 기록(記

錄)하여 기(其) 행방(行方)을 명확(明確)하게 한다.

라. 등급분류(等級分類)

소장유물(所藏遺物)의 보존(保存) 관리(管理)에 대(對)하여 안전(安全) 보장(保障) 적도

(適度)의 시설(施設)을 강구(講究)하고 운 (運營)의 만전(萬全)을 기(期)하기 위(爲)하

여 다음과 같은 기준(基準)에 의(依)하여 등급(等級)을 분류(分類)한다.

(一) 유물(遺物)의 등급(等級)

一等級 …… 국보(國寶)로 지정(指定)된 것 또는 이에 준(準)할만 한것

二等級 …… 보물(寶物) 및 민속자료(民俗資料)로 지정(指定)된 것. 또는 학술상(學術

上), 예술상(藝術上), 가치(價値)가 크다고 인정(認定)되는 것.

三等級 …… 1등급(一等級) 2등급(二等級) 에 속(屬)하지 않은 일반유물(一般遺物)로서 

보존가치(保存價値)가 있다고 인정(認定)되는 것.

四等級 …… 보존가치(保存價値)가 적다고 인정(認定)되는 것

(二) 등급(等級)의 결정(決定)

유물등급(遺物等級)의 결정(決定)은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의 자문(諮問)을 거쳐 

정(定)한다.

마. 시설(施設)의 정비(整備)

미술관(美術館) 전시관(展示館)에는 불가결(不可缺)의 요소(要素)로서 진열실(陳列室)에 

못지 않는 완전(完全)한 시설(施設)을 가진 유물창고(遺物倉庫)와 용기(容器)의 보유(保

有)가 긴요(緊要)한 바 덕수궁(德壽宮)을 제외(除外)한 각(各) 궁(宮)의 창고(倉庫)는 유

물창고(遺物倉庫)로서 적합(適合)치 않으나 이를 극한(極限) 활용(活用)하고 시설(施設) 

미비(未備)되는 점(點)은 점차(漸次) 보완(補完)한다.

(一) 유물격납장(遺物格納場) (창고(倉庫))

유물(遺物)을 질서(秩序)있게 격납보존(格納保存)하기 위(爲)하여 창고(倉庫)를 정비(情

費)한다.

(二) 유물(遺物) 용기(容器)

도자기(陶磁器), 서화(書畵), 족자(簇子), 전적(典籍) 일반유물 등(一般遺物等)의 용기(容

器)를 구비(具備)하여 파손훼손(破損毁損), 오손(汚損), 산일(散逸)되는 일이 없도록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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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容器)에 넣어야 한다.

바. 보존(保存) 시설(施設)

유물(遺物)(문화재(文化財))을 인위(人爲)와 천재(天災)로 인(因)한 훼손(毁損) 멸실(滅

失)로부터 방지(防止)하며 구(永久)히 보존(保存)하기 위(爲)하여 다음 조치(措置)를 

취(取)한다.

(一) 도난방지(盜難防止)

  (가) 유물창고(遺物倉庫)와 그 주변(周邊)의 순찰(巡察)을 엄격(嚴格)히 실시(實施)하

고, 특(特)히 중요유물창고(重要遺物倉庫)에는 도난방지(盜難防止) 신호기(信號機)를 장

치(裝置)한다.

  (나) 중요유물창고(重要遺物倉庫)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警察署)와 연결(連結)지은 

신호기(信號機)(자동(自動)벨)를 가설(架設)하며 유사시(有事時)에 대비(對備)한다.

(二) 화재방지(火災防止)

  (가) 유물창고(遺物倉庫) 근처(近處)에 소화전(消火栓)을 장치(裝置)하며 창고(倉庫) 

주변(周邊)을 금연지구(禁煙地區)로 정(定)한다.

  (나) 유물창고(遺物倉庫)안에는 반드시 적당수(適當數)의 자동소화기(自動消火器)와 

소화약품(消火藥品)을 비치(備置)하고 가연성(加燃性) 물질(物質)의 방치(放置)를 금(禁)

한다.

  (다) 창고내(倉庫內) 전기가설(電氣架設)의 안전여부(安全與否)를 수시검토(隨時檢討)

하여 불안전요소(不安全要素)를 제거(除去) 또는 시정(是正)하여 누전(漏電)을 예방(豫

防)한다.

(三) 습기방지(濕氣防止)

  (가) 중요창고(重要倉庫) 및 진열실(陳列室)에는 습도계량기(濕度計量器)를 장치(裝

置)하여 습도(濕度)를 조정(調整)하고 습기(濕氣)가 심(甚)한 곳에는 습기제거기(濕氣除

去機)를 구비(具備)한다.

  (나) 서화(書畵), 탁본(拓本), 서적(書籍), 모피지혁제품(毛皮紙革製品), 의상 등(衣裳

等)은 춘추(春秋)로 폭쇄(曝曬)를 실시(實施)한다.

  (다) 유물창고(遺物倉庫)는 주기적(週期的)으로 일광(日光), 통풍(通風)하는 방도(方

途)를 취(取)한다.

(四) 식충방지(食虫防止)

  (가) 진열실(陳列室), 진열장(陳列欌)은 물론(勿論) 유물창고(遺物倉庫)에는 항상(恒

常) 방충제(防虫劑)를 철포(撤布)하여 동질(同質)의 약품(藥品)을 장시간(長時間) 사용

(使用)하면 면역(免疫)으로 효력(效力)을 거두지 못하게 되므로 여러 종류(種類)의 약품

(藥品)을 적기(適期) 순환(循環) 사용(使用)한다.

  (나) 특(特)히 모피지혁제품(毛皮紙革製品), 서화(書畵) 서적등(書籍等)의 창고(倉庫)

에는 순찰(巡察)을 빈번(頻繁)히 실시(實施)하여 식충(食虫)발생(發生)의 조기(早期) 발

견(發見)에 힘쓴다.

결론(結論)

방대(尨大)한 수량(數量)의 소장유물(所藏遺物)을 조사(調査), 정리(整理) 시설(施設) 정

비(整備)를 끝내도록 하는 것은 현재(現在)의 여건(與件)아래서는 도저(到底)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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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可能性)이 적음으로 우선 일차적(一次的)으로 (一) 폐품분류(廢品分類) (二) 통합분류

(統合分類) (三) 종별분류(種別分類) (四) 등급분류(等級分類)의 4단계(段階)의 분류조사

작업(分類調査作業)을 실시(實施)하여 유물(遺物)카드를 작성완료(作成完了)하고 이차적

(二次的)으로 (一) 개개(個個) 유물(遺物)의 실례(實例) (二) 유물사진촬 (遺物寫眞撮

影), (三) 명칭(名稱)의 정비(整備) (四) 대장작성(臺帳作成)을 실시(實施)하여 조사정리

(調査整理)의 일단락(一段落)을 짓고자 함.

<필자(筆者) 전(前) 문화재과직원(文化財課職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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