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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홈스봄의 ‘만들어진 전통’은 최근에 등장한 역사인식의 한 방법론이다. 그에 따르면 만들어진 전통의 특수

성은 과거와의 연속성을 인위적으로 내세우려 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전통들을 구성하는 데 낡은 재료들을 

이용한다. 또한 그는 만들어진 전통은 사회화나 신념, 가치체계, 행위규범을 주입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다고 

보았다. 본 논문은 그러한 인식틀을 가지고 19세기의 문화재 보존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단순히 이를 

적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 그러한 현상들의 사상적 배경은 무엇이며, 그러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과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19세기 중반에 카톨릭의 교리와 의례를 새로운 신념과 가치체계로 주입하여 영국 국교의 종교적인 부활을 

이루고자 했던 옥스퍼드 운동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위규범으로 고딕양식을 종교적 공간에 재현하고자 한 

캠브리지캄덴협회의 활동은 홈스봄이 제시한 전통을 만드는 행위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그것이 

종교건축의 보존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되고 실천되었다는 점에서 전통과 보존은 같은 축 선상에 존재한다. 당시에 

과거는 종교적 목적을 실천하기에 적합한 특정시대와 특정한 건축양식으로만 이해하는 단층적인 재료였으며, 

과거를 인식하는 틀 역시 종교적인 목적이나 사회적, 정치적인 이념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19세기 후반의 반복원 운동은 전대의 무분별한 양식적 복원을 막고자 했던 행위이다. 그리고 그 사상적 배경

에는 변화된 과거 인식의 틀이 존재한다. 복원이라는 행위에 대한 개념정의가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

하면서, 행위의 속성을 인식하는 관점에서 전대의 과거에 대한 인식이 수정되었다. 전통은, 혹은 과거는 현재에 되

살려야 하는 대상이 아니고 현재에도 살아있는 생명체이며, 복원은 그러한 생명력을 오히려 빼앗는 행위라는 관

점으로 과거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것이다. 즉, 있는 그대로의 과거,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는 과거로 인식하게 되

었으며, 그러한 태도가 문화재 보수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향후, 국내에서도 보다 다면적인 관점과 충분한 자료를 축적하여 우리의 문화재 보존사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문화재 보존사, 복원-반복원 운동, SP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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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존에 나타난 과거인식에 대한 고찰
 - 19세기 영국의 교회 건축복원의 사상적 배경과 보존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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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홉스봄의 ‘만들어진 전통’은 최근 역사를 보는 관점

과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83년에 발간된 이 책에 

피력한 전통과 관습을 이해하는 그의 관점과 과거를 인식하

는 그의 방법론은 최근의 역사인식과 해석에 있어 주류를 형

성하였다.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 땅에 심은 역사인식을 분석하는 하나의 틀로서, 당시 

과거의 산물인 문화재를 보존하는 행위의 사상적 배경을 추

적하는 데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였다.01 

유럽의 역사에서 문화재를 보존하는 행위가 사회적인 논

쟁거리가 된 것은 17세기 이후부터였다. 그리고 분명한 논

리와 철학을 기반으로 복원의 규모와 방법에 대해 찬반 양론

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보존행위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해나간 시기는 19세기이다.02 물론 수많은 

교회를 본래 지어진 목적대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불

편함이 없도록 고치고 수리하는 행위는 그 이전부터 있어왔

다. 그런데 단순히 수리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당시에 선

호하는 양식으로 내부 공간이나 가구, 그리고 외관을 대대적

으로 개조하고 철거하는 행위는 18세기 경부터 시작되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행위는 그 후, 유행처럼 번지면서 수많

은 교회건축물이 물리적으로 큰 변화를 겪어나가기 시작하

였다. 특히 영국에서는 이러한 인위적 변형이 Gentleman’s 

Magazine 등03 여러 관련 잡지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상적 

양식으로 건축물을 개조하는 행위에 대한 반대, 또는 옹호하

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사진 1). 이를 기반으로 19

세기에 이르러 건축물의 보수는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 하나

의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었다. 이 당시의 논쟁을 우리는 ‘복

원-반복원 논쟁’이라고 부르고 있다.  

홉스봄은 근대기에 시작된 만들어진 전통의 특수성을 ‘과

거와의 연속성을 인위적으로 내세우려 하는 것’이라고 보았

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만들어진 전통들을 구성하

는 데 낡은 재료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았다.04 그에 따르

면, 18세기와 19세기에 있었던 유럽의 건축문화재 보수행위

는 명백히 낡은 재료, 즉 과거를 이용한 과거와 현재의 연결

행위이다. 특히 ‘고딕’이라는 중세의 건축적 양식에서 출발한 

과거의 산물이라는 측면에서 이 시기는 특정 과거를 선택하

였다. ‘고딕’이라는 과거 특정 시기의 건축양식을 당대에 남

아있는 건축물에 재현하여 과거와의 연속성을 구현하려 한 

것이다. 즉 당대에 과거를 재현해 냄으로써, 전통을 ‘창조’하

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그의 방법론을 이 시기에 적용하는 데에서 그

치기 보다는 그러한 역사인식의 토대 위에 각 시기별 특성을 

01 그 대표적인 글로 다음 저서를 들 수 있다. 이성시, 2001, 『만들어진 고대: 근대 국민 국가의 동아시아 이야기』, 삼인.

02  본 논문에서 ‘보존’은 보수, 수리, 복원을 통칭하는 포괄적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복원’은 양식적 복원, 즉 특정시기의 시점으로 문화재를 되돌리거나 멸실된 

부분을 추정 또는 고증에 의해 물리적으로 재현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03  The Gentleman’s Magazine은 1731년부터 1922년까지 발행된 정기간행물로 제목에서 암시하는 바와 같이 당시의 지식층 남성의 관심분야, 즉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이슈들을 수록하였다. 건축물에 대한 지식도 당시의 지식층 남성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분야로서 이 간행물에 건축양식이나 건축물의 보수에 관한 글이 많이 실렸다. 

04  Hobsbawm, E, 1983, ‘Introduction:inventing traditions’,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14.

문화재 보존, 
전통을 창조하는 행위인가

【 사진 1 】  Gentleman’s Magazine 창간호(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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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 현상

을 읽어내는 시각을 그가 제시했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 시

기별로 나타난 현상들의 사상적 배경과 양상의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같은 현상이라도 시기 간에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차이점의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해야 역사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발전적인 연구가 가능해질 것이다. 

홈스봄은 만들어진 전통의 유형 중 하나는 사회화나 혹

은 신념, 가치체계, 행위규범을 주입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

다고 보았다.05 그리고 그의 생각을 발전시킨 프랑수와 쇼에

(Françoise Choay, 1929~ )는 과거에 대한 인식을 크게 3가

지 측면, 즉 종류별, 시대별, 지정학적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고 하였다.06 본 논문은 이들의 방법론을 19세기 영국의 종교

건축문화재에 적용하여 19세기 중반까지와 19세기 후반의 

두 시기로 나누어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 과거를 현재와 연결

하는 사상적 배경과 원동력, 변화방식이 변화되었음을 고찰

하고자 한다. 

19세기 영국의 종교건축물의 보존에 한정한 것은 지면상

의 한계도 있지만, 이미 발간된 18세기 이후부터 19세기 후

반까지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연구된 보존역사에 대한 수많

은 개괄서나 연구논문들을 단순히 국내에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이다. 이보다는 특정

한 방법론을 한 국가에 적용하여 국내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보다 깊이 있고 발전적인 토대가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 일

단 한 국가에 한정하여 과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기

로 하였다. 또한 수많은 문화재 분야 중에서 특정 분야를 선

택하여야 연구 목표에 맞게 변화에 대한 사상적 배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해당 시기의 문화재 보존에 대한 정확한 분

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전통’은 영어로 ‘ tradition’이라고 하는데 이는 라틴어

의 ‘ traditionem’에서 나온 말이다. 이는 ‘전달하다’, ‘지식을 

전하다’, ‘원칙을 전달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레이

몬드 윌리암스(Raymond Williams, 1921~1988)는 그의 책 

Keywords(1976)에서 전통의 어원과 발전과정을 설명하면

서 ‘전통’이 14세기에 영어로 편입된 이래, ‘전달한다’는 본래

의 개념에 ‘존경’과 ‘의무’를 수반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

가면서 존경을 표하는 행위, 또는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 등 

구체적이고 특별한 의미를 지닌 행위로 그 개념이 발전하였

다고 보았다. 또한 용어가 복수 형태로 발전하여, 최소한 두 

세대 간에 주고받는 행위를 지칭하고, 거기에 ‘오래된 것’ 등

의 의미가 섞이면서, 단순히 ‘전달하다’라는 포괄적이고 일상

적인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에서 과거의 어떤 행위를 지속적

으로 하거나 생각을 계승하는 구체적인 용어로 진화하였다

고 보았다.07 그에 따르면, 전통은 오래된 것이나 과거의 특

정한 사상과 행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과거의 생각을 현재

에도 계승하여 받아들이고, 과거의 행위를 현재에도 하는 반

복적인 과정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며, 그것은 과거와 현재

를,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매개체이다. 

그런 의미로 전통을 이해한다면 ‘전통’이라는 용어는 행위 

자체를 지칭하거나 행위로 인해 생성된 결과물을 의미하는  

명사이면서 동시에 그러한 행동의 특성을 묘사하는 , 즉 ‘과거

의’라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로서 2가지 측면에서 활용이 가능

할 것이다. 과거에 했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과거에 창

조한 물리적 산물을 매개체로 현재에 과거를 연결시키는 것

05 앞의 책, p.9.

06  Chaoy, F, 2001, The invention of the historic monu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p.4.

07  레이몬드 윌리엄스는 저명한 문학 비평가이자 ‘문화’에 대한 글을 많이 쓴 웨일즈 출신의 학자로서, 그의 문화에 대한 개념과 이론은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는 에릭 홈스봄과 함께 사회주의 운동에 깊이 참여하였고, 그의 이론과 사상에는 막시즘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Williams, R, 1976, Keywords, Fontana Press, p.319에

서 ‘전통(Tradition)’의 어원과 개념, 그리고 의미의 발전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근대이후에 등장한 주요 용어들의 어원과 개념의 형성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전통의 의미와 
문화재 보존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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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바로 전자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과거의 지식과 

기술을 행위에 활용하는 태도는 후자에 해당하여 ‘전통기술’, 

‘전통건축’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전자의 전

통, 즉 과거의 산물을 매개체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는 행

위라는 관점에서 전통을 문화재의 보존과 연결시키고자 한

다. 이를 위해 ‘보존’의 의미를 재차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문화재를 ‘보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보존은 과거로부

터 전해진 산물을 지키는 행위이다.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전

해진 물질적·정신적 유산, 즉 문화재를 손상이나 훼손, 그

리고 소멸되지 않도록 잘 지키는 행위인 것이다. 그런데 그 

개념은 형성된 지 불과 200여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근대적

인 개념이다. 때문에 아직도 보존행위의 대상이 확장되고 있

으며, 그로 인해 보존의 목적과 원칙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비교적 신개념이자 아직도 학문으로서 완전하게 그 이

론과 방법론이 정립되지 못하였다. 즉, 보존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의 범위가 초기에는 예술작품, 건축물, 기념물 등이었

으나, 점차 민속적 산물, 실용적 도구 등 모든 물질적인 대상

으로 확대되었고, 더 나아가 20세기 후반에는 언어, 풍습, 기

술 등 무형적 요소까지 포함하면서 현재에는 소위 과거로부

터 전해진 모든 유·무형적인 산물을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보존행위의 목적과 원칙 역시, 초창기에는 그 중심 초점이 

물질적 측면에 맞추어져 있었으나, 점차 문화재가 지닌 고유

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치를 담아내고, 표출하는 모

든 유·무형적 측면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진화하였다. 이러

한 인식의 변화로 보존은 과거로부터 전해진 유·무형적 산

물의 다양한 가치를 있는 그대로 잘 지켜, 당대인들이 그러

한 가치를 향유하고, 그것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궁

극적으로는 그 문화재가 가치를 잘 간직한 채 후대에 잘 전

달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지칭하는 추상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용어로 발전하였다. 

전통과 보존과의 접점은 바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킨다

는 데 있으며, 그 점이 이 두 개념의 공통점이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연결시키는 방식이 현재의 시점에서 이루어지며, 

두 행위 모두 현재에 과거를 가져오는 방식을 취한다. 또한 

전통은 의미있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야 탄생하고, 

그것이 유지되며, 보존행위 역시 가치를 지닌 유산을 과거에

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지속적으로 전달하려는 목표를 가

진다는 점에서 이 두 개념에 공통적으로 ‘반복성·지속성·

연속성’이 필수적인 동력으로 내재되어 있다. 결국 ‘전통’과 

‘보존’은 같은 목표와 행위 방식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들 

두 개념의 속성과 방향, 그리고 특징을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데에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은 중요한 키워드이며, 이들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반복적으로 행

위를 통해 나타나는지, 그 사상적 배경과 원동력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과거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

요한 요소는 인식의 주체이다. 전통과 보존에 있어서 그것을 

생산하고 지속시키는 주체는 당대에 살았던, 그리고 현재에 살

고 있는, 또는 미래에 살아갈 사람이다. 전통을 계승하고 보존

행위를 하는 시점에 살고 있는 당대인들이 개념의 행위와 대

상을 선택하고, 그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는 결정권자인 것이

다. 전통과 보존 모두 당대인들의 생각과 문화를 반영할  수밖

에 없으므로, 그 개념 정의와 그 행위의 결과물이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며, 당대의 시대정신과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그러

한 맥락에서 보면, 19세기 전반의 문화재에 있어서 무엇을 보

존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행위의 대상과 방향이 19세기 후반에 

변화되는 과정을 당대인의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19세기 전반기와 19세기 후반기의 두 시기

로 나누어 문화재 보존의 개념과 방향을 설정하는 토대가 된 

과거에 대한 인식과 사상적 배경, 그리고 그것이 나타난 행위

를 살펴볼 것이다. 

1. 사상적 측면 : 옥스퍼드 운동과 

   고딕 리바이벌

19세기 전반의 과거인식 : 
특정 시기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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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의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친 사상적 측면에 대한 

언급에 앞서 17세기와 18세기의 사회적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르네상스 시기 이후 상업의 발달에 따른 

경제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학문적으로 역사와 예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점은 19세기 보존에 있어서 과거에 대한 

인식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당신의 역사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사실을 

파악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고 고

증할 수 있는 물리적인 산물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로 인해 고대 유물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으며, 고대유물

을 손에 넣기 위한 발굴이 크게 성행하게 되었다. 특히 그리

스와 로마시대의 유물과 건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상업으로 경제적인 부를 일군 유럽의 중산층은 교양을 갖춘 

지식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역사와 예술에 깊은 관심을 기울

였고,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과 함께 성

직자, 대지주, 변호사, 의사 등 중산 부유층들은 실용적인 사

용의 목적보다는 양식을 중시하고, 예술적 가치를 지닌 건축

물을 이해하는 미학적 안목을 중시하였다. 

그러한 건축에 대한 관심은 당대에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중세건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으며, 이들의 관심을 끌

고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무

엇보다 건축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축적과 지식의 확산이었

다. 이러한 현상은 영국과 프랑스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

났다. 이미 17세기에 영국에서는 윌리엄 더그데일(William 

Dugdale, 1605~1686)의 『The history of St Paul’s cathedral 

in London from its foundation until these times』가 1658년

에 발간되었으며, 존 오브리(John Aubrey, 1626~1697)의 

『Chronologia Architectonica(1670)』, 브라운 윌리스(Browne 

Willis, 1682~1760)의 『A survey of the cathedrals of York, 

Durham, Carlisle, Chester, Manchester, Lichfield, Hereford, 

Worcester, Gloucester, and Bristol』(1727)등의 발간으로 주

로 교회건축물을 중심으로 중세건축의 연대기적 역사가 확

립되었다. 또한 유럽에서는 건축가라는 직업이 전문직업군

으로 자리잡은 것을 반영하듯, 1671년 프랑스 왕립건축아카

데미(Acadèmie Royale d’Architecture)가 창립되었고, 건축

가의 업적과 생애를 다루는 책자와 고딕건축을 다루는 책들

이 발간되었다. 그 대표적인 저서로, 장 프랑수아 펠리비엥

(Jean-François Félibien, 1658~1733)의 『Recueil Historique 

de la vie et des ouvranges de plus célèbres architectes』(가장 

유명한 건축가의 생애와 업적에 대한 역사적 집록)을 들 수 

있다. 이는 중세건축, 즉 고딕양식이 학문적인 성과를 기반

으로 점차 18세기 이후 선호하는 양식으로 자리잡게 되는 데

에 크게 기여하였다.   

건축도서의 발간과 함께 과거에 대한 연구를 유물이나 유

적 등 물질적 산물과 연결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한 요소로 

관련 단체의 설립을 들 수 있다. 바로 1717년에 창립한 골동

품 연구가협회(The Society of Antiquaries)가 대표적인 예이

다. 이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발굴로 인한 유물의 증가와 

함께 유물과 유적에 대한 역사적 고증과 진품에 대한 감정 

등의 증가로 골동품이나 유적지에 대한 연구가 하나의 학문

적인 분야로 성장하였다. 이에 힘입어 중산층을 중심으로 골

동품 연구가 협회가 창립되었다. 창립멤버였던 윌리엄 스투

클리(William Stukeley, 1687~1765)는 창립 연설문에서 귀중

한 유적들에 대한 연구를 학문정신으로 부활시키려는 전대

의 노력을 보편적인 것으로 발전시켜 이들을 보존하고 미래

에 전하고자 이 협회를 창립한다고 밝혔다.08 중세건축에 대

한 학문적, 체계적 연구활동과 출판물은 당시 중세건축을 수

리하는 과정에서 양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일리(Ely)

와 링컨(Lincoln) 대성당의 보수공사에서 일부 공간을 중세

양식으로 보수하는 데에 크게 활용되면서, 건축적 연구와 관

심이 문화재 보존으로 이어졌다. 

고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역사연구에 있어서 유물과 유

적에 대한 관심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영국의 종교적 측면

에서의 흐름에 힘입어 좀더 발전적으로 변화한다. 즉, 과거

08 Evans, J, 1956, A history of the Society of Antiquaries, Oxford, p.58; Watkin D, 1980, The Rise of architectural history, London: Architectural Press, p.5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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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전대의 관심과 인식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상적 근거

를 마련한 것이다. 영국은 17세기에 카톨릭에서 영국국교를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카톨릭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

고, 교리적인 측면에서나 의식행위에 있어서 카톨릭적 요소

를 가능한 한 부정하고, 지속적으로 다른 유럽사회와 마찬가

지로 프로테스탄트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산업혁명으로 

도시가 발달하고, 도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겨난 빈곤 문

제와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종교에

서 수용하고 해결하지 못하였다. 당시 교회는 부패한 성직자

와 구조적인 문제로 사상적인 전환과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

었다. 그러한 여건에서 1828년 「The Catholic Emancipation 

Act」, 즉 카톨릭 해방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이 

법은 그동안 카톨릭 즉 구교의 활동과 권리를 제한해 왔던 것

을 철폐하고, 카톨릭에서 행하는 모든 의식과 행위가 영국 국

교와 동등하게 허용되는 법이다. 그런데 17세기 이후에도 지

속적으로 카톨릭을 종교적 기반으로 해온 아일랜드에서 그

동안 명맥을 유지해 온 영국국교를 1833년 해체하자는 결정

을 영국 의회에서 내리자 이에 대한 반발로 당시 세속의 권

력인 국가나 정부가 성속의 권한인 교회의 해체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시되었다. 그러한 주장을 

한 일부 지식인 중 존 뉴만(John Newman, 1786~1859), 허렐 

프로우데(Hurrell Froude,  1803~1836), 윌리엄 파머(William 

Palmer, 1803~1885) 등 옥스퍼드 출신의 성직자들을 중심으

로 영국 국교회 내에 카톨릭적 교리와 종교적 의식을 적극적

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들은 영국국교가 

그 근본적 탄생에서나 정체성 측면에서 카톨릭의 교리와 사

상, 그리고 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들

의 생각은 많은 성직자와 지식인들 사이에서 지지를 얻으면

서, 당시에 사회적 문제를 포용하지 못하는 종교로 비난받고 

있던 영국국교의 종교적 한계와 위기를 사상적 전환을 통해 

극복하려는 옥스퍼드 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09 

1839년에 창립된 캠브리지캄덴협회(Cambridge Camden 

Society)는 옥스퍼드운동이 제창한 교리적, 의식적 부활을 건

축적 공간으로 구현하고자 한 단체이다. 존 메이슨 닐(John 

Mason Neale, 1818~1866), 벤자민 웹(Benjamin Webb, 

1819~1885), 알렉산더 호프(Alexander Hope, 1820~1887) 

등이 주축이 되어 만든 이 협회는 당시 고딕건축에 관심

을 가지고 있었던 캠브리지 대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

성된 모임이다. 이들은 신의 성스러운 세계를 제대로 표현

할 수 있는 이상적인 건축 공간과 의례용 가구 등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였고, 1845년 협회명칭을 교회협회

(Ecclesiastical Society)로 변경하여 계속 활동하였다. 이들은 

옥스퍼드 운동에서 추구하는 종교적 부흥을 위해서는 종교

적 의식이 제대로 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

다. 그리고 그러한 제대로 된 환경을 17세기 종교개혁에 의

해 영국국교가 성립되기 이전의 공간, 즉 카톨릭 교회공간으

로 보았다. 이러한 생각은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 건축양식과 

내부구조, 즉 고딕양식에 입각한 공간이 가장 적합하다는 신

념이 널리 확산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고딕이라는 특정한 시기의 건축양식의 정당성을 구체

적으로 언급하면서,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데에 크게 기

여한 사람으로 아우구스투스 웰비 퓨진(Augustus Welby 

Pugin, 1812~1852)과 그의 책 『Contrasts: A parallel between 

the noble edifices of the middle ages and corresponding 

buildings of the present day showing the present decay of 

taste』(대조: 중세의 고매한 건축물과 이에 상응하는 현재의 

건물 간의, 현재의 퇴락한 취향을 보여주는 병렬배치)를 들 

수 있다.10 고딕 리바이벌의 선구자였던 퓨진은 양식적으로

나 인본주의적 측면에서나 당시의 건축이 중세에 비해 매우 

쇠퇴하였다는 관점을 건축물의 종류별로 내부 공간을 그 당

09  옥스퍼드 운동의 형성 배경과 전개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면 된다. Nockles, P, 1994, The Oxford Movement in context: anglican high churchmanship 

1760~1857, Cambridge University Press.

10  Pugin, A.W., 1836, Contrasts: A parallel between the noble edifices of the middle ages and corresponding buildings of the present day showing the present decay of 

taste, John 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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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건축과 중세건축을 비교하는 형식의 삽화를 병렬 배치하

여 보여주었다. 그는 이러한 대조적인 방식으로 그 대비를 극

대화시켜 이상적인 고딕양식을 더욱 정형화시켰다(그림 1).  

 

2. 사상적 측면의 실천: 보존 사례 

1830년대까지 대부분의 교회건물은 오랜 기간 동안 제대

로 관리하지 않은 탓에 보존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습기

에 대한 관리나 필요한 보수를 제때 하지 않아  손상이 가속

화되고 있었다. 당시, 교회는 신자들을 끌어들이고 종교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제 역할을 할 만한 공간 구조를 갖추

지 못하고 있었다. 당대인들은 전대의 건축양식과 교회의 운

영방식, 그리고 신자들의 종교적 관습과 전통이 더 이상 유

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대의 선호양식으로 꾸며진 내부공

간은 당대의 종교적 이상을 담아 종교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11 특히 캠브리지캄덴협

회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교회의 공간 중에서도 신자석 공간

은 종교 활동에 매우 유용한 공간이지만 아무 쓸모없는 공간

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확산되었다.12 

당시, 사회적 요구와 종교적 신념에 입각하여 특정한 목

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물리적인 요소를 대입시키는 것, 또한 

물리적인 요소에 있어서 과거의 어느 특정한 시기, 즉 중세

시기와 고딕양식을 선택한 것은 앞서 언급한 홈스봄의 ‘만들

어진 전통’에 그대로 부합한다. 당대의 보수 행위에 핵심적

인 정신적 동력이 옥스퍼드 운동(Oxford Movement)에 있었

다는 점은 홈스봄이 주장한 신념, 가치체계를 주입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캠브리지캄덴협

회는 전통과 문화재 보존 간에 긴밀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문

화재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한 연결고리 

중의 하나가 바로 협회가 1841년에 발간한 두 권의 책, 즉 『A 

few hints on the practical study on ecclesiological antiquities』(교

회의 옛 물품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 관한 몇 가지 사실)과 「A 

few words to church builders」(교회건축가에게 필요한 몇 가

지 조언)이다. 이 안내서는 중세와 그 이후의 교회 내부의 가

구와 집기 등에 대한 연구내용, 그리고 교회건물들을 보수하

는 과정에서 실용적으로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담은 책인데, 

이 중에서도 특히 「A few words to church builders」는 교회 

내부의 공간별로 또는 의식에 사용하는 가구나 집기별로 적

절한 양식과 위치, 그리고 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으

며, 일부는 삽화나 도면으로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제시하였

다(그림 2). 

이 책에서 언급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성가대석 공간

은 일반 신도들은 범접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신성한 공간으

로 보고, 이곳에 세속적인 장식들을 하는것은 맞지 않다고 보

았으며, 신자석 공간과의 구분을 위하여  가림막 역할을 하

는 스크린(rood screen)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신자

석 공간에는 전대에 교회의 수입을 목적으로 하였던 상자형 

신자석(사진 2)을 없애고,13 개방형 또는 개별 의자(그림 3)를 

놓도록 하였다. 또한 창문의 양식은 고딕의 다양한 세부양식 

【 그림 1 】  퓨진의 책에 대비시킨 중세 교회와 현재 교회의 내부

11 White, J, 1962, The Cambridge Movement: the ecclesiologists and the Gothic revival, Wipe & Stock, pp.3~5.

12 Cambridge Camden Society, 1844, A few words to church builders, Cambridge Camden Society, Cambridge, p.14.

13  이러한 상자형 신자석은 17, 18세기에 가족단위 또는 개인에게 기여금을 받고 임대하는 형식으로 교회의 주요 수입원 중의 하나였다. 이는 매우 배타적인 방식으로 교회

의 근본 사상과는 맞지 않았으며, 신자석 공간을 유연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전대의 산물로 인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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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 Decorated Style’로, 그리고 건물 외관의 재료는 벽돌

이 아닌 석조로 할 것을 권장하였다. 

캠브리지캄덴협회는 1842년부터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The Ecclesiologist>(교회주의자)라는 간행물을 통해 주기

적으로 전국의 주요 교회에 대한 양식적인 특징과 보수 내용 

등을 게재하였으며, 그 첫 권에서 ‘Church Restoration’이라는 

소제목으로 건축가가 보수의 첫 단계에서 보수의 방향을 결

정하는 대원칙을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 건축가는 교회가 처

음 건축된 이래 첨가된 후대의 모든 흔적들을 존중하여 그대

로 남기거나, 최초의 건설자와 그의 뒤를 이은 건설자가 의

도한, 즉 최초와 그 바로 직후의 양식으로 통일시키는 방식

으로 보수하는 방식이 있다고 서술하면서 협회는 후자의 방

식이 적합하다고 명시하였다.14 또한 협회는 보수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원래의 모습(original appearance)을 되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전대에 행한 아무런 건축적 특징이 없는 요

소나 픽쳐레스크적인 취향은 희생해도 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성직자들은 고딕양식이야말로 가장 종교적인 

이상과 염원을 표현해내는 건축양식이라 굳게 믿었다. 그리

고 ‘보수’라는 명목으로 이러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교회에 구

현하고자 성당마다 보수 열풍이 일어났다. 영국과 웨일즈의 

수많은 성당들이 이상적 건축양식을 통해 종교적 부활을 꿈【 사진 2 】  Georgian 시대의 전형적인 상자형 신자석

【 그림 2 】  캠브리지캄덴협회에서 제시한 바람직한 성당의 배치

【 그림 3 】  캠브리지캄덴협회에서 제시한 개별형 신자석

14 Cambridge Camden Society, 1842, The Ecclesiologist』Vol 1, Cambridge: Metcalpe and Parlmer,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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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었다. 산업혁명 이후 신흥부자로 등장한 신도들의 경제적

인 후원과, 전문 직업군으로서 자리잡기 시작한 건축가들의 

전문성이 합쳐져 영국 내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새로운 모습

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보수는 당시 교회

의 구조적인 개혁을 일궈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교회는 양식적 부활을 통해 교세의 부활을 이루었고, 내부의 

조직적 측면에서는 주교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종교적 부

활을 위해 당시의 종교의례를 이상적인 물리적인 공간에 담

아내고자 캠브리지캄덴협회는 그들이 생각하는 종교적 이

상을 구현할 수 있는 정형화된 고딕교회의 양식을 내놓았고, 

건축가와 성직자들이 그것을 보수과정에서 실현하고자 했

다는 측면에서 보면, 당시의 옥스퍼드 운동은 홈스봄이 제시

한 가치체계와 행위규범이 된 것이다.

한편 당시의 보수에 있어서 ‘건축가’라는 직업의 등장과 발

달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18세기 이후 대학에서 정식으

로 건축과 설계를 공부하고 사회에 나오게 된 건축가들은 성

직자나 의사와 같이 전문 기술을 지닌 직업군으로서 활동하

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건축 관련 작업에서 

수석 석공이 했던 건축과정 전반에 있어서의 수장역할은 건

축가에게 넘겨졌다. 즉, 중세에 수석 석공은 설계와 시공 감

독을 맡아 했고, 그 밑의 실질적인 작업 역시 석공들이 수행

하였는데, 이 시기가 되면서 건축가들이 설계와 시공 감독자

의 역할을 하고 건축의 전 과정을 총 지휘하게 되었다. 건축

가의 등장으로 큰 교회 뿐 만 아니라 지방의 중소규모의 교회

들도 캠브리지캄덴협회에서 제시한 원칙에 의거한 보수가 

이루어진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베벌리에 있는 세인트 메리 교

회(St Mary’s)이다. 그리고 세인트 메리 교회와 같은 도시에 있

으면서 1840년대 바로 이전에 보수를 경험한 민스터(Beverley 

Minster)와 1840년대 민스터 교회의 보수를 비교해 보면 캠브

리지캄덴협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시기와 그 이전, 

그리고 그 이후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만

들어진 전통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시기는 1840년대 이후

부터 19세기 후반 이전까지에만 해당된다는 점이다.   

1840년대 초반에 세인트 메리 교회(사진 3)는 조지 마이어

(George Myer, 1803~1875)와 함께 아우구스투스 웰비 퓨진

을 불러 건물의 보수를 위한 점검을 의뢰하였다. 이들은 건물

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그 결과를 문제점(defect)과 해결방안

(remedy)으로 나누어 보고서에 서술하였다.15 그 내용 중에

는 교회건물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이 지니고 있는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있지만, 단순한 수리 차원을 넘

어 캠브리지캄덴협회의 권고와 비슷한 방식으로 내외부의 

양식적인, 또는 내부의 공간배치를 개선하려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다. 즉 신자석과 신자석 공간의 갤러리가 교회의 아름

다움을 훼손하고 공간 손실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고대 양

식으로 제시된 개방형 신자석으로 교체하고, 서북쪽 기둥 옆

에 설교단을 설치한다는 내용 등이 그러한 예이다. 또한 서쪽

면의 지붕난간과 교회의 출입문을 교체하고, 남쪽 입구에 부

벽을 설치하는 내용도 그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중에서 지

붕 난간과 교회의 출입문, 그리고 부벽에 대한 계획만 실행되

었고(사진 4, 5), 1852년 퓨진의 사망과 교회의 재정난으로 내

부 공간과 가구의 양식적 교체에 대한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

다. 하지만 당대의 고딕양식에 대한 생각을 퓨진보다 더욱 과

감하게 실천에 옮긴 조지 길버트 스코트경(Sir George Gilbert 

Scott, 1811~1878)이 1863년에 교회의 요청으로 보수를 이어

받아 신자석을 교체하였고, 신자석과 성가대석 사이의 스크

린을 설치 하면서 양식적 복원은 결국 실행되었다. 

19세기 초반, 같은 도시에 있는 민스터에 대한 1820년대

의 보수는 전대양식의 흔적을 없앴다는 점에서는 세인트 메

리 교회의 보수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양식 선택의 기준과 

전대의 흔적을 없애는 이유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

15  Pugin, A.W., 1844, Report on the state of St Mary’s Church and the proposed works and restoration, dated 2 November 1844, East Riding Archive Office(Beverley) 

PE1/731. 현재 이 자료는 이스트 라이딩 아카이브 오피스의 문서자료로 보관되어 열람이 가능하며, 당시 Pugin이 손글씨로 쓴 보고서이다. 이에 대한 전문은 Lee, 

Sujeong, 2007, Conservation of religious buildings in use: comparative research into some philosophical, legal and management aspects of the conservation of English 

churches and Korean Buddhist Temples, Unpublished PhD thesis, University of York, pp.340~341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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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3 】  현재의 세인트 메리 교회

【 사진 4 】  퓨진이 설치한 세인트 메리 교회의 난간

【 그림 4 】  헉스무어가 설치한 베벌리 민스터의 중앙탑 지붕

【 사진 6 】  현재의 베벌리 민스터

【 사진 5 】  퓨진이 설치한 세인트 메리 교회의 부벽

다. 1826년에 교회의 보수요청을 받은 건축가는 토머스 릭맨

(Thomas Rickman, 1776~1841)이었다. 그는 고딕 리바이벌 운

동의 핵심인물로서 고딕양식을 선호한 건축가이긴 했으나, 캠

브리지캄덴협회의 회원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고딕을 통한 

종교적 부활을 지지한 교회주의자도 아니었다. 릭맨은 단순히 

전대의 양식이 미학적으로 아름답지 못하고, 수려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대의 양식을 없앴다. 그는 18세기의 유명한 건축가

였던 니콜라스 헉스무어(Nicholas Hawksmor, 1661~1736)가 

디자인하여 설치한 성가대석 뒷면의 목조 스크린을 고딕 양식

의 석조스크린으로 교체하고, 성가대석과 신자석 내부의 일부 

가구를 당대 양식의 가구로 교체하였으며, 중앙탑 위치의 지

붕에 씌워진 돔을 철거한  자리에 자신이 생각하는 고딕양식

의 중앙탑을 설치 등 당시에 선호하는 고딕양식으로 성당의 

내외부를 일원화하고자 하였다(그림 4, 사진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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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수방식은 앞서 살펴본 세인트 메리 성당의 보수

와는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민스터

의 1820년대의 보수 당시는 옥스퍼드 운동과 캠브리지캄덴

협회의 활동이 확산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미학적인 측면

에서 전대의 취향을 낮게 평가하고, 당대에 선호하는 양식으

로 교체하려는 차원에서 문화재를 보수하였다. 당시의 보수

는 특정 종교적 목적을 물리적인 측면에서 달성하기 위해서, 

혹은 특정 양식을 이행하는 원칙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한 보

수는 아니었다. 그 당시 종교적 차원이 아닌 미학적 차원에

서 전대의 양식적 취향을 매우 낮게 평가했다는 것은 릭맨이 

보수를 시작하기 1년 전에 발간된 민스터를 소개하는 책자

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원래 고딕양식이었

던 교회에 바로 전대에 유행한 그레시안 양식의 성찬대와 도

릭 양식의 기둥으로 받친 갤러리를 설치하였으며, 성가대석

에 있던 아름다운 석조 스크린을 목조로 교체하여 이들의 요

상함의 극치로 인해 교회의 아름다움을 모두 가려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16 이러한 서술로 미루어 볼 때, 1년 후에 성당

의 보수를 맡은 릭맨 역시 단순히 당대에 유행하는 양식이자 

본래 교회의 건립당시의 양식인 고딕양식으로 보수하였고, 

그러한 결정에 카톨릭의 의례를 집전하기 위함이라든지, 종

교적 부활을 건축적 양식에 연결시키고자 한 의도는 없었다. 

그러므로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 과거를 인식하는 방식이 

특정시기와 양식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은 19세기 초반에서 

중반까지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기의 종교건

축의 보존은 그보다는 좀 더 확장된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복

합적인 요소가 결합된 방식으로 과거의 모든 시대적 흔적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

다. 이러한 주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복원-반

복원의 논쟁에 나타난 과거에 대한 인식과 복원의 입장에서

의 보존사례와 반복원의 입장을 존중한 보존사례 간에 비교

를 통해 전대에 과거를 인식하는 방식이 변화되었음을 논하

고자 한다.   

19세기의 보수는 앞서 중점적으로 논의한 종교적 관점

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의 등장, 정치적 변화, 내셔널리

즘의 유행, 오래된 것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건축양식과 역

사에 대한 연구의 축 등 매우 다양한 요소들을 기반으로 한

다. 또한 건축물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특정시기를 

심어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복원

(restoration)’에 대한 개념이 논쟁거리로 등장하였다.  

19세기 후반에 대립한 복원과 반복원 논쟁을 통해 당대

에 과거를 인식하는 관점이 전대에 비해 어떻게 변화하였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당시에 제시된 복원에 대한 상

반되는 개념 정의와 복원, 반복원의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

기로 하겠다.  

19세기 문화재 보존의 두 거장, 존 러스킨(John Ruskin, 

1819~1900)과 비오레 르 뒥(Eugène Emmanuelle Viollet-le-

Duc, 1814~1879)의 복원에 대한 개념정의는 이미 여러 곳에 

【 사진 7 】  베벌리 민스터의 석조스크린

19세기 후반의 과거인식 : 
있는 그대로의 과거, 
다양한 가치를 지닌 과거

16  Johnson, W, 1825, Short history of Beverley Minster, Beverley: W.B. Johnson, pp. 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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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되었지만 논의의 전개를 위해 여기에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비오레 르 뒥은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

이 복원을 정의하였다.  

‘복원이라는 용어와 행위 모두 근대적인 것이다. 건축물을 

복원한다는 것은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며, 보수하는 것

도 아니고, 재건하는 것도 아니다. (복원은) 건축물이 완성되

었던 상태로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상태는 사실상 

실제로 어느 순간에도 존재하지 않았었을 것이다. 다른 시대

가 실제 되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은 금세기의 2분기에 시작

되었으며, 이러한 형태의 건축적 복원이 명확하게 정의된 바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17

매우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보존을 정의한 그와는 달리, 

러스킨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복원은 건축물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총체적인 파괴를 의미

하며,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파괴이며, 대상물에 대해 거짓

된 인상을 남기는 파괴행위이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있어

서 우리 자신을 기만하지 말라. 건축물에 있어서 그 어떤 훌

륭한 혹은 아름다운 것을 되살리는 것은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것이다.’18 

비오레 르 뒥은 건축물을 직접적으로 보수하는 건축가로

서 구조적, 과학적 시각에서 실증적으로 복원행위를 인식하

고 있었고, 자신이 하는 행위가 실제는 존재하지 않았던 모습

으로 새롭게 만드는 행위라고 보았다. 즉, 물리적인 매개체를 

통해 과거를 만드는 혹은 창조하는 행위로 인식한 것이다.19 

비오레 르 뒥과 같이 실제 건축물을 다루는 사람의 입장

에서 그의 생각과 동일선상에 서 있었던 사람이 앞서 잠시 

언급한 조지 길버트 스코트 경이다.20 그가 집중적으로 활동

했던 19세기 후반은 19세기 중반의 흐름을 이어받아 교회건

축물에 대한 보수가 더욱 가속화되었던 시기이다. 이는 전대

의 양식적인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복원이자, 종교적인 목적

과 연관하여 신성한 공간으로 장엄하고, 당대의 의례와 요구

를 담아내기 위한 복원이었으며, 전대의 행위를 계승하고 발

전시켜 실제 보존에서 고착화시킨 인물이 바로 스코트 경이

다. 그가 몇 개의 교회를 수리하고 복원했는지 모두 파악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손길을 거쳐 간 교회는 많았다. 그는 캔터

베리 대성당이나 웨스트 민스터 사원 등 매우 중요하고 거대

한 교회 외에도 지방의 중소형 교회건축도 건물 내·외부를 

대대적으로 복원하였다. 때문에 영국의 비오레 르 뒥이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비오레 르 뒥의 작업에는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던 러스킨과 모리스의 비난을 가장 많이 받았던 건축가

이기도 하다.

그가 대규모로 한 보수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21 

본 논문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셀비사원(Selby Abbey)

과 앞에 언급한 베벌리 민스터(Beverley Minster) 등 두 교회

에서의 보수를 통해 전대와는 또 다른 관점에서 과거를 인식

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우선 요크셔 지방의 셀비 사원(Selby Abbey)의 보수공사

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서쪽 외관 전면의 중앙칸 위에 

17  Viollet-le-Duc, E, 1854, Dictionnaire raisonne de L’architecture, Paris:B Bance. 본 논문은 그 내용을 선별한 다음의 번역본에서 참조하였다. Whitehead, K 번역, 1990, 

The foundations of architecture: selections from the Dictionnaire raisonné, New York: George Braziller. p.195.

18  Ruskin, J, 1849, Seven lamps of architecture, London: Smith Elder & Co. 본 논문은 1911년에 재발행한 책(London: George Allen & Sons, p.353)에서 그 내용을 인용

하였다.

19  그의 대표적인 복원사례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면 된다. 이수정, 2006, 「성당보존을 통해 본 비올레 르 뒥(Viollet-le-Duc)의 보존이론에 대한 연구」 강좌미술사 

26, 한국미술사연구소, pp.495~517.

20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글에서 비올레르 뒥을 러스킨과 비교하고 있는데, 이는 고딕양식에 대한 생각이나 복원의 개념에 있어서 비교를 할 때에 적합하다. 하지만 러스킨

은 문학가이자 사상가였으므로 건축물을 보수한 경험이 없으므로, 복원의 실행적 측면에서는 비올레르 뒥과 스코트를 비교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21  그 대표적인 논저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Jokilehto, J, 1999, A history of architectural conservation, Oxford: Butterworth-Heinemann, pp.137~173.

    Denslagen, W, 1994, Architectural restoration in western Europe: controversy and continuity, Amsterdam: Architectura & Natura Press. pp.33~ 82.

    Cobb, G, 1980, English Cathedrals:the forgotten centuries, restoration and change from 1530 to the present day, Glamorgan: Thames and Hud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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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없었던 고딕양식의 박공을 세운 것이다(그림 5, 사

진 8). 그리고 그의 손자인 찰스 매리어트 올드리드 스코트

(Charles Marriot Oldred Scott, 1880~1952)는 할아버지의 뜻

을 이어받아 그 양쪽에 두 개의 종탑을 설치하여 완전한 형

태의 고딕양식을 재현하였다(사진 9). 또한 베벌리 민스터에

서는 18세기에 헉스무어가 신자석과 성가대석 사이에 설치

한 바로크 양식의 석조 스크린을 없애고(사진 10), 고딕 양식

의 새로운 스크린을 설치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래는 전대와 

동일한 재료인 석조 스크린을 설계하였으나, 어떤 이유에서

인지 목조로 변경하여 설치하였다(그림 6, 사진 11). 이는 캠

브리지캄덴협회가 중시했던 종교적인 측면보다는 미학적

인 측면을 더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1850년의 저서

에서 오래된 건축물이 당대에 종교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변형이 필요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복

원은 실질적이고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였다.22 여기에서 그는 그의 복원이 목적을 위해 변형을 하

는 것처럼 이야기 했지만, 실제 작업에서는 고딕이라고 하는 

예술적 미감을 구현하기 위해 디자인의 변경을 선택하였다. 

당시에 자신의 복원에 쏟아지는 비판을 희석시키는 차원에

서 1848년의 한 강연회에서 다음과 같이 복원에 반대하는 입

장을 표명하였다.        

‘복원가는 단지 그가 선호하는 것만 보존하는 경우가 많고, 

그의 취향에 맞지 않는 것은 심지어 변형하기까지 한다.  나

는 소위 복원이라고 부르는 체제에 반대하며, 그러한 체제는 

신성한 예술작품의 겸허한 형태의 진정한 예증들을 우리에

게서 빼앗아가는 행위이므로 나는 이 자리를 그러한 행위에 

반대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23

22  Scott, G, 1850, A Plea for the faithful restoration of our ancient churches, London: Parker. p.52.

23  Scott, G, 1848, A paper read before the Buckinghamshire Architectural and Archaeological Society at their first annual meeting, 27 July, 1848, p.21. 이 강연회의 강연

내용은 각주 18의 저서에 부록으로 포함되어 있다.

【 사진 8 】  스코트가 첨가한 셀비 사원의 박공

【 그림 5 】  셀비 사원의 서쪽 면(1829년)



201·Lee Su-jeong 문화재 보존에 나타난 과거인식에 대한 고찰

【 사진 9 】  동서 종탑 설치 후 셀비 사원의 현재 모습

【 사진 10 】  헉스무어의 스크린

【 그림 6 】   스코트의 원래 디자인(1842)

【 사진 11 】   실제 실행에 옮긴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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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는 강연회에서는 취향에 맞는 것을 변형하는 복

원이라는 체제에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작업에 있어서

는 베벌리 민스터나 셀비 사원에서와 같이 교회의 성직자가 

요구하는 당대의 미적 취향을 반영하기 위해 전대의 흔적을 

지웠다. 또한 그에게 있어서 과거는 종교적 목적을 위해 건

물에 재현해야 하는 존재라기 보다는 당대의 미학적 취향을 

충족시키는 재료이자 자원과 같은 것이었다.   

한편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행

위로 복원을 정의한 비올레르 뒥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러

스킨은 복원은 과거의 흔적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 거짓된 

것을 심는 행위로 보았다. 결국 복원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중단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물질적

인 산물을 통해 과거를 새롭게 창조하거나 만들려고 하기보

다는 역사적 건축물이 현재의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현재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즉 있는 그대로 과거를 인식하

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의 생각은 바로 고건축물을 탄생시킨 장인이나 예술가

의 정신이 건축물의 물리적인 부분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원작자의 정신과 기술은 그 어느 누구도 재현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24 더 나아가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작품은 생명력을 가지고 현재까지 살아

있으므로, 오히려 복원은 그러한 생명력을 없애는 행위로 보

았다. 때문에 고건축물에 대하여 당대인들은 자연적으로 퇴

색하고 손상되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유

지보수만 할 뿐, 그것을 과거의 어느 모습으로 돌리기 위해 

후대의 흔적을 없애거나 과거의 특정 시점의 모습으로 양식

적인 통일을 이루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였다. 

과거를 파괴하는 복원보다는 일상적인 관리로 건축물의 

생명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러스킨의 생각은 윌리엄 모

리스(William Morris, 1836~1896)가 창설한 고건축물보호

협회(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cient Building, 줄여서 

SPAB)의 『선언문(Manifesto, 1877)』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를 간략히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50년간 예술적인 오래된 기념물에 관하여 새로운 관심

이 생겨나면서, 열정적인 태도로 종교, 역사, 미학 등에 대한 

발전이 있었지만 그러한 기념물에 대한 우리의 행위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가장 파괴적이었다. 과거에 등장한 고딕양식과 

같은 숭고한 건축양식에 견줄 만한 미감과 양식은 소위 우

리가 문명사회라고 부르는 우리의 현대 시대에는 전혀 존재

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고건축의 복원이라는 

매우 이상한 개념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행위는 그 말 자

체가 암시하듯이 건물에서 역사적 흔적을 모두 벗겨내어 임

의의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11세기에 지어진 성당은 

그 이후 세기마다 첨가된 역사적 흔적을 간직한 총체이며, 

이를 변형할 때마다 그 역사적 흔적은 사라져서 인류의 정

신과 더불어 살아있는 흔적이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소위 건물의 역사에서 가장 

전성기였던 시기로 건물을 되돌린다는 명목 하에 전대의 예

술가들이 마음에 품었던 것을 상상하여 변형시킴으로써 건

물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건축가들에

게 살아있는 정신과 혼이 복원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

고, 그러한 행위들이 범국민적인 동의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호소하는 바이다. 우리는 복원 대신에 보호하기를 

바라며, 일상에서 건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일 관리하는 

방식으로 보호해 주기를 호소한다. 그것이 결국 우리가 지

식인으로서 우리의 고건축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며, 우리 

뒤에 올 세대들에게 교훈적이고 숭고한 형태로 남겨주게 되

는 것이다.’ 25

24  그러한 그의 생각은 1850년대에 시작된 미술공예운동(Arts and Crafts Movement)를 형성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술공예운동의 핵심은 단순히 장인의 기술과 수

작업의 가치를 중시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산업혁명과 기계문명으로 찌든 현대사회를 보다 인간적이고 발전적인 사회로 개혁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

자는 데에 있다. 그러한 러스킨의 생각에 큰 영향을 받은 윌리엄 모리스는 중세의 예술작품 생산방식과 산업이 현재의 사회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고 믿었다. 그리고 실제 그가 소유하고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와 장식물 회사였던 Morris & Co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직물과 상품의 생산에 그러한 방식을 적용하였다.

25  SPAB, 1877, Manifesto, London: SPAB



203·Lee Su-jeong 문화재 보존에 나타난 과거인식에 대한 고찰

이를 토대로 소위 SPAB 방식의 보수가 등장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방식중의 하나가 석조유물의 결손부위를 벽돌 등 

다른 재료로 보강하는 방식이다(사진 12). 이는 전대의 보수

방식과는 달리 후대의 보수내용을 명백하게 알아볼 수 있도

록 표시하여 원작자의 기술과 기법을 모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여 후대인들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이러한 고건축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이 선언문이 지닌 

또 하나의 큰 발전적 기여로 평가할 수 있다. 선언문의 후반

부에는 그동안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던 문화재의 가치

를 예술적, 픽쳐레스크적, 역사적, 연대적, 종합적 가치 등으

로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양한 가치가 고건축

을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대상이라고 간접적으로 주장

하고 있다. 이는 19세기 후반 이후 20세기의 문화재를 인식

하는 데 있어서 문화재가 지닌 가치를 중심축으로 두도록 하

는 데에 큰 사상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고건축을 통해 윌리엄 모리스가 바라본 과거에 대한 인식

은 스코트가 맡았던 터크스베리 사원(Tewkesbury Abbey)

의 복원에 반대하는 편지에서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그는 

1876년에 <The Athenaeum> 이라는 잡지에 보낸 편지에서 

‘고건축물은 단순히 종교적인 장난감이 아니라 국가의 성장

과 희망을 안겨주는 신성한 기념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26 

또한, 1877년 <The Times> 신문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의 고

대의 역사적인 기념물들이 국가적 자산이며, 더 이상 종교적

인 소유물이라는 생각들에 그 운명이 맡겨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편지는 스코트가 캔터베리 교회에 일부만 남

아있던 14세기의 석조성가대석을 완형으로 복원하고자 하

는 계획을 발표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

낸 것이었다. 모리스는 과거로부터 전해진 물리적 유산을 종

교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도구로 인식하지 않고, 국가의 자산

으로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과거의 산물에 대한 다양한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그 개념이 훨씬 더 종합적이고 확장되

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 19세기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과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

다. 특히 역사를 인식하는 하나의 방법론인 홈스봄의 ‘만들

어진 전통’의 관점을 적용하여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사상

【 사진 12 】   SPAB 식 보수(석조외관을 벽돌로 보수)

26  Morris, W, 1876, The Athenaeum, 10 March 1876, p.326. Miele, C(ed), 2005, From William Morris: Building conservation and the Arts and Crafts cult of authenticity, 

1877~1939,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p.31에서 재인용.  

남겨진 과제 : 과거에 대한 
인식을 읽어내는 다양한 
방법론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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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배경과 변화에 대하여 논하였다. 

19세기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종교적인 요구와 목적에 부

응하기 위해 중세라는 과거의 특정 시점을 왜 선택하였으며,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 이를 어떻게 실천하였는지 살펴보았

다. 그 다음으로 19세기 후반에 등장하는 반복원 운동이 특

정한 양식이나 시대를 의도적으로 선택하기 보다는 문화재

에 쌓인 역사적인 흔적을 모두 중시하고, 특정 목적에 맞는 

가치가 아닌 다양한 가치를 읽어내고 존중하려는 방향으로 

생각이 전환되었음을 논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홈스봄의 

방법론에서 한 단게 나아가 시대별, 문화별 특성을 읽어내

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18세기에 시작된 고딕부활운동은 19세기에도 이어져 수

많은 교회들이 양식적 통일을 위해 르네상스 시기의 바로크

양식이 투영된 가구와 부재들을 모두 고딕양식으로 바꾸었

다. 그러나 18세기의 고딕부활이 낭만주의 사상과 중세에 대

한 동경, 그리고 양식 자체에 대한 선호에서 시작되었다면, 

19세기 고딕양식에 대한 선호는 카톨릭 정신의 부활이라는 

이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양식이라는 점에서 차

이가 존재한다. 즉 19세기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는 데에 

있어서 특정 시대와 양식을 선택하였고, 그러한 양식 선택의 

사상적 배경에는 종교적 이념을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현재에 과거를 끌어오는 방식

이 반복원 운동에서 변화된 양상으로 나타난다. 여전히 고딕

양식을 선호하였지만 고딕양식의 외관적 아름다움에서 더 

나아가 문화재에 남겨진 장인 정신과 물리적 요소에 투영된 

원작자의 고귀한 손맛을 존중하였으며, 장인의 흔적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였고,  그것은 후대인들이 모방하거나 

재생산할 수 없는 그 자체로서 고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때문에 원작자의 작품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고, 종교적 가치나 미학적 가치를 넘어 해당 문화재가 

지닌 다양한 가치들을 보아야한다는 생각으로 과거에 대한 

인식의 폭이 다양해지고 넓어진 것이다. 

전통과 마찬가지로 문화재 보존도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

킨다. 그리고 전통이 생각이나 지식, 그리고 행위 등 눈에 보

이지 않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19세기의 문화재 보존은 

건축물이라는 물리적 유산으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는 

또 하나의 전통이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는 행위

는 그 사상적 배경과 목적, 방식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변화

되어 왔으며,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

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틀은 시대적 특성과 해당 국가의 사회

적, 문화적, 예술적, 종교적 상황과 더불어 정치적 경제적 요

소를 함께 고려한 것이라야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유럽 역사에 있어서 과거를 읽어내는 방식에 

대한 이해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의 보존사를 이해하고 분석

하는 데 있어서도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당대인들의 과거를 인식하는 자료에 대한 

발굴과 축적,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미친 자료와 역사적 사

실에 대해서 많은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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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hange of Perspectives on the Past in 
Heritage Conservation
- Focusing on the 19th Century Restoration of Religious Buildings
  in England - 

Lee Su-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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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ing the concept of ‘Invention of Tradition’ by Hobsbawm,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 of 

perspectives on the past and the attitudes toward connecting the past and the contemporary in the 19th 

century restoration of religious buildings in England. 

The Anglican society in the early 19th century argued that the catholic theology and rituals should 

be revived in their practice, which has formed the Oxford Movement. Such aspiration has stimulated 

to the society to execute its religious practice in a proper space, which has resulted in the Cambridge 

Camden Society in the middle of the century. Their publications on church buildings and arrangement 

had much affected to the restoration of many churches to rip off the previous Georgian furnitures and 

features of the fabric into Gothic, the style of middle age. 

The perspective on the past for anti-restoration movement in the late 19th century has moved into 

the one to respect all historical layers of previous spirit imprinted in the church buildings. Inspired 

by Ruskin and formulated by Morris, SPAB’s Manifesto has reflected that the spirit of the first builder 

can not be reproduced or copied by the contemporaries, and therefore a daily maintenance is the best 

practice to extend the life of spirit rather than restoration. In addition the material remains is no longer 

belong to the religious entity but should be regarded as national heritage.

By examining the change of perspectives on the past between the early and middle of 19th century 

and the late 19th century, this paper has argued that the various factors such as social, economic, 

political, art and commercial factors should be examined together in the understanding of conservatio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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