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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문화재관계법령에대한연구서로는다음과같은것이참고가될것이다.

국토통일원, 1984, 『북한의문화재보존실태및교류방안』

국토통일원, 1986, 『북한의문화재보존및활용실태』

한국법제연구원(박상철·김창규), 1995, 『北韓의文化財保護關係法制』, (북한법제연구분석 9 5 - 1 )

Ⅰ. 머리말

한 나라의 문화유산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에

관한 법령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시

대의 여러 규정들을 거쳐 1 9 6 2년, 현재의 문화유산 보호·관리의 근간이되는‘문화재보

호법’이 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일제강점기의 보존령 및 당시의 일본 문화재보

호법을 상당 부분 원용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지금까지 시

대변화와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 차례에걸쳐 상당 부분의 법 조항이수정, 신설되

는 등 많은 변화를 겪어오고 있다. 모든 상황을 포괄할 수 있는 완벽한 법 체제를 갖춘다

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므로, 시대 변화와 수요에 따른 적절한 법의 개정은 필수불가결한

일일 것이다. 아마 우리 문화재보호법도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적인 수정, 보완이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반면, 북한의 경우는 어떠할까 ? 최근 들어 상당 부분 남북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진척을 보이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양

측의 근간인 동질성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상당히 피상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에서 방황하고 있는 듯 싶다. 특히 우리 역사를 보는 시각의 차가 점점 더 그 정도를

더하여 가고 있음을 확인할 때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념과 정책의 차이에서 오는 당연한

귀결일 것이지만, 양자 사이의 최종 목표인 통일이라는 절대절명의 과제 앞에서, 동질성

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결합이란 또 다른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적어도 양측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근간(역사)에 대

한 성과에 상호간의 올바른 인식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한 작업에서 가장 초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 물질자료(문화유산)

에 대한 상호간의 해석과활용에서 상당히이질적인 면을 확인하게 되었다. 

필자가십 수 년 간을 북한의 문화유산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 관심을가져오면서도

막상 북한에서의 문화유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조차 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주변의 상황도 그리 온전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1 ) 따라서,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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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현상 파악 및 현실적인 필요성이 이 글을 불러오게 하였다. 따라

서, 이 글은 주로 북한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과 그 주

체,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들을 입수 가능한범위 내에서정리하는 수준에머물

것이다. 필자의 법 이해에대한 능력이거의 전무한 상황이고 수집 열람 가능한 자료의 범

위 또한 열악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 사실에 대한 오류와 상황의 몰이해에서 오

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도 부정하지 않는다. 이 점 많은 질정과 가르침을

기대하면서, 이 글에서 생겨날 수도 있는 오판과 견해는 전적으로 필자 개인의 것으로 어

떠한 공적 기관적 입장과는 무관한 것임을 밝혀 둔다.       

이 글은 우선 현재 북한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규정하고 있는「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2 )(이하「북한문화유물보호법」으로 약칭함)의 태동

과 기본 성격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어 각각의 조문 내용을 쉽게 풀어 보면서, 확인 가능

한 구체적인 북한의문화유산과 관련된사항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3 )

Ⅱ. 북한에서의문화유산관련법령의정비과정과그 기본성격

우리나라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근대적이고 체계적인 보호방안이 마련된 것은 일제강

점기 때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선총독부가 1 9 1 6년 7월에 조선총독부령 제5 2호로

제정·공포한「古墳及遺物保護規則」이 바로 그것이다. 이 법은 이후의「朝鮮寶物古蹟名勝

天然記念物保存令」(조선총독부령 제6호 : 1933년 9월) 및「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

物保存令施行規則」(조선총독부령 제1 3 6호 : 1933년 1 2월)으로 정비되어 우리의 문화

유산 관리의준거가되었다. 

한편, 북한의문화유산관리에관한기존의연구서로는다음이참고가된다. 

장호수, 2000, 「북녘의고고학과문화재관리」, 백산자료원

장호수, 2003, 「개성의문화유산과보존·관리」, 『고려시대개성과경기』, (경기도박물관학술세미나), 경기도박물관.

2) 사회과학출판사, 199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문화유물보호법』, pp. 1∼1 2

3) 이글은‘북한의문화보존정책에대한해설선전자료, 민족문화유산과관련된학술자료와보존관리를위한과학기술적문제, 역

사유적유뮬들과 명승지들, 우리나라의 민속, 력사이야기와 전설, 상식, 세계문화유산 그리고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와

그를 통한 선전교양사업을 잘하고 있는 단위(단체)를 소재하는글과 사진, 삽도를 다양하게편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2 0 0 1년

3월부터 계간지로 창간된『민족문화유산』(조선문화사 발행)에 2 0 0 1 - 1호부터 2 0 0 2 - 1호까지 5회에 걸쳐 연재되었던「(법제해

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문화유물보호법》해설」( 1 )∼( 5 )에그바탕을두고있음을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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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이 되면서 북쪽에 들어선 정권은 1 9 4 6년 4월, 일찌감치「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

념물의 보존령」(이하「북한 보존령」)을‘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위원장 김일성과 서

기장 강량욱의 이름으로 제정함과 동시에 그에 따르는 시행규칙과 시행수속을 반포하여

문화유산 보호에착수하였다.4 ) 총 1 1조로 구성된 이「북한 보존령」의 기존 취지는, 제1조

에 명시된 것처럼, 역사적·미술적 가치가 있는 건조물, 전적, 고적, 회화, 조각, 공예품 중

영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을‘보물’로, 학술적 연구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

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고적’, ‘명승’또는‘천연기념물’로 (북조선림시위원회) 위원

장이 지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보물이나 이에

준하는 가치가 있는 물건(유물)의 외국 또는 타도(他道)로의 수출,5 ) 혹은 반출, 파괴, 훼

손, 은닉 등의 금지 조항이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5년 이하의징역형(또는 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은 문화유산의 원산지(原産地) 보존원칙과 함께 그

의지를 명확히 천명한 것으로 일제강점기 동안의 수많은 우리 문화재의 반출에 대한 반

사심리가 작용한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이 밖에도 허가 없는 현상변경을 금지하고 있으

며, 보존상 이유에 의한 행위제한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발굴은 허가를 얻어

야 하며, 매장물을 발견한 자에 대한 신고 의무를 두고 있다. 반면, 공익 및 기타 특수한

사유에의하여천연기념물의 지정을해제할 수 있도록명시한 것은 되새겨볼 점이다.   

이「북한 보존령」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실천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날 반포된 총2 8조로

이루어진「(동) 시행규칙」과 총 1 3조로 구성된「(동) 시행수속」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즉,

해당 행위와 관련된 구비서류, 절차, 예산문제 등을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문화유산 보

호의 근간을 확립하였던 것이다. 특히, 사찰 소유 문화유산에 대한 언급이 여러 조항에 걸

쳐 언급되고 있으며, 많은 부분에서 제약을 가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아 아직 모든 문

화유산에 대한 국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정권 초반기의 모습을확인할 수 있다. 

위의「북한 보존령」과 그에 따르는시행규칙 및 시행수속의 내용들이 상당 부분 일제강

4) 반면 남한에서는 해방 후에도 상당 기간동안앞서 열거한 일제강점기 때 제정된것들이그 기본골격을 유지한 채 유지되다가 비

로소 1 9 6 2년1월「문화재보호법」의제정과더불어사라지게되었다.

일제강점기부터 현재의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보호법규의 변천에 관해서는,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 문화재보호법의 발전

과정과정비방향」(최종연구보고서), (문화재청), 2002, pp.52∼127 가참고가된다.

북한의문화유산관련보호법령의제정및변천과정은, 한국법제연구원(박상철, 김창규), 1995, 앞의책에잘정리되어있다. 

이글에서서술하고있는내용중해당관련사항도위의연구업적을참고하여정리한것임을밝혀둔다.

5) 위원장의허가를얻었을경우, 타도로의이전은예외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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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기의 것을 원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남한에서 미군정과 전쟁의 혼란 등을 거치면서

1 9 6 2년까지 문화유산 법제의 제정이 미루어진 채 일제강점기의「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

記念物保存令」이 그대로 그 효력을 지속해 오고 있었던 상황과 비교하면 북한에서 정권

수립 초부터문화유산 보존에대한 관심이 각별하였음을 짐작할수 있다.  

이러한 초기의 법제정비와 더불어이를 담당할 전담기구의 설치는 1 9 4 8년 1 1월 1일자

의「물질문화유물보존에 관한 규정」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앞서

열거한 학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 유물들을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내각 직속으

로「조선물질문화조사보존위원회」(이하「보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보

존위원회에 관한 결정서와 규정이 동시에 반포되었다. 이에 따르면, 그 산하 부서로서

‘원시사 및 고고학부’, ‘미술 및 건축부’, ‘민속학부’, ‘박물관지도부’, ‘총무부’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종래 문화선전성에서 담당하던 역사박물관에 대한 관리지도 및 북

조선고적보존회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이「보존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였다. 이「보존위

원회」의 위치와 성격은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각 대학 교수에게 교과 외의 임무를 면제토

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내각 수상에 직속되어 중앙조직(위원장 1, 위원 1 4 )과 지방조직(조선물질문화유물조

사보존도위원회(이하 도위원회)에 위원장 1, 위원 8 ; 유물관리위원회(특별지역) : 5∼7

명으로 구성)으로 이루어진 이 조직은 명실공히 북한에서의 문화유산에 대한 최고의 조

사연구, 보존 및 관리기구로서 탄생하게 된 것이다6 ).

이러한 과정을 거쳐 틀을 마련하게 되는 북한의 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은 그 이후 활발

한 조사사업 등으로 전성기를 맞게된다7 ). 그러나 1 9 5 0년대 중반∼1 9 6 0년대 초반에 걸

치는 이른바‘시대구분논쟁’(노예제론 대 봉건제론)이 일단락 된 후 고비를 맞게 된다.

중국의 문화혁명에 대한 여파 및 중·소의 이념분쟁 사이에서의 독자적 생존방안을 위한

‘주체사상’의 확립 등을 거치면서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연구와 정책도 이념적인 색채를

강하게 반영하는 쪽으로 선회하게 된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4판에 걸쳐 간행된 바 있는

북한의 공식적인 한국통사 책인『조선통사』의 서술을 살펴보더라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

6) 이「보존위원회」의 주요기능 중 조사연구에 관한 부분은 1 9 5 2년 전쟁 중에 설립된「과학원」(후에「사회과학원」으로 개칭)으로

넘어간것으로파악된다. 

7) 북한에서의고고학적조사성과에대한북한당국자체의평가는다음의것이참고가된다. 

조선고고연구 편집부, 2002, 「위대한 스승의 손길아래 찬란히 개화발전하여 온 조선고고학의 자랑찬 5 0년」, 『조선고고연구』

2 0 0 2 - 4호,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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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 ). 이러한 경향은 이른바 단군릉 발견 및 재건사업으로 그 절정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새롭게 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일련의 정

비과정을 거쳐9) 1 9 9 4년「북한문화유물보호법」을 확정·반포하게 된 것으로보인다. 

Ⅲ. 「북한문화유물보호법」제정의 배경및 그 성격

이 1 9 9 4년의「북한문화유물보호법」의 제정 취지는, 제1조의‘(이 법은) 문화유물 보호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문화유물을 원상대로 보존하여 민족문화유산을 옳

게 계승,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데 이바지한다’라는 데서

엿볼 수 있다. 다분히 원론적이고 선언적인 문구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제 규정에 대한

재정비 및 새로운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상황에서 나온조치였다고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 제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북한정권 수립 초기부

터 상당한 정렬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였던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와 관리정책이, 시간

이 지남에 따라 북한 내에서의 역사연구와 유적 발굴조사 성과, 그리고 대내·외의 정치

적 변화양상 등과 복잡하게 어우러지면서, 그 또한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변모하지 않을 수

없었던역사적배경이있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1985년 7월 1 1일, <주석명령 제3 5호>로 하달된「문화유적유물보존관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는 1 9 9 4년 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의 북한의 문화유산에 대한 기본 방침

및 보호법 제정의 기본 틀을 엿볼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 여기서는 기존의 정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방면에서 해야 할 문제들을 6개 조항으로 명

령하고있는 것이다.10) 

8) 지병목, 1989, 「북한에서의고구려정통론- 『조선통사』의 서술을 중심으로」, 『학술연구발표논집』3집(문화재연구소), pp.187

∼2 0 8

9) 1 9 4 0년대후반제정된일련의문화유산및명승지, 천연기념물등에대한보존령과규정들은 1 9 9 0년대에들어서면서새롭게정

비되고있다. 「명승지의보호관리및이용에관한규정」(1990), 「천연기념물의보호관리에관한규정」(1990), 「력사유적과유물

보호에관한 규정」( 1 9 9 2 )이그것이다. 이중문화유산에대한기본적인틀로서 제정·반포한것이 1 9 9 4년의「북한문화유물보호

법」인것이다. 

10) 이<주석명령>에대한내용및분석은다음의글에서발췌, 요약한것임을밝혀둔다. 

조선문화보존사 편집부, 2002,「(해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명령제3 5호《문화유적유물보존관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

여》」, 『민족문화유산』2 0 0 2 - 2호, pp.17∼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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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그 내용의근간을살펴보면,

1. 문화유적과 유물을사회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정연한사업체계를 세울 것이다. 

2. 문화유적과 유물을옛 모습 그대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대책을세울 것이다.

3. 문화유적유물의 발굴과 문화유적 이용에서 엄격한규율과 질서를 세울 것이다. 

4. 문화유적유물 보존관리사업을 잘 하기 위한 대중교양사업을 강화할것이다.

5. 국가검열기관, 검찰기관,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감독통제기관들은 문화유적유물

보존관리에 대한 검열 감독사업을 강화하며 문화유적과 유물을 파괴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심히 손상시켰을 때에는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6. 정무원과 인민무력부, 사회안전부를 비롯한 해당기관들에서는 이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명령의 하달에 따라, 그 후 북한에서는 문화유적과 유물에 대해 각 행정기관 및 학

교, 단체 등에 그 관리를 분담시키고 있다. 더욱이 인민무력부, 사회안전부(당시)를 비롯

한 위수구역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까지 그 해당구역 안에서의 문화유적과 유물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전문 관리기관과의 연계 하에 분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매년 4월과

1 1월을 문화유적 애호월간으로 정하여 모든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해당 문화유적과 유물

의 보존 관리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1 1 ) 뿐만 아니라, 각급 행정기관, 연구기관, 경제

관련 기관들에게 각각의 기능에 맞는 의무가 분담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문화유적지와

관련된 공사에서 엄격한 규율이 세워져, 공사 시행 전 관계기관의 승인 및 전문기관에 의

한 발굴 등이 선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공사 과정 중에 발견된 문화유적

및 유물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문화유적지구내에서의 일반

건축물(관리목적 이외의것)에 대한 정비 등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보호관리 행위

에 반(反)하는 행동에 대한 엄격한 지도감독 및 대책을 명확하게 주문하고 있는 것이 이

11) 이 문화유적에 대한 애호월간사업은 그 이후 북한에서정착되어 현재까지도매년 4월과1 1월에 문화유산 관련기관뿐만아니

라 지방공공단체, 기업소, 사회단체, 학교등전국적인사업으로진행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허태선, 2001, 「모두다

문화유적애호월간사업에적극떨쳐나서자」, 『민족문화유산』2 0 0 1 - 2호, pp.12∼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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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채택배경및강령전문에대하여는『로동신문』1 9 9 3년 1 2월 1 0일및 1 1일자참조. 

명령의 주요 골자인 것이다. 이 명령은 그 후 북한에서의 문화유산 보호정책의 가장 기본

틀이 되었으며, 그 기본 틀이 뒤에 살펴 볼 1 9 9 4년의 보호법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내용은「북한유물보호법」이 발효되기 바로 한 해 전에 있었던

(1993. 12. 10.)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강령에서도 찾을 수 있다(이하「최고

인민회의 강령」)1 2 ). 특히, 단군릉 발굴( 1 9 9 3 )을‘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민족사를 빛내어 나가는 데서 하나의특기할사변’으로 평가하고, ‘이들 민족문화를 옳게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

이 절실하였던 북한 당국에서 취한 조치인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9가지의 과업

목표를제시하고 있다.  

1. 민족문화유산을 주체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사회주의적 문화를 민족적 바탕 위에서

계속 발전시켜나갈 것

2.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발굴수집사업을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활발히 벌릴 것

3. 손상된 유적, 유물을 복원하는 사업을힘있게 밀고 나갈 것

4. 민족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사업을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진행할것

5.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심화 발전시킬 것

6. 우리민족의 우수한 민속전통을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게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을

계속 심화해나갈 것

7.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

8. 민족문화유산을 왜곡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할 것

9.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문화유산 보전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을새로 제정, 실시할 것

대부분이 원론적인 내용을 언급한 것인 반면, 8번과 9번 항목은 새로운 주제를 언급한

것으로 주목된다. 민족문화유산의 왜곡말살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대처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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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북한이국제사회에서의불법문화유산에대한참여는훨씬이전으로거슬러올라간다고볼수있다. 1970년유엔총회에서채택

된「문화재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에 관한 협약」에 북한은 남한과 같은 해인 1 9 8 3년에 가입하였다. 또한

1 9 9 8년7월 2 1일세계유산협약에도가입하였으며, 지속적은아니지만, 몇차례관련국제회의등에참여하기도하였던것으로

확인되고있다.

다는 것은 어찌 보면 기존 북한의 대외선전 문구의 상투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

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뒤에 나오게되는「북한문화유물보호법」에서 구체화된 법조문

을 통해 볼 때, 북한 당국이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불법 국외 유출 문화유산에 대한 문제를

국제무대에서 제기하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2차 세계대전 이후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던 국제사회에서의 원산지를 떠난 불법 유출 문화유산에 대한 논의

에 북한 당국에서도 어떠한형태로든 참여하겠다는 의지가천명된것이라고 추측된다.1 3 )

한편, 9번 항의 내용은 바로 이듬해인 1 9 9 4년「북한문화유물보호법」이 제정 공포되는

근거를마련한것이다. 즉, 위의 몇 가지 과업을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기존의 산발적

인 법규정들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지시한 것이다. 최고인민회의

는 이러한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대책을 정무원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법

령이 담아야 할 기본적인 골격이나 내용은 이미 앞서의 <주석명령3 5호>와 이 <최고인민

회의의 강령> 속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불과 4개월 후인 1 9 9 4년 4월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7차 회의에서 법령 제2 6호로 승인됨으로써 새로운 문

화유물보호법이 탄생할수 있었던것이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이 보호법이 공포되기 몇 년 전에 만들어진

「력사유적과 유물보호에 관한 규정」( 1 9 9 2 )에서 찾을 수 있다. 총 4장 1 9조로 이루어진

이 규정은, 

제1장 일반규정

제2장역사유적과 유물의발굴, 평가 및 등록사업

제3장역사유적과 유물의복구 및 보존관리

제4장역사유적과 유물에대한 감독 통제기관의 임무와 권한

등을 규정한 것으로, 뒤에서 상세히 살펴보게 될 1 9 9 4년의「북한문화유물보호법」의 기

본 틀과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북한문화유물보호법」의 기본 내용은 1 9 8 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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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반부터 재정비되어 온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그 골격이 확립되어 있던 상태

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명령, 혹은 규정으로 존재하고 있던 것을 법률로서 재정비·승

격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Ⅳ.「북한문화유물보호법」에 나타난 문화유산정책의 분석

총 6장으로 구성된 이「북한문화유물보호법」은, 따라서 그전까지의 민족문화유산을 보

호, 관리하면서 이룩한 성과들과 경험들에 기초하여 문화재보존과 관리에서 나타나는 원

칙적 문제들을 법적으로 고찰한 북한의 문화보존 부분의 기본 법전이라고1 4 ) 할 수 있다.

이는 전체 6장으로 구성된 법의 다음 기본 제목을통해서도 명확히확인되고 있다.

제1장 문화유물보호법의 기본

제2장문화유물의 발굴과 수집

제3장문화유물의 평가와 등록

제4장문화유물의 보존관리

제5장 문화유물의 복구, 개건

제6장문화유물보호에 대한 지도통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기본 틀이 이미 앞서 살펴본 <주석명령3 5호>와「력사유적과

유물보호에 관한 규정」및 <최고인민회의 강령>의 그것과 거의흡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각 법 조항들을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그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 사항들을 살펴보

도록 하겠다. 

1. 보호법에 나타난기본 개념 및 성격

총 9조로 이루어진 제1장은 이「북한문화유물보호법」의 기본 틀을 천명한 것으로 보호

14) 조선문화보존사편집부, 2001, 「(법제해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문화유물보호법》해설( 1 )」, 『민족문화유산』2 0 0 1 - 1호, p.20



법의 근본 사명, 문화유산의 중요성과 내용, 문화유산에 대한 소유권 문제, 북한 당국의

입장과 원칙적 문제들을 다루고있다.1 5 ) 그리하여 제1조로 든 것이 바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보호법의 기본목적으로서의 기능이다. 즉, 문화유산 보호관리에 관한 제도와질서를

확립하여 원형보존의 원칙 하에 민족문화유산을 올바르게 계승·발전시켜서 국민들로 하

여금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와자부심을 가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목적을 위한 보호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는‘문화유물’의 개념 및 분류기준

을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문화유물’을‘역사유적’(원시유적, 성, 봉수터,

건물터, 무덤, 탑, 비석, 도자기가마터, 야철터)과‘역사유물’(생산도구, 생활용품, 불기,

조형예술품, 고서적, 고문서, 인류화석, 유골)로 크게 2분하고 있다. 이는 이전까지의 분

류체계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전의 분류체계에서는‘문화

유물’이란,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역사유물’만을 지칭하는 협의의 의미로 통용되었고,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광의의 개념으로서의 또 다른 용어가 통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즉, ‘문화유산’이라는 큰 범주 속에‘문화유적’과‘문화유물’(혹은‘역사유적’과‘역사

유물’)이라는 하위개념이 포함되는 2분법적 구조를 적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조선유

적유물도감』이라는 서명(書名)처럼, (역사)유적과 유물이라는 두 가지 용어가 서로 동

등, 혹은 상호 보완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보호법 단계에 이르러서 이전의‘문

화유산’이라는 용어는‘문화유물’이라는 용어로 대치되게 된 것처럼 보인다.1 6 ) 즉‘문화

유물’이란 (역사)유적과 (역사)유물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용어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앞의 개념정의를 파악하지 않는 한,「(북한)문화유물보호

법」보다는「(북한)문화유산보호법」이 더 올바른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가지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문화유산’이라는 용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 이‘문화유산’은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흔히‘민족문화유산’이라는 형태로, 모든 유·무형적인 역사적 산

물(産物)을 아우르는 총칭으로 확대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민족문화유산으로서

한 유형인‘문화유물’은‘역사유적’과‘역사유물’이라는 유형적 산물만을 지칭하는 것

이 된다. 그렇다면 무형적인 산물로서의 문화유산(우리의‘무형문화재’)을 북한에서 어

떻게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보호법을 통해서는 전혀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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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조선문화보존사편집부, 2001, 앞의글, p.20

16) 북한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편, 『현대조선말사전』( 1 9 8 1년판)에서도, ‘문화유물’, ‘문화유산’, ‘문화유적’이각각의의미를

가지는명사로설명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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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1 7 )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유적과 유물을 포함하는 용어(우리의

‘문화재’에 해당)로는‘문화유산’이란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다만, 보호법의 조항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설명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의

미로서의‘문화유물’(역사유적 +역사유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위와 같은 문화유산은 그 소유권이 국가에만 있는(국유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

조) 다만, 상속(相續 : 世傳)에 의한 역사유물만은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북

한에서 일부 유물들에 한하여(유적은 배제) 개인에 의한 소유가 인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불법적으로 해외로 유출된 역사유물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반환을 언급하고 있는 조항은 앞서의 <최고인민회의 강령>과 함께 이 보호법에서 명

시하고 있는 특징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국제사회에 대한

불법적 문화유물의 거래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공식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향후 이들 불

법유출 문화유산에 대한 반환 근거를 명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1 8 ) 아울러, 전국가적·

전사회적 규모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문화유산 보호, 관리는‘역사주의적 원칙’에 입각하

여 일관된 정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문화유산에 대한 발굴, 수집, 복구 및 유지를 계

속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보호, 관리를 위해 향후 국가적 지도와 문화유물담당

관리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제6조)

이들 수집된 문화유산을 통하여 역사와 문화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일반인들의

애국심을 강화하는데 이용하여야 한다는 목적론을 천명하고 있다. (제7조) 이를 위해, 내

부적으로는 국가가 문화유산 보호, 관리 부문의 연구 기능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얻어

진 성과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또한 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세계 각 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 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8조∼제9조) 이는 북한이 기존

의 폐쇄적인 자국중심 문화유산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발전하여 국제사회에의 홍보 및 교

류,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눈을 돌려야함을 나타내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17) 따라서, 무형적산물로서의문화유산(무형문화재)에대한규정이나법이별도로있는지에대해서현재까지확인할수없다.

18) 북한은일제강점기동안행해진일본의우리문화유산에대한행위를철저히비판하고이에대한사과와반환등을주장하고있

다. (송순탁, 2001, 「민족의 문화재를 파괴 략탈한 일제의 죄행」, 『민족문화유산』2 0 0 1 - 1호, p.52. 한편, ‘한국전쟁 기간 동안

미국에의해 조선중앙력사박물관 등수많은문화유산이북한과남한에서 유출되었다고주장하면서(북한지역에서 6 , 7 0 0여 점,

서울 경복궁박물관에서 1 , 2 0 0여 점, 덕수궁미술관에서 6 , 0 0 0여 점), 이에 대한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허태선, 2001,「문화재

를 파괴 략탈한 미제의 죄행」, 『민족문화유산』2 0 0 1 - 3호, p.54 ; 조선문화보존사 편집부, 2003,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남조선

강점미제침략군의파괴략탈만행」, 『민족문화유산』2 0 0 3 - 2호,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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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굴조사와 그에 따르는문제

총 6조로 이루어진(제1 0조∼제1 5조) 제2장에서는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와 그에 따르

는 절차 및 유물 발견에 따르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반면, 이들 발굴과 발견 및

수집활동 등에 의해 수집된 유물들에 대한 가치 평가와 관리를 위한 등록 문제를 규정하

고 있는 제3장역시 전부 6조(제1 6조∼제2 1조)로 이루어져 있다.

1) 발굴주체 및 그 절차

기본적으로 발굴을 국가의 문화적 재보(財寶)를 늘리는 중요한 수단으로 규정하고(제

1 0조) 있음이 특이하다. 즉, 선인들의 예지와역사의산물로서의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수

집하는 것이 국가의 문화적 재보를 늘리고 해당 기관은 이러한 일에 철저한 계획과 전망

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1 9 ). 이들 발굴은 문화유물보존기관과 해당 전문기관만

이 수행해야 하며2 0 ), 특히 등록된 문화유산에 대하여는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에 (발

굴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제1 1조)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중앙

문화유물보존기관은‘문화보존지도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된다2 1 ). 등록된 문화유산

이란 뒤에서 살펴볼 것처럼(제1 9조), 국가에 의해서 평가되어 그 가치에 따라 중앙문화

유물보존기관이나 지방의 각 도인민위원회 해당 부서에등록된것으로우리의‘지정문화

재’(국가지정 및 지방지정문화재)에 해당하는 것이다.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이들 발굴기관들은 조사기간 동안 유물 훼손을 방지하여야 하며,

19) 조선문화보존사편집부, 2001, 「(법제해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문화유물보호법》해설( 2 )」, 『민족문화유산』2 0 0 1 - 2호, p.14

20) 여기서말하는전문기관이란중앙과지방의각급역사박물관을비롯한문화유물보존기관들과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김일

성종합대학을 비롯한 발굴 능력이 있는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다. (조선문화보존사 편집부, 2001, 앞의 글, 『민족문화유산』

2 0 0 1 - 2호, p.14)

특히, 행정적인발굴절차나허가등이문화보존지도국에의해서이루어지고있는반면, 발굴조사에대한실무및연구는사회과

학원(처음 명칭은 과학원) 내의 고고학연구소를 중심으로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서 계간으로 발간되는『조선고고연구』( 1 9 8 6

년창간, 2003년8월현재, 총누계 1 2 8호: 이총누계는이전에발간되었던이방면의학술지인『문화유산』( 1 9 5 7∼1962) 및『고

고민속』( 1 9 6 3∼1 9 6 7 )의 총호수에 연이어서매긴 것으로 추정됨)에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발굴소식및연구성과들이 소개

되고있다.

21) 위에서 언급한『민족문화유산』에서의 해설 상에는 이 기관을‘문화성 문화보존관리국’으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 통일부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성 내에‘문화보존지도국’(구‘문화보존총국’)이 있고, 별개로‘문화유적유물보존관리국’이 있는

것으로되어있다(통일부, 2002, 『북한기관·단체별인명집』, pp.108∼111). 그러나, 최근의언론보도나, 관련자료및북한방

문, 접촉인사등의 의견을종합할때, 이‘중앙유물보존지도기관’은문화성산하에있다가최근내각직속으로편재된‘문화보

존지도국’을의미하는것으로추정된다.



조사가 완료되면 현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또 발굴조사 보고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중앙

문화유물보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유물은 중앙문화유물보존기관이 지정하는

보존기관(박물관 등)에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1 2조), 이는 우리의 제도와 거의

유사하다. 

2) 발견유물에 대한 처리

일반인이나 단체 등이 공사과정이나 우연한 기회에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

업을 중지하고 현장을보존한 후, 그 결과를 중앙과 각 도, 시, 군 인민위원회의 해당 문화

유물보존지도기관이나 해당기관에2 2 ) 신고토록 하고 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현장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만약, 이러한 필요 대책을세우지않으면

해당 지역에서의 건설공사 등의 작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제1 3

조) 이는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공사나 기타 작업 등으로 인

해 소중한문화유산이 훼손, 멸실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우연한 발견에 의한 유물이나 기타 유물들에 대한 수집 활동은 국가적

으로 지정된 문화유물보존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즉, 중앙과 도의 역

사박물관을 비롯한 전문보존기관들만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일반인이나 단체

등은 이들 유물을 사적으로 소유할 수 없으며 반드시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럴 경우 그 유물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평가하여 그 해당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 4조) 이는 앞서 제3조에서 살펴본 것처

럼, 상속에 의한 경우만을 제외하고, 모든 문화유산이 국가 소유임을 재확인하고 있는 조

항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국립기관이기는 하나, 은행이나 수매기관 등에 (우연한 통로를통하여) 유입된 문

화유물(특히 귀금속류) 등도 반드시 문화유물보존기관에 이관토록 별도 조항을 두고 있

다(제1 5조). 이는 역사유물의 가치가 그 재질적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역

사적, 문화적 가치에 의해 평가되어져야 하고2 3 ), 그 유물들은 그러한 가치에 맞게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기관에통일적으로 모아져야 한다는취지에서 생겨난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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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회과학원, 김일성종합대학, 각급 역사박물관, 조선문화보존사등이 해당된다(조선문화보존사 편집부,  2001, 앞의 글, 『민족

문화유산』2 0 0 1 - 2호, p.14)

23) 조선문화보존사편집부,  2001, 앞의글, (『민족문화유산』2 0 0 1 - 2호),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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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유산의 평가와 등록

발굴이나 발견 신고, 혹은 수집 등에 의해서 모아진 유물들에 대한 효율적인 보존, 관리

를 위하여 먼저 행해져야 할 일들 중 하나가 바로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여 구분(분류)하

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북한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3

장의 6개 조항에 언급되고 있다. 즉, 문화유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등록작업이 이루어

져야 하며(제1 6조), 이는 역사적 의의와 조형예술적 가치에 따라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 기준에 따라 문화유산을‘국보문화유물’, ‘준국보문화유물’및‘일반

문화유물’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 7조)   

이들에 대한 평가신청서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장 기관이나 개인(상속유물)이 제출하여

야 한다(제1 8조). 그 중‘국보문화유물’과‘준국보문화유물’은 내각(구 정무원)에서 평

가하고, 그 평가된 것에 대한 등록은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하도록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반문화유물’에 대한 평가는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그리고 그 등록은 지

방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각 도인민위원회 해당 부서)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등록 문화유산을 보관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및 (상속유물을 소

장하고 있는) 일반인은 이들에 대한 현상변경 사항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사항

을 해당 등록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등록된 것을 폐기, 이

관하거나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내각(구 정무원)이나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

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제20, 21조), 문화유산에 대한 철저한 공유개념을 내포하고 있

음을 확인할수 있다. 

4.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정책 및 복원문제

제4장에서는,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해 평가하여 등록한 문화유산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

고 이용하는지에 관하여모두 1 4개 조항으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또한 훼손되었거나 없

어진 문화유물들에 대한 복구 및 복원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을 총 7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제5장에서 다루고 있다. 

수집된 문화유산에 대한 처리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어떻게 이들을 원

상대로 보존, 유지시키는가 하는 것일 것이다. 단순한 보관 행위가 최선의 보존책이 되지

못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들을 잘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 보존 관리기관이 필요

한 것이다. 이미 앞에서 이들 문화유산에 대한 수집사업이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유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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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기관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각 지방의 문화유적관

리소와 역사 및 민속박물관 등과 같은 전임 관리기관들이며, 이들 소장기관들이 바로 문

화유산 보존관리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제22, 23조) 이들은 철저한 계획과 과학

적 준비 하에 보수, 수복, 소독 등을 시행해야 함은 물론, 적절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항상

필요한 온·습도의 유지 및 화재, 도난, 파손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한다고규정하

고 있다. (제2 7조, 28조) 

또한, 국가는 특정한 역사유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역사유적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의 유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경작, 시설물 설치 등)를

금지시키는 것은 물론(제24, 25조),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유적보호와 관련

하여 불필요한 것이라면 철거하여야 한다2 4 ).이는 우리의‘사적지’와 같은 보호구역이나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를수반하고 있는 것으로추정된다.

한편, 역사유적을 담당하는 기관은 그와 관련된 표식기둥, 설명문 등을 규정에 따라 설

치하고, 보호용 울타리 및 주변 청결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2 6조)

옛 건물을 비롯한 이러한 역사유적에 대해서는 또한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승인

을 받을 경우, 박물관이나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되는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게 하고 있

다. (제29, 30조)  

유물은 충분한보존조건이 잘 갖추어진 보관고에 보관하며, 손상의 위험이있는 귀중한

유물에 대해서는 중앙문화유물보존기관의 승인을 얻어 모조품을 제작,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시 및 소장 유물의촬영이나 벽화무덤의 관람 등은 사전에 문화유물보

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제31, 32조) 문화유물의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서 건설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방문화보존

지도기관과 자신의 상급기관에 필요한 문건들을 제출한 후,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

의 승인을받아야만 하도록하고 있다. (제3 3조) 

상속에 의한 극히 제한된 형태로만 문화유산의 개인 소유가 인정되는 북한에서 문화유

산에 대한 상업적 유통이란 이미 그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유산에 대한 일체의

거래(매매) 및 소유권 변경이인정되지 않는 것은 일면 당연한 결과이다. 다만, 전시회 목

적으로 국외에 반출하려고 할 때는 내각(구 정무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제3 4

24) 조선문화보존사편집부, 2001, 「(법제해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문화유물보호법》해설( 3 )」, 『민족문화유산』2 0 0 1 - 3호,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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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이는 문화유산의 국외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실측도면이나 사진자료 등을 확보

하여 영구히 보관하도록 함으로써(제3 5조) 후에 발생할지도 모를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

여 복원, 복구, 개건(改建)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수 있도록하고 있다.

5. 문화유산의 복구, 개건

북한에서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문화유산 관련 사업의 하나가 바로 복구(復舊)와

개건(改建)에 관한 것이다. 상당부분 정치적 목적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전)

동명왕릉, (전)단군릉, 왕건릉에 대한 일련의 복구와 개건은 실로 국가적 노력과 의지가

투입되었을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문화유산에 대한 복구와 관련된 사항을 다

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제5장이며, 모두 7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파손되거나 없어진문화유산 중 해당 역사적시기를대표할수 있고 민족문화의 우수성

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복구, 개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에도 반드시 철저한 고증을 거쳐, 역사적 사실과 해당 시기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한 계

획서(형성안)를 만든 후, 전문 기관에 의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설계안은 중앙문

화유물지도기관의 비준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제36, 37, 38조) 한편, 사라진 역사유물의

경우에도 과학적으로 고증된 자료에 기초하여 복원할 수 있으나, 반드시 중앙문화유물지

도기관이 지정한 기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제한을 두고 있다. (제4 2조) 만약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준공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이들은 역사유적으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제4 0조) 이는 무분별한 문화유물의 복구, 복원이 이루어질 경우, 역사

적 사실 및 가치가 왜곡되는 것을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지만, 단군릉과 같은 예

를 감안할 때, 과연 현재 북한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사업들이 어떠한 원칙 하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지궁금하다.

한편, 현지 보존의 원칙으로, 이전할 수 없는 역사유적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래의 장

소에서옮겨야 할 경우 내각(구 정무원)의 승인을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4 1조) 

6. 문화유산 보호·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마지막 6장은 이러한 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기관의 임무 및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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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모두 1 0개 조항에걸쳐 설명하고 있다. 

문화유산 보호사업에 대한 국가적인 지도는중앙문화유물지도기관이 담당하며, 중앙과

지방의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전임관리기관(문화유적관리소)은 관할구역 내의 문화

유산에 대한 관리(전임관리 및 사회적 담당관리)를 분담하여 관리사업을 계획화하고 그

것을 정확히집행해야 한다. (제 43, 44조) 

문화유산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박물관을 건설하거나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잘 보여

줄 수 있는 곳에 민속촌을 세울 수 있는데, 이 때 설립 주체는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

이나 해당기관이 되며 내각(구 정무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제4 5조) 이를 볼 때,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가 일원적인 체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문

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 노력 등은 국가계획기관과 재정은행기관 등 관련

기관에 의해서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하며, 이러한 자금 등을 타 목적으로 전용하지 못하

도록 명문화하고 있음이(제4 6조) 주목된다. 또한 내각(구 정무원)과 해당기관은 문화유

산 부분에서의 과학적 연구조건을 마련하여 주고, 이들 연구성과를 문화유물관리에 적극

적으로 반영, 도입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다. (제4 7조)

또한, 문화유산에 대한 홍보 및 보급선양과 관련하여 이들 각 문화유산 관련기관들은

일반인과 청소년들이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문화유산을 애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출판 및 언론기관들도 이러한 문화유산을 널리 홍보, 소개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독

려하고 있다(제4 8조). 이와 같은 다방면에 걸친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감독과 통제는 문

화유산 감독기관과 해당 감독, 통제기관이 행하도록 하고 있다. (제4 9조)

이 법의 마지막 부분은, 위와 같은 처리 절차와 규범, 범위 등 각 조항에서 규정한 것에

대한 위법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한 처벌이나 처리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원상복구, 혹은 손해배

상 조치를 시킨다든지(제5 0조), 혹은 문화유물을 도굴하거나 매매, 혹은 해외로 밀반출

하거나, 발견유물을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해당 유물을 몰수한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제5 1조). 마지막 조항은(제5 2조) 이 보호법에서 언급한 문화유산의 발굴과 수

집, 평가와 등록, 보존관리, 복구, 개건 절차 등을 어겨서 문화유산 보호관리에 지대한 지

장을 발생시킨 기관이나 단체의 책임자 및 일반인에게는 그 사안에 따라 행정적·형사적

책임까지도 물을 것임을명백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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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와 관리에 대한 관련 규정

의 정비는, 우리 민족이 일제의 강점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북쪽에 북한정권이 수립된 직

후에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법체계에서 완비된 형태는

아니지만, 남한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제정된 것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십 수년을 지나온

것과는 사뭇 대조를 이루고 있는 대목이다. 특히, 1950년대와‘6 0대에 걸친 북한에서의

활발한 유적조사 활동 및 역사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도, 비록 또 다른 고려사

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관심과배려가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 9 7 0년대 북한 정권 내에서의 주체사상 등 일련의 정치적 일대 격변을 겪으면

서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와연구, 그리고 그에 따른 법률적정비는또 다른 한계를 표출하

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시대적 배경 하에서 1 9 8 0년대 중반 이른바 <주석명령 제3 5호>

을 통하여 북한은 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에서 새로운 전기를 모색하려 하였던 것 같다. 그

러나, 이미 역사연구 및 고고학적 물질자료에 대한 해석의 방향성이 확고하게 정하여진

단계에서의25) 문화유산의 보호나 활용 역시, 그에 상응하는 여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앞선 시기의 여러 규정들과 나름의 경험 등을 토대로 제도적, 법률적 정비를

이루려는 목적에서 제정·공포된 1 9 9 4년의「북한문화유물보호법」은, 북한 당국의 문화

유산에 대한 보호·관리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는 그 자체로서의 의미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변질되어 버린‘현실의 역사연구나 관련 물질자료의 해석 방향성에 하등의

긍정적인 영향도 줄 수 없는 공허한 외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너무 지나친 결정론적

시각에서 나오는기우이기를 바란다. (통일염원 5 9년 1 2월)

25) 1 9 6 0년대 말부터 1 9 7 0년대 중반까지의 역사연구의 공황기를겪고 난 후 새로이 시작된 연구의 방향에는 이미 상당한 정치적

고려가 가미되고있음을 확인할 수있었다. 특히, 1980년대후반 고구려의건국 연대를 BC 277년으로 상향조정하였던사건은

(민족문화유산편집부, 2002, 「정립된 고구려의건국년대와 존속기간」, 『민족문화유산』2 0 0 2 - 2호, pp.13∼14), 북한에서의 역

사연구가지향하는바가더이상정치적방향성과떨어질수없음을보여주는극단적인실례가되었으며, 이후북한역사·고고

학계에서의 연구성과가단지지리적배경에서얻을수있는자료상의이점그 이상을제시하기에는한계가있음을스스로표출

하는계기가되었던것이다. 이러한방향의최고정점이바로단군릉의발굴과재건이라는거대한프로젝트의양산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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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허가, 또는 승인) 기관 비 고

발굴허가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

(내각직속의문화보존지도국)
등록유물발굴

발견유물처리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해당기관 현지확인조사후필요대책마련

역사유물수집 문화유물보존기관 신고된국가귀속유물: 특별보상실시

구분 평가 등록

문화유물의평가와
국보문화유물 내각 중앙문화유물

준국보문화유물 (구정무원) 보존지도기관
등록

일반문화유물
중앙문화유물 지방문화유물

보존지도기관 보존지도기관

등록문화유물의 내각(구정무원) 

폐기·이관·개명 또는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

문화유물보존기관
- (과학적)보수, 수복, 소독

문화유물보존관리 역사유물보관기관, 사업소, 단체, 공민
- 적정온도, 습도, 안전사고예방

지역관할기관(특수지역내의문화유물)

역사유적보호구역설정 내각(구정무원) 구역내개간및시설물설치금지

역사유적 지방행정경제기관, 

표식·설명문설치 문화유물보존기관

역사유적의이용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

역사유물의모조품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

제작

문화유물촬영및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

벽화무덤참관

국외전시반출 내각(구정무원)

국가적중요
내각(구정무원)

담당기관:문화유물보존기관

역사유적복구안내 지방행정경제기관

역사유적의이전 내각(구정무원)

역사유물의복원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지정한기관

보호사업의지도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

설립주체: 
박물관(또는민속촌)

내각(구정무원)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
설립

- 해당기관

중앙문화유물보호 문화유물감독기관

감독통제 해당감독기관

<표> 「북한문화유물보호법」에 나타난 주요 문화유산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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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문화유물보호법」원문26) 

( 1 9 9 4년 4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7차회의에서 법령 제2 6호로 승인)

제1장문화유물보호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은 문화유물보호관리에서 제도와 질서

를 엄격히 세우고 문화유물을 원상대로 보존하여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민족적긍지와자부심을 높여주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문화유물은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실물로 보여주는 나

라의 귀중한 재보이다.

문화유물에는 원시유적, 성, 봉수터, 건물, 건물터, 무덤, 탑, 비석, 도자기가마터, 쇠부리

터 같은 력사유적과 생산도구, 생활용품, 무기, 조형예술품, 고서적, 고문서, 인류화석, 유

골 같은 력사유물이 속한다.

제3조 문화유물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그러나 상속받은 력사유물은 개별적 공민도 소

유할수있다.

국가는 비법적으로 해외에 류출된 력사유물의 소유권이전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것을

돌려받도록 한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옳바른 문화유물보호정책에 의하여 수많은 문

화유물이 발굴수집되고 복구개건되였다.  

국가는 문화유물보호관리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하며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획

적으로늘여나간다.

26) 총 5 2조의법 전문으로, 우리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띄어쓰기, 맞춤법 등 표기를 수정 없이 원문(사회과학출판사, 1995,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문화유물보호법』, pp.1∼12) 그대로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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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문화유물을 보호하는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문화유물보호관리부문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력사적사실과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문화유물을 보호관리하도록 한다.

제6조문화유물보호관리는 전국가적, 전사회적 사업이다.

국가는 문화유물보호관리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며 문화유물담당관리제를

실시한다.

제7조 국가는 문화유물을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과학적으로 밝히며 인민들 속에서 애

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데 널리 리용하도록 한다.

제8조 국가는 문화유물보호관리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이 부문에서 앞선 과

학기술의 성과를적극 받아들이도록 한다.

제9조 국가는 문화유물보호관리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

를 발전시킨다.

제2장 문화유물의 발굴과수집

제1 0조 문화유물의 발굴, 수집은 나라의문화적재보를 늘이기위한 중요한사업이다.

문화유물보전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문화유물의 발굴, 수집 사업을 전망성있게 계획

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1 1조 문화유물발굴은 문화유물보존기관과 해당 전문기관만이 한다.

등록된 문화유물의 발굴은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받는다.

제1 2조 문화유물을 발굴하는 기관은 문화유물이 손상되지 않게 과학기술적으로 발굴

하며 발굴이끝나는차제로현장을정리하여야 한다.

발굴보고자료는 정해진 기간안에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에 내며 발굴된 문화유물

은 해당 문화유물보존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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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3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화유물을 발견하면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나

해당 기관에알려야한다.

문화유물의 발견에 대하여 통보받은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나 해당 기관은 즉시 현

지를 조사확인하고 필요한대책을 세워야 한다.

필요한 대책을세우지않고서는 건설공사 같은 작업을할 수 없다.

제1 4조 력사유물수집사업은 문화유물보존기관만이 한다.

문화유물보존기관은 력사유물수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국가에 바친 력사유물에 대하여서는 그 가치에따라 특별히 보상하여준다.

제1 5조 은행 및 수매기관과 해당 기업소는 수매과정에 발견한 력사유물을 문화유물보

존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3장문화유물의 평가와 등록

제1 6조문화유물을평가하고등록하는것은문화유물보호관리에서나서는중요요구이다.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문화유물을 정확히평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1 7조 문화유물은 력사적의의와 조형예술적가치에 따라 국보문화유물, 준국보문화유

물, 일반문화유물로 평가한다.

국보문화유물과 준국보문화유물의 평가는 정무원이, 일반문화유물의 평가는 중앙문화

유물보존지도기관이 한다.

제1 8조 문화유물을 평가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

야 한다.

신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문화유물을 제때에평가하여주어야 한다.

제1 9조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은 평가된문화유물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국보문화유물, 준국보문화유물은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일반문화유물은 지방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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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0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등록된 문화유물의 변동사항과 수복, 보수 정형을

제때에 기록하고 해당 등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 1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등록된 문화유물을 폐기, 이관하거나 이름을 고치

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또는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받아야한다.

제4장 문화유물의 보존관리

제2 2조 문화유물의 보존관리를 잘하는것은 문화유물의 파손을 미리 막고 원상대로 유

지할수 있게 하는 근본 방도이다.

문화유물보존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화유물은 그 특성에 맞게 과학

기술적으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 3조 문화유물보존관리는 문화유물보존기관과 력사유물을 보관하는있는 기관, 기업

소, 단체와 공민이한다.

특수지역안에 있는 문화유물의 보존관리는 그 지역을관할하는 기관이 한다.

제2 4조 국가는력사유적을 보존하기 위하여 력사유적보호구역을 정한다.

력사유적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정무원이 한다.

제2 5조 력사유적보호구역안에서 땅을 일구거나 그 안에 시설물을 건설할수 없다.

제2 6조 지방행정경제기관과 문화유물보존기관은 력사유적에 표식주, 설명문판 같은것

을 정해진규격대로 만들어세우며울타리를 하고 주변을 깨끗이정리하여야 한다.

제2 7조 문화유물보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화유물을 계획적으로 보수,

수복, 소독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적준비가 없이는문화유물을 보수, 수복, 소독할수 없다.

제2 8조 문화유물보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화유물의 보존에 필요한 온



63삼십육호

도, 습도를 보장하고 화재, 분실, 파손과 같은 사고를 미리 막아야한다.

제2 9조 력사유적은 박물관을 꾸리거나 문화유물보존과관련되는 목적에 리용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력사유적을 리용하려고 할 경우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승

인을 받아야한다.

제3 0조 력사유적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것을 정상적으로 보수하

며 알뜰히 거두어야 한다.

승인없이 력사유적의 구조를변경시킬수 없다.

제3 1조 문화유물보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력사유물을 해당 시설이 갖추

어진 보존고에 정히 보관하며 손상될수 있는 진귀한 력사유물은 모조품을 만들어 리용하

여야 한다.

모조품의 제작승인은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한다.

제3 2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화유물을 촬영하거나 벽화무덤을 참관하려고

할 경우에는 문화유물 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받아야한다.

제3 3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화유물을 보존하는데 영향을 미칠수 있는 지역에 건설

대상을배치하려고 할 경우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3 4조 력사유물은 팔고사거나 다른 나라로내갈수없다.

전시회를목적으로력사유물을다른나라로내가려는기관은정무원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3 5조 문화유물보존기관과 해당 기관은국보적의의가 있는 문화유물의 실측설계도면

과 사진자료 같은것을 만들어영구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문화유물의 복구개건

제3 6조 문화유물의 복구개건은 파손되였거나 없어진 문화유물을 재현하는 중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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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다.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지방행정경제기관은 해당 력사적시기를 대표하고 교양적의

의가 있으며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줄수 있는 전형적인 문화유물을 복구개건하여야

한다.

제3 7조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학적으로 고증된 자료에 기초하여 력

사적사실과 해당 시기의특성에 맞게 복구개건할 력사유적의 형성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의의를가지는력사유적 형성안의 승인을정무원이 한다.

제3 8조 력사유적의 복구개건설계는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해당설계기관은비준된 기술과제에 기초하여 력사유적의 복구개건설계를 하여야 한다.

력사유적복구개건설계의 승인은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한다.

제3 9조 국가계획기관은 중요한의의를가지는력사유적의 복구개건대상을 기본건설계

획 중앙지표로 정확히 맞물려주어야 한다.

제4 0조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해당 시공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력사유적의 복구개

건을 승인된설계대로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대상은력사유적으로 등록할수 없다.

제4 1조 력사유적은 승인없이 이설할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력사유적을 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무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제4 2조 현물이없는 력사유물은 과학적으로 고증된 자료에 기초하여 복원할수 있다.

력사유물의 복원은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지정한기관만이 한다.

제6장문화유물보호에 대한 지도통제

제4 3조 문화유물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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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은 전국의 문화유물보호관리정형을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 4조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지방행정경제기관, 해당 기관은 관할지역안의 문화유

물보존관리에 대한 분담을 조직하고 문화유물보존관리계획을 맞물리며 그것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4 5조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문화유물이 집중되여있는 지역에 박

물관을 꾸릴수 있다. 필요한 지역에는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보존하고 실물

로 보여줄수 있는 민속촌도 꾸릴수 있다.

박물관이나 민속촌을 꾸리려는 경우에는 정무원의 승인을받아야 한다.

제4 6조 국가계획기관과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화유물보호에 필

요한 설비, 자재, 자금, 로력을 원만히보장하여야 한다.

문화유물보호부문의 설비, 자재, 자금, 로력은 다른 부문에돌려쓸수 없다.

제4 7조 정무원과 해당 기관은 문화유물보호부문의 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연

구조건을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문화유물보존기관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문

화유물보호관리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4 8조 지방행정경제기관과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청소년학생들과 인민

들 속에서 문화유물을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단일성, 찬란한

문화전통을 옳게 인식시키며 그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문화유물을 애호

관리하도록 하여야한다.

출판보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문화유물에 대한 출판보도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 나라

의 문화유물을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한다.

제4 9조문화유물보호에대한감독통제는문화유물감독기관과해당감독통제기관이한다.

문화유물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문화유물의 보호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감

독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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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0조 문화유물을 파손시켰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

를 보상시킨다.

제5 1조 문화유물을 도굴하였거나 력사유물을 팔고 사거나 또는 다른 나라로 내가거나

발견한 력사유물을 바치지않았을경우에는 해당 유물을 몰수한다.

제5 2조 문화유물의 발굴과 수집, 평가와 등록, 보존관리, 복구개건 질서를 어겨 문화유

물보호관리에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

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또는 형사적책임을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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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ltural Property in the territory of the North Korea considered
from ‘the la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JI, Byong-Mok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In this paper we examine cultural properties of the North Korea from ‘the la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This law was

adopted the Resolut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f DPR

of Korea in 1994. 

For our study, some other laws or rules established after the end of Japanese colonial occupa-

tion (1910-1945) in North Korea were examined. The policy on protection and con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in North Korea seems to have taken place a relatively rapid. 

The purpose of this law is to carry out the policy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establishment

of strict system and order for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cultural property, to their preserva-

tion in original state, to their proper inheritance and development, and to enhancement of

national pride and confidence among the people.

This law consists of 6 chapters (52 articles): (1) Fundamentals of the law on protection of cul-

tural property, (2) Archaeological excavation and collection of cultural relics, (3) Evaluation

and registration of cultural property, (4)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cultural property, (5)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and (6) Guidance and control of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Nevertheless, it is difficult to find the evidence of efforts to exploit the cultural properties

from an academic point of view in North Korea since the late 1980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