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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문화재 등록절차에 관하여

(動産文化財 登錄節次에 관하여)

朴   商   德

<文化財企劃官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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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序)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 第1조(條) (목적(目的))에 「문화재(文化財)로 보존(保存)

하여 이를 활용(活用)함으로써 국민(國民)의 문화적(文化的)향상(向上)을 도모(圖謀)하

는 동시(同時)에 인류문화(人類文化) 발전(發展)에 기여(寄與)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文化財保護)는 적극적으로 그 문화적(文化的) 가치(價値)를 구보존

(永久保存)하고 그것을 문화발전(文化發展)을 위해 선용(善用)하는데 그 의의(意義)가 

있다.

동산문화재(動産文化財)도 바로 이러한 목적(目的)에서 등록(登錄)을 강조(强調)하는 

것이다.

1. 동산문화재(動産文化財) 등록제도(登錄制度)

  1)동산문화재(動産文化財) 개념(槪念)

우리나라 문화재(文化財)는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을 통(通)해서 볼 때 유형문화  

재 (有形文化財),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기념물(記念物), 민속자료(民俗資料)의 4가지

로 크게 나뉘어 있다.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는 건조물(建造物), 전적(典籍), 고문서(古文書), 회화(繪畵), 

조각(彫刻), 공예품(工藝品), 기타의 형태(形態)를 갖춘 문화적(文化的)인 소산(所産)으

로서 우리나라 역사상(歷史上) 또는 예술상(藝術上) 가치(價値)가 높은 것으로 이에 버

금할 고고자료(考古資料)등을 일컫는다.  여기서 언급하고저 하는 동산문화재(動産文化

財)는 이동(移動)이 가능(可能)한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중에서 보존(保存)할 만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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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價値)가 있는 민족문화(民族文化)의 유산(遺産)을 동산문화재(動産文化財)라 한다.

  2)등록의무(登錄義務)

  지정(指定)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또는 유형(有形)의 민속자료중(民俗

資料中) 동산(動産)에 속(屬)하는 문화재(文化財)는 그 소유자(所有者)가 대통령령(大統

領令)에 정하는 바에 의(依)하여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에 등록(登錄)하여야 한다. <문

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 41조(條) 6> 따라서 등록대상(登錄對象)이 되는 문화재(文化

財)의 소유자(所有者)는 이미 과법(過法)부터 소장(所藏)해 온 것은 물론(物論) 수시(隨

時) 취득(取得)하는 동산문화재(動産文化財)도 소정(所定)의 절차(節次)에 따라 관할(管

轄) 시(市).도(道)에 등록(登錄)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소장(所藏) 또는 취득물(取得物)이 등록대상(登錄對象)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소유자(所有者)로서는 판단(判斷)하지 못하므로 (왜냐하면 등록가치(登錄價値) 

여부에 대한 감정(鑑定)은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이 위촉(委囑)하는 전문가(專

門家)가 평가(評價)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50년(年) 이전(以前)의 유물(遺物)

의 소유자(所有者)는 일단 등록신청(登錄申請)을 해야 하는 것이다.

  3)등록절차(登錄節次)

  우선 50년(年) 이전(以前)의 유물(遺物)을 소유(所有)한 자(者)는 동산문화재(動産文

化財) 등록신청서(登錄申請書)를 관할시군(管轄市郡)에 제출(提出)하며 대상문화재(對象

文化財)를 문화재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이 위촉(委囑)하는 감정위원(鑑定委員)의 

감정(鑑定)을 받아 그 결과(結果) 문화재(文化財)로서 가치(價値)가 인정(認定)되면 시

도지사(市道知事)로부터 등록증(登錄證)을 받게 된다.

  3. 등록범위(登錄範圍)

일반동산문화재(一般動産文化財)의 등록범위(登錄範圍)

종류(種類) 등록대상(登錄對象) 제외대상(制外對象)

전적(典籍)

○역사상(歷史上),학술상(學術上) 

또는 

예술(藝術)상 보존가치

(保存價値)가 있는 것. 

○명인(名人)의 수택본(手澤本) 또는 

식기(識記)가 있어 역사상,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

활자(活字)의 경우는 자형(字形)이 

현존(現存)하지 않는것

○50년(年) 이내(以內)에 제작(製作)된 것.

○훼손(毁損) 또는 낙질도(落帙度)가 심하여 원형(原形)을 식

별(識別)하기 곤란(困難)한 것. 

○국내(國內) 소장(所藏) 원본(原本)이 국가(國家)또는 공공기

관(公共機關) 등 도처에있어 재확보(再確保)가 가능(可能)한 

것.

○필사본(筆寫本)의 원본(原本)이 현존(現存)하는 典籍의 복

사(複寫)本中 그 복사(複寫)者가 歷史上 인정(認定)할 만한 

명인(名人)이 아닌것

서적류(書跡類)

사경(司經), 묵적(墨跡), 현판(懸板), 

주련(柱聯), 인장(印章) 등으로서 

서예사상(書藝史上) 대표적(代表的)

인것이거나 금석학적(金石學的)또는 

사료적(史料的) 價値가 큰것

○개묵(改墨) 개도(改塗) 等으로 因하여 자양(字樣)에 오손

(汚損)이 심하여 보존가치(保存價値)가 없는 것.

○육필(肉筆)이 아닌 모서(模書) 도묵(塗墨)한 것 (현판(懸

板))

○필자(筆者) 또는 유래(由來)를 알 수 없고 서예사상(書藝史

上) 가치가 없는 것 

주령(柱聯)

○제작자(製作者)나 소유자(所有者) 등의 由來가 不分明하고 

자료(資料)나 각자(刻字) 기술(技術)이 졸열하여 資料가 될 

수 없는 것 (印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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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種類) 등록대상(登錄對象) 제외대상(制外對象)

고문서(古文書) 歷史的 價値 또는 史料的 價値

○인기(印記)나 수택(手澤)이 없는 간창류(簡창類) 단자류(單

子類) 수록류(收錄類)로서 자료적(資料的) 가치(價値)가 없는 

것.

회화(繪畵) 歷史上 藝術上 保存 價値가 있는 것

○개묵(改墨) 개도(改塗)로 인하여 작품(作品)의 원형을 찾아 

보기 어려운 것.

○회화작품중(繪畵作品中) 주관부분(主觀部分)의 상실(喪失)

로 보작(補作)했거나 개작(改作)한 것.

○繪畵作品이 심히 오손(汚損)되어 감상(鑑賞)의 對象이 될 

수 없는 것.

○歷藝的, 事實的 또는 民俗的 資料로서 가치 가 없는 繪畵

類

조각(彫刻)

製作, 技法등에 현저한 특성이 

있는 것.

歷史的 藝術的 價値가 있는 것

○불에 타거나 파손(破損)또는 수화(銹化)가 심하여 保存 價

値가 없는 것조상(彫像)

○중요한 部分이 缺失되어 資料的 價値가 없는 것(소상(塑

像))

○손상도가 심하고 技法이 졸열하여 資料로서 價値가 없는 

것(토기(土器))

○심한 破損 또는 훼손(毁損)으로 수리(修理) 또는 

복원(復元)이 不可能한 것 또는 소성(燒成)이 불량

(不良)하고 시유면(施釉面)의 산화(酸化)가 심하여 

資料로서 價値가 없는 것 (도자기(陶磁器))

공예품(工藝品)
歷史上, 藝術상 保存가치가 

있는것

○주요골격(主要骨格) 部分을 解體하여 대부분 代用材를 

使用하여 製作하 거나 문양(紋樣), 장식(裝飾), 조각(彫刻) 

等의 甚한 損傷으로 修理가 不可能한 것 목공예품(木工藝品)

○세부(細部)양식(樣式)을 비교할 수 없는 파편(破片)또는 

수화부식(銹化腐蝕)이 심하여 장식(裝飾), 문양(紋樣)이 

결여되거나 파손 또는 압축(壓縮)으로 변형(變形)이 심한것 

금속공예품(金屬工藝品)

○파손으로 인(因)하여 민속적(民俗的),미술적(美術的), 

공예적(工藝的)가치가 없는것

옥석(玉石), 초자(硝子)

○부식(腐蝕)이 심하여 자료적(資料的)가치가 없는것

(섬유,지공품(紙工品))

무구류(巫具類) 歷史上 희귀(稀貴)한것.

○由來가 分明치 않으며 명문(銘文), 문양(紋樣), 장식

(裝飾)이 없거나 심한 파손(破損)으로 資料的價値가 없는 것.

銘文이 없고 그 양식(樣式) 및 재료(材料)가 學術的 資料가 

될 수 없는 토기(土器), 와당(瓦當), 전(傳), 공기(工機), 

옥석(玉石), 초자(硝子), 금속(金屬), 목재제품(木材製品) 

等의 파편(破片)

민속자료

(民俗資料)

한국민속(韓國民俗)의 생활문화

(生活文化)의 특색(特色)을 지녀 

학동자료(學術資料)로서 보존가치

(保存價値)가 있는 것.

○다량(多量)으로 제작(製作)되고 양식상(樣式上)기술상

(技術上)의 특색(特色)이 없는 일반화(一般化)된 일용(日用) 

잡기(雜器)

○심히 破損 부식(腐蝕) 훼손(毁損)되어 수리(修理) 복원

(復元)이 不可能한 것.

○주화료(鑄貨料)로서 腐蝕, 손모(損耗) 等으로 硏究資料

가 될 수 없는 것.

외국(外國)의 

제작품(製作品)

또는

발굴품(發掘品)

우리나라 文化에 직접(直接) 향을 

주었거나 學術上 중요(重要)한 

資料가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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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업무(登錄業務)의 연혁(沿革) 및 등록현황(登錄現況)

  1)연혁(沿革)

  동산문화재(動産文化財)의 등록(登錄)은 전국적(全國的)인 실태(實態)의 파악(把握)

과 사장(死藏)된 문화재(文化財)의 발굴(發掘) 및 해외(海外)로 불법반출(不法搬出) 방

지(防止)를 위하여 1970년 12월 16일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령(令)으로 「문화재보호

법(文化財保護法) 시행규칙(施行規則)」개정(改正)으로 공포(公布)되었고, 이에따라 관

민(官民)을 막론하고 1971년 10월 9일 까지 보유실태(保有實態)를 등록(登錄)케 하 다. 

그러나 등록(登錄)은 저조(低調)하여 당국(當局)은 1972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모든 소장가(所藏家)들에게 자진(自進) 등록기간(登錄其間)을 설정(設定)하 다. 이리하

여 백만(百萬) 여점(餘點)의 등록신청(登錄申請)성과를 올렸다. 이중 60%정도가 국공유

(國公有)이며 나머지 40%가 개인(個人) 소유품(所有品)인데 국공유(國公有)는 자체(自

體) 능력(能力)이 있으므로 개인(個人) 소유(所有)만 감정(鑑定)하여 등록(登錄)하여 왔

다. 특(特)히 1976∼1978년에는 문화재(文化財) 대량소장처(大量所藏處)를 집중조사(集

中調査)하여 사찰(寺刹), 서원(書院), 향교(鄕校) 등 150 여개소(餘個所)에 所藏中인 다

량(多量)의 문화재를 발굴(發掘) 등록하 다. 그 결과(結果)로 400 page에 달하는 사찰 

소장품(所藏品)의 동산문화재목록(動産文化財目錄)(사찰소장품(寺刹所藏品)을 발간(發

刊)하는 성과(成果)를 올렸다.

  그리고 이렇게 등록업무(登錄業務)를 수행함에 있어 현실적(現實的)으로 많은 문제

점(問題點)이 유출됨에 따라 관계법령(關係法令) 개정(改正)이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첫째로 등록범위(登錄範圍)에 관한 시행규칙(施行規則)의 개정(改正)이다.  1970년 12월 

16일 (부령(部令) 19호(號))로서 등록대상(登錄對象)을 1910년으로 하한년대(下限年代)

로 잡았던 것이 1976년 1월 10일 (부령(部令)52점(點)) 하한년대(下限年代)를 50년 이전

(以前)으로 규정하고 현존인(現存人)의 작품(作品)을 제외(除外)하 다. 그리고 각(各) 

조목별(條目別)로 등록범위(登錄範圍)를 규정(規定)하 다. 둘째로 동산문화재(動産文化

財)의 등록에 관한 권한을 서울 특별시장(特別市長), 부산시장(釜山市長) 및 도지사(道

知事)에게 위임(委任)한 것이다. <시행령(施行令) 43조(條)(개정(改正)1975년 7월 2일 

대통령령(大統領令) 768호(號)) 셋째로 동산문화재의 감정자격(鑑定資格)을 전문(全文) 

개정(改正)하 으며 감정기준(鑑定基準)을 신설(新設)하 다. ――(법시행규칙(法施行規

則) 제29조(條)의 2 및 3. 1979년 3월 16일)이에 따라 감정위원(鑑定委員) 46명을 위촉

(委囑)하 다. 서울․경기(京畿):23명, 부산(釜山):3명, 강원(江原): 2명, 충북(忠北): 2명, 

충남(忠南): 2명, 전북(全北)“ 2명, 전남(全南): 3명, 경북(慶北): 5명, 경남(慶南): 3명, 

제주(濟州): 1명, 계(計): 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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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록현황(登錄現況)

시도별(市道別)연도(年度) 72 73 74 75 76 77 78 계(計)

서 울
부 산(釜山)
경 기(京畿)
강 원(江原)
충 북(忠北)
충 남(忠南)
전 북(全北)
전 남(全南)
경 북(慶北)
경 남(慶南)
제 주(濟州)

15,383
181

45
4,796

18

55

31,774
3,127

2,040
3,380
716

8,416
421

25,872
2,920
1,049

4
252

2,076
3,617
2,416
3,832
145

3,007

22,829
3,291

88
491

1,241
844

3,022
366

3,646
3,484
686

1,208
1,919
1,040

1,409
3,348
1,410
9,272
10,132
12,041

512

865
483

4,972
1,563
3,265
30,168
1,770

5,396

1,338

2,269

2,287

102,974
11,438
5,172
978

2,951
20,345
13,010
16,035
48,536
17,861
3,693

계(計) 20,478  49,874  45,190  40,784  41,779  33,598  11,290  242,993

이상(以上)에서 등록현황(登錄現況)을 도표(圖表)로  표시(表示)하여 보았다.

  3)대책(對策)

  우리가 왜 동산문화재(動産文化財)를 등록(登錄)하자는 것인가? 이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보존관리(保存管理)를 위한 대상(對象) 파악과 사장(死藏)된 유물을 발굴하여 등록 

조치하므로서 학술조사(學術調査) 자료(資料)로 제공하는데 목적(目的)이 있는 것이다. 

이미 파악되어 등록된 문화재(文化財)에 대(對)해서 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된다.

  ㉮동산문화재(動産文化財)로 등록(登錄)된 것 중에 중요(重要)한 것은 지정(指定)하  

      여 보존관리(保存管理)에 만전을 기하고 

  ㉯대량 소장하고 잇는 개인(個人)이나 사찰(寺刹), 향교(鄕校) 등에 유물(遺物)을 별  

      도(別途) 보관(保管)할 수 있는 보호각을 건립토록 하고 그 일부(一部)를 당국(當  

      局)에서 지원하는 등 기타 보호(保護)에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을 당국(當局)에  

      서 설치(設置)한다.

  ㉰국공립(國公立) 박물관(博物館)의 소장품(所藏品)은 각종(各種) 사고(事故)에 대비  

      (對備)하여 긴급 대피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도록 하며 지하고(地下庫)  

      에 즉각 격납(格納)할 태세를 강화(强化)한다.

  ㉱등록(登錄)된 개인(個人) 소장품(所藏品)은 소유자(所有者)가 원(願)하는 경우는   

      소재지(所在地) 박물관(博物館)에 보관(保管)토록 한다.

  ㉲관리(管理)가 소홀하거나 소실(消失)될 우려(憂慮)가 큰 것은 국가(國家)가 매입  

      (買入) 보존(保存)한다.

  ㉳ 동산문화재(動産文化財) 이동상황(移動狀況)을 파악하여 훼손, 소멸을 방지하고  

      항구적(恒久的)인 보존책(保存策)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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