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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과 ‘원형유지’는 국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철학적 토대를 이루는 핵심적인 개념이자 원칙이다. ‘원형’은  

20세기를 전후한 근대기에 국내에 그 용어가 유입된 이후 구체적인 의미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나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탓에 여전히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주관적인 개념을 지닌 용어로 남아있다. 또한 용어에 대한 개념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1999년 문화재보호법에 ‘원형유지’ 조항이 신설되어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기본원칙으로 명문화되었지만 유효한 원칙으로 실무에 

적용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첫 단계로 원형개념이 유입되는 과정과 시대적 배경, 그리고 원형유지의 원칙이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의 공식적인 원칙으로 자리잡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검토와 사례연구를 통해 개념이 유입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시대’와 ‘양식’을 중심으로 원형개념이 고착화되는 경향, 그리고 시대 중에서도 최초의 시기, 또는 가장 이른 시기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그로인해 고정된 시점에 맞추어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면서, 원형이 지녀야

하는 다양한 측면의 속성들을 간과해 온 결과 원래의 재료 등 원형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손실된 채 문화재를 보존하는 문제점이 야기

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태도와 경향이 문화재를 다양한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역사적, 예술적 가치, 특히 그 중에서도 

역사적 가치와 흔적을 담아내는 물질적 산물로 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시대적인 역사인식이 단층적이며, 원형유지의 원칙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원칙의 타당성에 대하여 보존철학적 관점에 근거한 심도있는 논의가 부족하다는 데에 기인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원형에 대한 개념정의는 문화재가 지닌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여 그 개념이 다면적·다층적으로 재설정되어야 하며, 

문화재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한 원형개념이 정립되어야 하고, 원형유지 조항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실제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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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 문화재와 원형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의 모든 판단은 논리적 근거와 

일관된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 선택을 통해 해야한다. 그래

서 최근 들어 국내에서는 보존·관리를 위한 합리적 판단

에 필요한 원칙과 철학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

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까지 원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문화재를 지정

하고 보존·관리하는 데 있어서 ‘원형을 지켜야 한다’ 또는 

‘원형을 회복해야한다’라는 원칙이 판단의 준거로 작동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그 원칙의 핵심인 ‘원형’의 개념이 모호하고, 그 원칙을 형

성하는 철학적 토대나 그 원칙이 타당하다는 논리적 근거

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법 조항에서나, 실제 판단에서 내세

우고 있는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의 원칙은 외형적으로 

존재하지만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체, 그리고 그 뿌리

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문제는 일차적으로 ‘원형’

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없다는 데에서 발생한다. 원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개념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면 원형

이라는 대상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원형보존·원형유지의 원칙은 준수할 수 없다. 

현재 우리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원형을 문화재가 지

닌 가치를 형성하고 구현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문화

재를 지정하고, 문화재의 훼손 여부를 판단하고, 물리적 개

입여부와 개입정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

준과 잣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형의 개념이 모호

하고, 그 개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원형을 

판단기준과 잣대로 사용하게 되면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주

관적인 판단을, 그리고 합리적 판단보다는 임의적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문화재에 대한 국가의 정책과 판

단에 일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원형에 대한 

주관적·임의적 정의를 적용한 당대의 의사결정과 행위 중 

일부는 오히려 문화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은 정부 주도하에 문화재의 보

존과 관리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

장을 이루었고, 행정적 절차와 법적 틀에 있어서 내실을 기

하는 등 행위를 위한 외형적인 틀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

다. 그렇다면 이제는 외형적인 틀을 이끌어 갈만한 내용적

인 부분에서 내실을 기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국내

에서 행위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는 원형유지 원칙의 

의미와 기본원칙으로서의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

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칙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논문은 그 모든 과제의 첫 단계로 문화재청 내부의 

연구자들이 시작한 ‘원형’에 대한 개념 연구의 한 부분이다. 

그 중에서도 본고는 원형연구의 책임연구자로서 필자가 맡

은 원형개념의 유입과정과 사회적 배경, 개념의 발전과 변화

과정, 그리고 원형을 핵심으로 하는 원형유지가 법적 틀에 

들어온 과정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원형유지의 원칙을 향

후 존치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존치할 경우 문화재 종류별

로 원형개념은 어떠한 개념으로 발전해야 하는지 고민하기 

위해서는 수집한 자료와 분석결과를 지속적으로 외부의 연

구자나 전문가들과 공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만 이들 기초자료를 토대로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와 일

반국민 모두 보다 건설적이고 종합적인 토론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문화재의 주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책임지고 있는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와 공감대를 마련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2장에서는 20세기를 전후한 근대기의 각종 

문헌자료를 토대로 이 시기에 ‘원형’이라는 용어와 개념이 

유입되는 과정을 고찰하고, 용어의 사용 용례에 대한 분석

을 통해서 일제강점기에 원형의 개념이 국내에서 어떻게 이

해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 장에서는 원형에 대

한 이해가 그것이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에 대한 개념과 매

우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원형을 ‘시대’

와 ‘양식’에 맞추어 이해하는 이 시기의 특정한 인식방식이 

당시에 문화재를 역사적 산물로만 한정하는 인식에 기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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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주목하여 고찰하였다. 3장에서는 해방 이후에 

역사성에 바탕을 둔 문화재인식과 ‘시대’와 ‘양식’을 중심으

로 하는 전대의 원형개념이 어떻게 뿌리내리고, 일부 변화

되었는지 고찰하였다. 이 장에서는 시대별로 중요한 보수·

복원공사에서 복원여부와 개입정도를 결정하는데에 전대

의 원형에 대한 관점이 그대로 고착되었음을 서술하였다. 4

장에서는 해방 이후 어떠한 과정을 거쳐 법과 지침에 원형

유지의 원칙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명문화

된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었는지 고찰하였다. 이 장에서는 

원형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피상적인 원형 

보존의 원칙을 ‘원형유지’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법의 조항

으로 명문화하고, 그 의미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원칙을 실

무에서 준수하도록 법에 행정적인 절차만을 마련하는 과정

을 살펴보았다. 마지막 5장에서는 원형개념의 부재, 그리고 

그 상태에서 원형유지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을 정리하고, 앞으로 문화재의 원형개념을 정립하는 데 있

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Ⅱ. ‘원형’ : 용어의 유입과 초기적 의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형개념은 과거에 만들어 당

대까지 전해 내려온 물리적 산물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

을 ‘문화재’라는 대상물로 인식하면서 생겨난 개념이다. 그

러므로 물질적 산물의 가치를 인식하고 개념화하기 시작하

게 된 시기에 맞추어 ‘원형’ 개념의 유입시기를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역사적 산물로서의 

문화재와 근대기 이전에 물질적인 산물에 대한 인식 간에 

존재하는 가장 큰 차이는 그것을 이해하고 향유하는 주체

가 그 대상의 속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 대상에 어

떠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

만 문화재 개념이 유입되기 이전에 과거에 생산된 물질적인 

산물 중에 의미있는 대상은 ‘고적’으로 통칭되었다. 『신동국

여지승람』 등 여러 문헌자료에 ‘고적조’라는 항목에서는 오

래된 건물이나 의미있는 장소, 경치가 뛰어난 명승 뿐 아니

라 현재 우리가 동산문화재로 분류하는 회화작품 등 다양

한 범위를 포괄하여 서술하고 있다.  또한 정시한의 『산중일

기』(1686)등의 유람기 등에도 건축물이나 명승에 관한 서술

이 등장한다. 이들에 나타난 과거의 물질적 산물에 대한 근

대기 이전의 인식은 그것이 지닌 모양이나 양식적 특징보다

는 그것에 담긴 의미와 역사, 주변 자연환경이나 사용상의 

실용적 측면, 심미적 느낌 등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까지의 전통적 사회에서의 ‘건축’의 개념은 상

당히 실용적 차원에서 사용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일부 예술

적·미학적 가치 지닌 물질적 산물이었을 것이다. 그러한 건

축물은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적·기능적 가치

를 지닌 구조물의 차원을 넘어 역사적·정서적(민족적)·예

술적·학문적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때문

에 과거에는 건물을 짓거나 고치는 공사에 있어서 사용과 

기능적 측면을 중시하였다면, 보다 확대된 의미를 지닌 대상

물로서 건축물을 인식하게 된 후에는 그것을 대상으로 하

는 행위(보존, 복원, 수리 등)에서 대상물의 ‘원형’을 중요하

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림에 대한 인식도 근대기 

이전과 이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전통적으로 그림을 그리

는 것은 문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한 과정이나 전대 

작품의 정신적인 고귀함을 재해석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이

해하였고, 감상하는 것 역시 그러한 과정을 중시하였다. 그

림에 나타난 묵법이나 필법은 그러한 정신적 부분을 표현하

기 위한 도구로 이해하였다. 이에 비해 근대 이후 회화작품

을 문화재로 인식하게 된 후에는 회화작품의 예술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변화하였으며, 과거에 중시하던 측면보다는 형

식에 대한 분석과 함께 시대적 양식적 특징을 중시하고, 거

기에 민족적 미감과 정서를 투영하는 등 대상에 대한 인식

에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한 건축물과 예술품이나 공예품에 대한 관점의 

전환은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측면도 있겠으나 상당

부분 서구의 영향으로 생긴 변화이다. 즉, 서구유럽에서 르

네상스 시기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역사에 대한 인식,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발굴과 미술사 연구의 

발달 고딕 리바이벌과 미술공예운동, 건축물에 대한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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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원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성한 내부 전문가 회의(’15년도 2차 회의)에서는 보존행위를 전통적인 건축 관련 개념인 중수, 중건, 중

창, 수선, 영건 등의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볼 것인지, 아니면 근대기에 등장한 사회적 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회의에 참석한 연구자들 간에 

전통적인 건축관련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보존행위를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으나 중론은 후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필자 역시 전통적 건축 

관련 행위와 근대기 이후의 보존행위는 그 대상을 이해하는 관점이 다르고, 근대기 이후의 보존행위는 원형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보존행위를 근대기 

이후의 개념으로 보겠다. 

2 개화기 및 일제강점기 사전류에서 원형에 대한 검색과 고찰은 본 연구과정에서 이상현(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HK교수)에게 부탁하였으며, 그 중 일부내용

은 문화재청 내부전문가 4차 회의(2015년 7월 27일)와 2015년도 반교어문학회에서 발표하였다. 그는 ‘원형’이라는 용어는 적어도 1910년 후반에 사회·관

습에 의해 토착화된 어휘였으며 동시에 분명한 역사적 용례를 지니고 있었던 어휘로 보았다.

3 김동성 저·권덕규 교열, 1928, 『最新 鮮英辭典(The New Korean-English Dictionary)』, 博文書館.

 Gale, J., 1931, 『韓英大字典(The Unabridged Korean-English Dictionary)』, 朝鮮耶蘇敎書會.

 문세영, 1938, 『조선어사전』, 조선어학사전 간행회.

4 井上十吉 編, 1909, 『和英辞典 : 新訳』, 三省堂. 각주 2)에서 언급한 이상현의 반교어문학회 발표문에서 재인용.

반복원 등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관점과 사상이 조선에 유

입되면서 건축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것이지 않을까 한

다.1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내에서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

온 물질적 산물을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문화재로서 인식하

게 된 시기는 19세기 말을 전후한 시점이며, 원형개념의 유

입은 그 이후로 상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먼저 원형이라는 용어의 유입과정과 용어의 의미, 그

리고 개념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자료는 각종 사전류이

다. 특히 그 개념이 ‘문화재’라는 개념과 함께 일본을 통해

(혹은 직접) 서양에서 유입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두고 본다

면 조선말과 외국어 간의 번역을 위한 이중어 사전에서 관

련 용어를 살펴봄으로써 유입시점과 유입당시의 의미를 추

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원형(原形)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

장한 사전은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어사전』(1920)

으로, ‘원형’을 ‘本來の形狀’으로 설명하고 있다.2 여기에서

는 ‘형상’이라고 하여 ‘형’과 ‘상’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이는 

뒤에 서술할 원형과 원상을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조선어사전』 이후 편찬된 이

중어 사전에서는 한동안 ‘원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

는다. 다만 『조선어사전』에서 원형개념을 풀이한 ‘本來’라

는 용어와 ‘形狀’이라는 용어를 나누어 그 이후 발간된 사

전들에 나타난 의미를 보면 초창기 ‘본래의 형상’이 무엇

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 1928년에 발간한 『最新 鮮英事

典』과 1931년의 『韓英大字典』, 그리고 1938년의 『조선어사

전』에서는 ‘本來’는 ‘originally(원래), from the first(처음부

터)’, ‘originally(원래), at first(처음에)’, ‘본디’ 등으로 번역하

고 있으며, ‘形狀’은 ‘shape(모양), form(형태), figure(모습)’, 

‘form(형태), appearance(외형), look(모습)’, ‘물건의 형체, 

모양, 꼴’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3 즉 ‘형상’은 모습과 상태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의 용어로서 앞에서 ‘원형’을 ‘본래의 형

상’이라고 한 것은 원형이 형태와 상태를 모두 포함하며, 그

것은 처음 만들어진 시점의 모습이나 당대 이전의 모습을 

모두 지칭하는 포괄적 의미의 용어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

는 형태와 가장 이른시기라는 특정시기만을 한정하여 지

칭하는 용어로 ‘원형’을 이해하는 후대의 개념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그들보다 앞

서 일본에서 1909년 발간한 『和英辞典』에 ‘原形(GenKei)’

을 ‘the original form(원래의 형태)’로 번역하고 있는 것으

로 볼 때,4  일본에서는 그러한 의미를 지닌 용어로서 ‘원형’

을 보다 이른 시기에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용어의 유입과 의미의 발전과정을 좀더 깊

이 이해하기 위하여 근현대 신문 및 잡지 자료 등 실제 용

어를 사용한 각종 문헌자료를 검토하였다. 이들 자료에 실

린 문화재 관련 글에서는 원형개념과 유사한 용어로 모두 

3개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 중 2개의 용어는 한글로 동일

하게 ‘원형’을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한자어로 ‘原形’과 ‘原

型’으로 달리 사용하였으며, 세 번째 용어로 원형과 유사 

또는 동일한 의미를 담은 ‘원상(原狀)’이라는 용어를 사용



104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9. No. 1

하고 있다. ‘원형’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자리잡지 않은 상

태에서 이들 세 용어에 대한 의미를 구분하여 사용한 것은 

아니며,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 글에서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다양한 용어를 섞어 용어 도입의 초기적 양상

을 보여주고 있다. 

근현대 신문자료에서 ‘원형’이라는 용어가 문헌에 등

장한 최초의 시기는 일제강점기인 1921년이다.5 권덕규

(1890~1950)는 천도교의 청년회 기관 잡지였던 『개벽』에 기

고한 「경주행(慶州行)」이라는 글에서 석굴암의 보수방식을 

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원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6 

‘이 窟(석굴암)이 近日에 오아 甚함으로 大正4년에 이도 또

한 修理라 하면 原形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入口의 天井

을 헐어 업시하야 동글한 石造佛龕과 가티되어 窟이라는 

생각이 도무지 붓지 아니한다. 그리하야 어찌하면 가마갓다 

노흔 것 갓기도 하며 또한 達磨의 肉 갓기도 하다. 게다가 

修理前 보다 雨水가 滲漏하야 彫像이 하야케 粉을 발라서 

아주 녯빗이란 족음도 업다 只今도 세면트 칠을 자꾸 한다. 

내 생각가타서는 세면트칠만 하지말고 根本的으로 原形대

로 修補하는 것이 조흘 듯하다. 原形을 일흔 補修는 改造

요 修補가 아니며 고적 보존의 본의를 일흔 것이라 한다.’

그는 1913년 있었던 조선총독부의 석굴암 보수 이전

의 모습을 원형으로 보고 있다. 이 글의 문맥을 통해 보면, 

그는 창건 이후부터 수리직전까지 석굴암의 형태에 큰 변화

가 없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그 모습을 원형으로 지칭하

고 있다. 한편 국어학자이자, 『조선어 큰 사전』의 원고작성

에 참여했던 그가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글에서 ‘원형’이라

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미 그 용어가 그 분야에서는 새로

운 용어가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즉 원형에 대한 개념이 그 

이전에 유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 의미는 아

직은 매우 주관적이고 모호한 개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22년 동아일보에 실린 사직단 공원화 관련 기사

에서는 기존의 사직단이 ‘중앙에 조금 형태만’ 남게 되고7 

그 외의 부분은 크게 변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社稷壇은 

原形保存’이라고 표현하였으며,8 1939년 평양의 대동문 개

축공사를 완성하였다는 기사에서는 공사과정에서 1층 좌

우 옆 마루를 없애고 2층 마루를 전부 철회하였으며, 동

편양쪽의 석단을 없애는 대 변형이 있었음에도 ‘原形(원

형)은 不變(불변)이나 部分(부분)으론 變替(변체)’라고 표

현하고 있다.9 이는 원형의 개념이 아직 특정시기의 모습

이나 특정 상태를 의미하기 보다는 개입 이전의 일부 또

는 전체의 모습을 모두 통칭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하

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1939년 현 원각사지 탑의 보수예산책정에 대한 

기사에서는 원형을 ‘原形’과 ‘原型’의 두 한자어로 혼용하

여 사용하고 있다.10 이와같이 다른 한자어를 동일한 용어

에 혼용하게 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는 ‘원형’개념이 이 시기에 매우 모

호한 개념이었으므로, 이를 표기하는 한자어 역시 주관적

으로 선택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한자어로 옮기는 사람

5 본 연구에서는 조선왕조실록과 근현대 신문자료(1900~1960년대)를 검색하여 문화재와 관련한 개념으로서 ‘원형’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사례를 조사하였다. 

조선왕조실록과 19세기 말에 ‘원형’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는 하나 이는 자연적 지형을 언급할 때 사용하였으며, 인류의 역사적 산물인 문화재에 대한 용어로 

사용한 예는 1921년 이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6 권덕규, 1921, 「慶州行」 『開闢』 18, 그는 원고에서 ‘원형’에 대한 한자어로 ‘原形’을 사용하고 있다(원문 그대로 인용하였음).

7 ‘중앙의 부분’은 현재 남아 있는 ‘사단(社壇)’과 ‘직단(稷壇)’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8 동아일보, 1922.10.21, 3면1단, “社稷壇은 原形保存, 공원의 설계는 다소 변경, 금년에는 길부터 내인다”.

9 동아일보, 1939.8.5, 4면7단, “大同江岸 古代樓閣大同門改築完成 原形은 不變이나 部分으론 變替”.

10 동아일보, 1939.3.25, 2면5단, “빠고다公園의 大理石塔大 十三層原形修築痛論土木費中心 質問續出(京城府會(第八日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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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길준, 1894, 『서유견문』. 본 논문에서는 허경진 옮김, 2004, 『서유견문-조선 지식인 유길준, 서양을 번역하다-』, 서해문집 참조. 

12 계몽기의 국어국문운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였다. 

 노연숙, 2007, 「개화계몽기 국어국문운동의 전개와 양상-언문일치(言文一致)를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40, pp.59~99.

 이재봉, 2007, 「근대계몽기 신문매체와 근대의 글쓰기-매일신보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47, pp.273~304.

13 중외일보, 1928.5.25, 2면1단, “寶冠庫에 들어온 盜失된 慶州寶物, 구십팔뎜 중 두 뎜 이외에는 완전히 원상회복되였다. 犯人도 未久判明될 듯”. 

14 「噫抗州高麗寺, 高麗寺는 中國絶勝抗州에 잇다」 『삼천리』 6권 11호.

15 조선일보, 1946.2.18, “파고다공원의 13층多寶石塔 복구”. 

이 주관적 특정 한자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용어의 의미

를 유추하여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한자어를 사용했을 가

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는 19세기를 전후한 개화기에 등장

한 국어국문운동으로 인해 기록물에 사용하는 언어가 한

문체가 언문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당

시의 사람들이 한자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데에도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유길준은 1895년 『서유견문』을 발

간하면서 국한문체를 사용하였고,11 1907년 국문연구소

가 설립되었으며, 한문체, 국한문체, 국문체의 3종류의 형

식이 등장하였다.12 또한 20세기 초반에 서양인들을 중심

으로 한영, 한불 등 이중어사전이 발간되면서 국문과 국

한문을 혼용하였고, 또한 외래어 등 기존에 존재하지 않

았던 개념을 표현하는 새로운 용어가 유입되었다. 그리고  

식민지배가 시작되면서 일본어 사용이 확산되면서 한국사

회에서 언문-한자어의 체계에 많은 혼란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이러한 변화 속에서 ‘원형’과 같이 외국에

서 유입되어, 그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된 바 없고, 아직 그 

의미가 해당분야에 정착되지 않은 용어에 대하여 한자어

의 선택에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원상’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28년 도난당한 경주의 

유물이 회수되었다는 기사에서인데, 그 기사에서는 유물

을 되찾은 것을 ‘원상회복’되었다고 표현하였다.13 일제강점

기에 문화재 관련 글에서 사용한 ‘원상’이라는 용어의 의

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특정한 형태

보다는 역사적 의미와 맥락을 담아내는 물리적·환경적 

‘상태’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원

형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앞

의 1928년 경주유물에 관한 기사 외에도 1934년 항주의 

고려사에 대한 중수관련 글에서 볼 수 있으며, 이 글에서 

승려들이 ‘原狀(원상)을 恢復(회복)’하고자 노력했다고 표

현할 것은 원상을 특정한 형태보다는 사찰이 번성했던 시

기의 사격을 보여주는 상태로 되살리고자 했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14 후자의 경우는 1946년 원각사지 탑의 보

수공사에 대한 기사에서 ‘건립당시의 원형대로 3층을 다

시 올릴 계획을 세우고 … (중략) … 탑골공원 13층 다보

한수석탑 꼭대기 3층이 450년 만에 원상회복을 하는 역

사적인 현장’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이는 원상을 원형과 동

일한 의미로 사용한 경우이다.15 

이상 근현대 신문자료를 통해 볼 때, 용어의 유입시

기에 원형에 대한 의미는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았으며, 

해당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용어

와 다른 의미 또는 같은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하였던 것

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용례에서 보면 그것이 형태를 의

미하든 상태를 의미하든 그 속에 ‘과거’라는 시간적 개념

이 들어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 시간적 개념은 특정 시점

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거라는 시간 전체를 의미하

는 등 분명한 선이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원형’을 과거의 

시간에 속하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역사적·사회적 여건의 한계로 인해 새

로 유입된 용어에 대한 개념과 속성을 깊이있게 살펴보거

나 규명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용어의 유입시기에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일반인이나 국내의 지식인들에게 

확산되지 못하였으며, 관리를 위한 행위의 주체 역시 조선

총독부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원형의 대상인 문화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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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산물로서만 인식하였으며, 전대에 있었던 ‘고적’이

라는 개념과 연관하여 역사적 측면에서만 문화재를 이해

하고, 그에 따라 원형은 과거의 모습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막연한 용어로만 인식한 것이다. 

그에 비해 실제 건축물을 중심으로 문화재에 대한 

조사와 보존관리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간 주체

인 조선총독부의 실제 수리공사에서는 원형의 개념이 좀 

더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즉, ‘시대’와 그에 따른 ‘양식’이 

원형개념에 핵심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1913년의 석굴암 

수리공사에서는 미술사적인 관점에서의 양식을 매우 중요

한 원형의 핵심요소로 적용하였고, 1930년대 수덕사 대웅

전 수리공사에서는 일본에서 자리잡은 수리방식인 ‘당초

양식으로의 복원’이 적용되었다.16 그 결과 수덕사 수리공

사에서는 후대에 가해진 변형을 제거하고자 후대의 변형

이라고 판단한 풍판을 제거하고, 창호를 원래의 양식이라

고 추정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을 원형을 되찾는 수리공사

라고 인식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원형개념이 앞서 살펴본 신문·잡지 등의 문헌에서와

는 달리 조선총독부의 수리공사에서 구체화된 개념으로 

등장한 원인은 문화재에 대한 당국의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당시 조선총독부 내부에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지닌 전문가집단은 건축물을 예술적 측

면에서, 그리고, 비전문가 집단인 정책집행자들이나 그 외

의 일반인들은 고적개념에서 비롯된 역사적 측면에서 건

축물을 이해하는 분리된 관점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는 

견해17는 당시 수리공사에서 원형개념에 ‘시대’와 ‘양식’을 

중시하는 구체화된 원형개념이 나타나는 배경을 설명하

는 데에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고적개념의 

연장선상에서 문화재를 역사적 산물로 인식하는 일반인

들이나 행정가들은 원형을 과거의 상태나 형태로 포괄적

이면서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보았던 것에 비하여 

실제 수리공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전문가집단은 문

화재를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역사적 산물로 인식하는 차

원에서 원형이 ‘시대’와 ‘양식’을 핵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좁혀진 것이 아닌가 한다. 

일제강점기의 포괄적이면서 다양하고 모호한 원형개

념은 해방 이후에 그 의미가 ‘최초의 모습, 창건 당시의 모

습’이라는 형태와 특정시기에 한정된 협의의 의미로 변화

하였다. 이는 우선 해방 이후에도 용어에 대한 충분한 논

의와 고찰이 없었던 상태에서 전대의 역사적 경험이 중첩

된 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외래

용어에 대한 이해와 고찰이 미흡한 상태에서 일제강점기

의 문화재정책을 역사를 왜곡하기 위한 행위로 평가하면

서 해방 이후에는 문화재를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보여

주는 물질적인 증거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 결과 

유구한 역사, 한민족의 정체성을 구현한 물질적인 산물의 

원형은 그것이 만들어진 당시의 모습, 그것이 지닌 가장 

이른 시기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자연스럽게 발

전하였을 것이다.  

과거의 산물을 인식하는 관점은 시대적으로 변화가 

있지만 동시에 민족적 국가적으로 차이가 존재한다. 영국의 

경우 오래된 것이나 전통적인 것을 더 좋아하고 장소의 정

체성을 부여하는 데에 있어서 연속성과 누적성을 중시하는 

반면, 미국은 전통적으로 물려받은 유물을 구태의연한 전

통적 생산물 또는 식민지 시대나 미개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18 우리의 경우 과거의 산물은 역사적으로 한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나타내는 산물로 인식하

는 경향으로 발전하였다. 그로 인해 원형의 개념이 앞서 설

명한 한정적 단면적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과정과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서술하도록 하겠다. 

16 일본 건조물의 수리사례와 원칙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김왕직·이상해, 2002, 「목조 건조물문화재의 보존이론에 관한 연구-일본 건조물문화재의 수리사례를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11(3), 한국건축역사학회.

17 강현, 2005, 『日帝强占期 建築文化財保存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23~24. 

18 데이비드 로웬덜 지음, 김종원·한명숙 옮김, 2006, 『과거는 낮선 나라다』, 개마고원,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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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무형문화재의 경우 일제강점기에 일부 사용하고 있었으며, 1965년 4월 20일 문화재위원회 제2분과위원회의 제5차 회의에서 시조창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조창법의 원형’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자연문화재의 경우 1962년 5월 29일 제3분과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성유굴의 보존과 관련하여 ‘관람자의 관람동

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원형을 파괴하지 않도록’한다고 하여 원형을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의미하고 있다. 무형문화재와 자연문화재의 원형에 대

한 초기적 의미와 상세한 전개과정은 본지의 이재필, 이원호의 논문 참조.

20 동아일보, 1959.4.23, “原型대로 保存된 國寶 金載元博物館長, 文敎長官에 報告 매우 精密한 手法 塔上輪部서 高麗磁器도 發見 現地保管이 妥當 新羅文

化 硏究에 도움되도록”.

21 동아일보, 1961.4.30, “南大門에 큰 손질 門과 築臺年內로 뜯어놓고 來年안에 原型대로 고치기로”. 

22 문교부, 1956, 『無爲寺極樂殿 修理工事報告書』. 당시 보고서에서는 ‘건립당초의 원상’ 등 원상을 수차례 언급하고 있으며, 모두 창건 당시의 모습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23 문화부 문화재관리국, 1992, 『文化財委員會會議錄(1952年 12月 19日부터 1959年 10月21日까지)』, p.29. 당시 회의에서는 ‘1956년 12월 18일 국보 제67호 

무위사 극락전 벽화 현상변경에 대한 현지답사’가 있었으며, ‘벽화는 수리 복구가 곤란하여 따로 떼어내어 현상대로 보존토론 해야되겠다’고 의결하였다.

Ⅲ. ‘원형’ : 전대 개념의 고착화 과정

이 장에서 대상으로 하는 시기는 해방 이후부터 1990

년대까지로서 원형개념의 발전과정을 상세히 고찰하기에는 

매우 긴 시간적 범위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여러 문헌과 사

례를 통해 보면, 이 기간 동안 원형개념에 대한 논의가 많

지 않았으며, 그 결과 개념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해방이후부터 1999년 문화재보호

법에 ‘원형유지’조항이 신설되기까지 전대의 원형개념이 어

떻게 큰 변화없이 뿌리내리고 고착화되었으며, 실제 보수·

복원공사에서 적용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9세기를 전후하여 유입된 역사적 산물에 대한 가치 

인식의 방식 그리고 그러한 대상에 대한 원형개념은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체계적인 논의없이 전대에 사용해왔던 수

준에서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전대

와 마찬가지로 용어에 대한 한자어를 두 가지로 사용하기

도 하고, 원형과 원상을 유사한 개념으로 교차하여 사용하

고 있다. 또한 유형문화재에서의 원형이나 원상이라는 용어

를 무형문화재와 자연문화재에도 일반적으로 사용하였다.19 

우선 원형에 대한 한자어는 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 

전대와 마찬가지로 ‘原形’과 ‘原型’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

다. 한자어의 의미 그대로 보자면 ‘形’은 특정한 모습이나 

형식, 모양, 꼴 등을 의미하고, ‘型’은 틀이나 본보기를 의미

한다. 즉 ‘型(틀)’에서 찍어낸 것은 특정한 ‘形(모양)’을 가지

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한자를 사용하는 한자어는 

의미상 차이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

다. 그로 인해 개념에서의 애매모호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한 채 그대로 고착되었다. 1959년 수습한 송림사 오층탑 

사리잠엄구에 대하여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의 김재원 관장

은 “완전히 원형 그대로 보존된 최초의 건으로 그 가치로 

말하면 최상급의 국보가 될 것 같다”고 기자들에게 이야기 

하였는데 그 말을 기사에 옮기는 과정에서는 ‘原型대로 保

存된 국보…’라고 한자어에 ‘型’을 사용하였다.20 1961년 남

대문(현재의 숭례문)에 대한 보수계획 발표에 관한 기사에

서도 ‘南大門에 큰 손질, 門과 築臺 年內로 뜯어놓고 來年 

안에 原型대로 고치기로’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型’을 사

용하고 있다.21 

다음으로 이 시기에 흥미로운 점은 ‘원상-현상’과 ‘원

형’에 대한 사용이다. 해방 후 최초의 수리공사로 볼 수 있

는 강진 무위사 극락전의 수리공사 보고서에서는 ‘원형’을 

사용하지 않고, 창건당시의 모습을 의미하는 용어로 ‘원상’

을 사용하였다.22 한편 1952년에 구성한 ‘국보고적명승천연

기념물 임시 보존회(1956년 임시보존회를 해체하고 국보고

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회로 변경함)’의 제8차 총회(1956년)

에서 무위사 극락전 벽화에 대한 조사를 위해 현지답사를 

실시한 내용을 보고하면서 ‘현상변경’에 대한 용어를 사용

하고 있다.23 

같은 해에 발간된 무위사 극락전 수리공사 보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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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창건당시의 모습을 ‘원상’으로, 그리고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는 극락전 벽화를 건물에서 분리하는 사항을24 ‘현

상’ 변경으로 본 것은 ‘원상’과 ‘현상’간에 ‘최초의 모습(상

태)’과 ‘현재의 모습(상태)’이라는 관계를 설정해 두고 있다

는 것을 암시한다. 만일 당시에 이러한 용어들의 본래 개념

에 의거하여 둘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이들 두 용어를 각

기 다른 시기의 모습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논리적·철학적 관점에서 타당성을 지닌 관계설정이

자 용어 사용이다. 먼저, 용어의 의미나 개념적 측면에서 볼 

때, ‘원상-현상’과 ‘원형’은 서로 다른 개념적 토대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들은 그 의미와 연관구조에서 서로 분리되어

야 한다. ‘원상-현상’이 서로 다른 시점에 존재한 물리적 상

태를 의미하는 개념체계를 지닌 용어라면 ‘원형’은 특정 시

점 보다는 형태와 재료, 기법, 주변환경과 제작자의 의도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 대상의 속성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문화재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에 핵심적인 요건이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체계는 좀더 진전된 검토, 연구, 논

의를 통해 발전되지 못하고, 각 용어의 개념 정착에도 역할

을 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보니 원상, 현상, 원형의 결이 다

른 용어를 교차하여 원상과 현상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

하거나,25 원상과 원형을 동일한 개념으로 또는 현상과 원형

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현상과 원형을 동

일시하는 개념은 1999년 문화재 보호법에서 ‘원형’을 ‘유지’

한다는 원칙조항을 신설하면서 마치 현재의 모습이 원형이

고 그것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인식하게 하였다. 결

국 ‘원상’이라는 용어는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사용빈도

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현상’은 ‘현상변경’이라는 개념과 

행정절차를 통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원형을 

특정시기의 모습으로 보는 개념이 뿌리내린다.  

해방 이후 1945년 설치된 구황실사무청은 1955년 구

황실재산사무총국, 1961년 문화재관리국으로 변경되면서 

문화재 행정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게 

되었고, 1962년에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행

정조직과 법적 틀을 바탕으로 1960년대는 본격적으로 문

화재의 보수·복원공사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미완성인 

원형개념에 대한 문제점은 해결되지 못하였다. 특히 역사

성 회복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사라진 문화재를 다수 

복원하는 과정에서 원형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정의와 실무

적 원칙설정을 위한 철학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

어야 했으나, 문제를 해결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로 이어지

지는 않았다. 

이 시기에 원형개념의 속성을 보여주는 사례는 1969

년에 시작된 불국사 복원공사이다. 1973년까지 진행된 공

사에서 대웅전과 극락전을 제외한 무설전, 비로전, 관음전, 

범영루와 좌경루, 대웅전과 극락전 주변의 회랑, 그리고 일

주문이 복원되었다.26 이 공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

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복원하는 건물의 양식을 무엇으

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이는 앞에 언급한 ‘시대’와 ‘양

식’에 근거한 전대의 문화재 전문가 중심의 원형에 대한 인

식 틀이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적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예이기도 하다. 복원당국인 문화재관리국은 문화재위

원회를 포함한 전문가의 의견과 자체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24 무위사 극락전에는 동서 측벽과 후불벽 앞·뒤면, 그리고 포벽에 벽화가 있었는데 1956년 극락전 해체보수공사 과정 중에 후불벽 앞·뒷면의 벽화와 동서 측

벽의 각각 벽화 1점씩 모두 3곳에 4개의 벽화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건물에서 분리하였다. 이는 일제강점기 이후 처음으로 벽화를 건물 수리공사 과정에서 분

리하여 보존한 예이다. 그후 1979년 후불벽은 그대로 두고 동서 측벽의 벽화를 추가로 건물에서 분리한 후 모두 벽화보존각에 전시하였다.

25 그 대표적인 예가 1960년대 석굴암 중수공사에서이다. 1963년 공시기간 중에 열린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팔부신장을 펴는 것과 원상그대로 두는 

것에 대하여는 완전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희박한 근거 뿐이므로…’라고 함으로써 일제강점기의 보수 이후 현재의 모습을 ‘현상’이 아닌 ‘원

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문화재관리국, 1963.8.14, 「제1분과위원회 11차 회의」 『문화재위원회 회의록』(미출간 보관자료).

26 불국사 복원공사에 대한 세부내용과 평가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 참고.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6,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한양대학교박물관, 2012, 『한국건축문화재 복원과 창조의 경계 境界·警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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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6, 앞의 책, pp.112~129.

28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2, 『鳳停寺 極樂殿 修理工事報告書』. 

29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는 ‘원형유지’의 원칙 조항이 신설된 1999년도 법 개정 시 갖추어진 가치개념이다. 

30 강현, 2005, 앞의 책, pp.22~23.

31 다만 고적의 개념에는 문화재와는 달리 대상을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개념이 결여되어 있다. 고적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문화재를 이해한 우

리는 역사적 가치를 중시한 반면 미래에 전달해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이 미약하였다. 이에 비해 서구에는 문화재 개념이 형성되는 초기단계부터 문화재는 특

정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잘 지켜서 미래에 전달한다는 개념이 강하게 자리잡았다. 이러한 국내와 서구에서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문화재의 원형

개념과 보존의 원칙을 결정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각 건물을 건립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판단하였다. 대신 비로전은 고려시대 건물로, 그리고 나

머지 건물들은 남아있던 극락전과 대웅전의 시기와 동일한 

조선시대의 양식으로 건물을 복원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일

단 특정시대를 복원시점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발굴에서 

드러난 유구의 연대적 선후관계에 따라 건물별로 복원이 

가능한 조선시대 시대별 양식을 선택하여 그 형태를 결정

하였다. 그리고 복원할 건물의 형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국내외에 남아있는 건물들을 참고하였다.27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1972년부터 1974년까지 봉정사 

극락전 수리공사가 진행되었다. 당시 건물 해체 후 실시한 

발굴조사에서 고려시대의 유구가 발견되었고, 이를 근거로 

해체 이전에는 조선시대 양식이었던 건물을 건물의 최초 건

립시기로 추정하는 고려시대의 양식으로 복원하면서28 시

대와 양식을 중심축에 두는 원형개념을 적용하였다. 

시대와 양식만을 중시하는 원형개념은 문화재를 역사

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측면에서 다양한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역사적 산물 또는 예술품으로만 

한정하는 태도에서 나아가 시간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역

사인식에 입각한 역사적 가치 보다는 특정시기로 한정하여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는 태도에 기인한다.29 실제 당시의 문

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를 ‘우리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

술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긴 하지만, 문화재보호

법 시행규칙에서는 보물의 지정기준에 문화재 종류별로 구

분하여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기술적 가치 등 다양한 가

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수·복원공

사에서는 학술적, 기술적 가치는 간과하는 경향이 크고, 여

전히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해방 이후에도 ‘역사의 증징(增徵) 또는 미술의 모범이 되

는 것’이라고 명시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1933)의 관점에서 문화재를 이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문

화재에 대한 가치가 다양한 측면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역사적 측면을 강조

하는 태도는 문화재 개념이 유입되기 전에 있었던 문화재와 

가장 유사한 개념인 ‘고적’과도 연관성이 있다. ‘고적’은 오래

된 터 또는 특별한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과 관련된 장소로

서 역사적 가르침을 담은 물질적 산물을 일컫는 전통적 개

념이다.30 무엇보다 근대에 유입된 ‘문화재’라는 대상은 전

대에 있던 ‘고적’개념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때문에 고적이 의미하는 역사적 측면이 문화재 개념 

형성과정에서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31 문화재와 고적 모

두 역사적 산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다만 둘 간의 차이

점은 고적에는 문화재처럼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새로 유입된 

개념인 문화재를 고적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였던 것

은 원형 개념에 영향을 미쳤다.  즉, 과거의 산물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만들어진 당시의 역사성과 정신적 의미 

외에도 시간의 흐름을 물리적 측면에 간직함으로써 생성되

는 역사적 가치, 그리고 물질적 요소에 담긴 다양한 정보와 

학술적 가치 등을 후대에도 향유할 수 있도록 현재적 가치

와 잠재적 가치 모두를 당대에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을 간

과한 원형 개념으로 발전한 것이다. 

더구나 해방 이후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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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회복하기 위한 복원공사가 중요한 정비방식으로 대

두되면서32 기존의 원형개념이 문화재의 다양한 가치를 구

현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개념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또한 역사성이 식민지 

경험을 극복하기 위한 지렛대로서 일부 작용하면서 ‘유구

한 역사’를 보여주는 ‘오래 된’ 것이 역사적 가치가 높고,33 

그로인해 원형의 시점을 문화재의 어떤 다른 시기보다 ‘최

초의’, ‘가장 이른’ 시점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

한다. 서구에서는 순수예술 측면에서의 작가의 의도, 예술

의지의 표현방식, 재료 사용에 대한 작가의 의도와 현재의 

변화한 상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예술적 가치를 탐구했던 

반면, 해방 이후, 국내에서 미학이나 예술이론이 아직은 

발전해 나가는 단계였고, 예술적 가치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연대가 올라가는 문화재가 예술적 

가치도 높다는 관점도 암묵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는 창경궁과 경복궁의 복원이다. 

일제강점기에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으로 본래의 가치를 

잃은 창경궁에 대하여 1982년 시작한 복원의 목적은 ‘일제

의 침략정책에 의거 격하된 현 창경원을 공원으로서 위락

기능을 중지시키고 궁 본래의 모습인 창경궁으로 복원하

여 역사교육의 도장으로 조성코자함’이었다.34 또한 1984년 

문화재 관리국에서 경복궁 복원을 위하여 청와대에 보고

한 「조선왕국의 복원정화에 따른 관리개선 보고」에서 국민

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이전까지 위락공원으로 이용되던 궁

궐을 ‘역사와 문화를 체득하며 휴식할 수 있는 특수사적공

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었고, 당시 임박한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에 궁궐이 ‘서울의 상징적 문화

유산으로서 한국문화 선양의 핵심체’라고 보았다.35 그리고 

1988년 문화재관리국장이 문화공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경

복궁 및 과학문화재 복원정비계획」에 의하면 경복궁 복원

의 목표는 ‘경봉궁을 서울의 상징적 문화유산으로 복원 정

비하여 조선 정궁의 기본 궁제를 보존하여 우리 문화의 역

사성과 우수성을 인식하는 역사교육 도장’으로 조성하는 

것이었다.36 이는 궁궐은 한국문화의 상징체로서 우리문화

를 알리는 대표적인 물질적 산물이며, 궁궐 복원은 왜곡되

고 훼손된 우리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과정이자 국민이 역

사를 배우고 우리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는 국

가적 책임을 다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예이다. 

또한 궁궐을 우리의 문화성을 대표하는 상징체로 본 것은 

예술적 가치를 임의적으로 부여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원형개념 전개과정의 특징 중

의 하나는 점차 원형개념이 특정 형태나 상태를 의미하기 

보다는 판단의 기준이나 잣대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재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 물리적 개입에 대한 각종 

의사결정의 판단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점차적으로 늘

어나고 있다. 특히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에 원형의 훼손여부를 중요한 잣대로 생각하고, 복

원의 형태를 결정하는 경우 원형(이른 시기, 초창 시기)을 

고증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거나,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불

허 판단 시 변경행위가 원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

32 해방 이후 건축문화재 보존에 있어서 시대별 복원공사의 전개과정은 다음 논문을 참조.

 강현, 2012, 「수리, 복원의 개념과 한국의 건축문화재 보존-복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건축문화재 복원과 창조의 경계 境界·警戒』, pp.124~133.

33 실제 문화재보호법 시행 이후, 1964년에 처음 공포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서는 국보의 지정기준에 ‘보물 중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 그

리고 ‘보물 중 제작연대가 오래되고 특히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보불 중 제작의장이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례가 

적은 것’, ‘보물 중 형태·품질·제재·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보물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등 다양한 기준이 있으나 실제 

지정과정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기준 중 오래된 것을 높은 등급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다른 경우에 비해 많았다.

34 국립문화재연구소, 1984, 「문화재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제17차 위원회 회의록(1983년 11월23일)」 『文化財』 제17호.

35 문화공보부, 1984.5, 「조선왕궁의 복원정화에 따른 관리개선 보고」; 최종덕, 2011, 『건축문화재 보존체계의 관점에서 본 경복궁 복원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

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40. 

36 문화재관리국, 1988, 「경복궁 및 과학문화재 복원정비 계획」; 최종덕, 2011, 앞의 책,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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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검토할 때에 원형개념이 특정 형태를 의미하면서 동시

에 판단의 준거가 되었다. 이러한 경향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하도록 하겠다.

Ⅳ.   ‘원형유지’ : 공식적인 문화재 보존·

관리·활용의 원칙으로의 정착

‘원형유지’는 1999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해당조항

을 신설함으로써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의 공식적인 

원칙이 되었다. 이 장에서는 앞에서 고찰한 원형개념이 뿌

리내리는 과정을 토대로 ‘원형유지’가 명문화된 규정으로서 

행위의 원칙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살펴보겠다. 

해방 이후 원형개념의 발전과정에서 문화재 관련법에 

구체적으로 ‘원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를 명시하는 

조항으로 신설된 것은 1999년이 처음이긴 하지만 실무적으

로는 원형을 보존한다는 암묵적인 원칙은 이전부터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한 암묵적인 원칙이 존재한 것은 법에서 무형문

화재 보유자의 인정기준을 명시하거나, 동산문화재를 지정하

는 기준, 그리고 문화재 보수에 관한 규정 등에서 원형을 중요

한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1970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4조)

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

이 명시하고 있다.37 

1.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정확히 체

득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2.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및 기능의 성격상 개인적 특색이 

희박하고 보유자로 될 만한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그 중에서 대

표적인 자

또한 1976년 개정된 동 규칙에서 일반동산문화재의 

지정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시한 조항(제26조)에서 

‘훼손 또는 낙질도가 심하여 원형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 

‘목활자, 금속활자로서 심한 마멸 또는 부식으로 자체의 

원형이 대부분 상실된 것’, ‘개묵·개도로 인하여 작품의 원

형을 찾아보기 어려운 회화류’등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하

도록 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지정이 아닌 문화재 보존관리에 있어서 원형개념이 판단 원

칙으로 강하게 논의된 것은 1974년에 열린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에서이다. 당시 이두현 위원은 문화재보존·

복원에 있어서 원형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하고, 그 중요

성을 소홀히 하는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문화재(文化財)는 원형(原形)대로 보존(保存)되어야 하며 이를 위

해서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가 있고 그 자문(諮問)이 필요

(必要)한 것임.

 ●   그러나 근래에 와서 문화재(文化財)의 보수나 그 정화에 있어 튜

어리즘의 영향을 받아 문화재(文化財)의 원형(原形)이 훼손(毁損)

되는 사례(事例)가 많음.

 ●   민속촌(民俗村) 문제만 해도 그간 원형재현(原形再現)을 위하여 

문통부(文通部)의 위원회(委員會)에서 여러 가지로 건의(建議)하

고 지적(指摘)하기도 했으나 그것이 제대로 반영(反映)되지 못하

여 「한국민속촌(韓國民俗村)」이라 명명(命名)된 현 민속촌(民俗

村)은 관광(觀光)에만 치중(置中)하여 민속문화(民俗文化)의 전통

성(傳統性)이 변형(變形)된 시설(施設)이 되었음.

 ●   앞으로는 문화유산(文化遺産)의 보수(補修)나 그 재현시(再現時)

에는 원형보존(原形保存)이 엄격히 지켜져야 할 것임.

이러한 의견은 같은 해 처음 수립한 『문화재수리 표준

시방서』38의 내용과도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이 시방서에서

는 문화재수리규범으로 다음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문화재수리는 문화재를 후세에 전달할 것을 목적으로 문화재가 

지니고 있는 성격을 고려하면서 다음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37 법에서 원형을 사용한 부분이 유형문화재가 아닌 무형문화재 분야에서 사용한 것은 우연일 수도 있으나 그 원인은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논의는 본지의 이재필의 논문에서 서술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상세한 언급은 생략하였다.

38 1974년에 제정한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는 제정 후 1994년에 일부 개정을 거쳐 첫 제정 후 30년만인 2004년에 전면 개정되었으며, 2014년에 다시 한번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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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래의 양식을 변형시키지 않는다. 

2) 원래의 사용재료를 훼손시키지 않는다. 

3) 전통기법으로 수리한다.

나아가 1994년 개정된 시방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부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나.   재료의 대체가 필요한 경우 역사적인 사실, 흔적들의 보존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문화재를 그대로 둘 경우 붕괴, 소멸되어 새로운 재료의 사용

이 불가피한 경우

    2) 보강 없이는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경우

다.   미술적, 역사적으로 시간이 흐른 발자취를 가급적 지워버리는 

일없이 문화재가 지닌 특성을 간직한 채 전체적 조화가 유지되

도록 하여야 한다.

라.   수리대상물은 손질하기 전의 상태와 사용한 재료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고 수리절차와 처리방법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남긴다.

마.   역사적 증거물은 모두 기록보존하고 파손시키거나 변형, 가식함

은 물론, 하나라도 제거해버리는 일이 없게 한다.

바.   수리를 위한 여하한 손질도 최소한으로 하고 그 손질은 필요불

가결함이 정당화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사.   모든 손질은 원형 보존의 원칙을 준수하되, 다만 전통건조물 보

존법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리고 수리방법에 있어서 원

칙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과학적 보존처리는 필요할 때 언제나 처리 전 원상으로 환원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다.

    2)   필요할 때는 언제나 다시 수리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3)   문화재에 간직된 모든 증거(역사적, 미술사적, 기술사적 등) 자

료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4) 원형의 재료는 최대한 보존한다.

    5)   손질이 필요할 때라도 색, 색조(色調), 결, 외관과 짜임새 등이 

조화되도록 한다.

    6)   보수는 충분한 훈련 또는 경험과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하여 보수 

 되어야 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 관계전문가와 협의 연구하고 

자문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이와 같이 문화재위원회에서 언급하거나 실무적인 지

침 차원에서 원칙으로 제안한 사항을 명문화된 규정에 명

시한 것은 1977년 『문화재보수 및 관리규정』에서이다.39 이 

관리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 지정 문화재 이외도 각종 문화

재와 중요 향토유적의 보수 관리에 대한 원칙을 정해놓은 

규정으로, 제1조에서 ‘원상보존에 철저를 기함’을 목적으로 

두고, 제3조에 관리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규정(規程)은 … (중략) …(문화재의) 보수관리(補修

管理)에 대(對)한 원칙(原則)을 정(定)하여 문화재 (文化財) 보수관리

(補修管理)의 체제(體制)를 확립(確立)하고, 그 원상보존(原狀保存)

에 철저(徹底)를 기(期)함을 목적(目的)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관리원칙) 

①   문화재(文化財)의 보수(補修) 및 관리(管理)는 다음 각 호(號)의 

원칙(原則)과 기준(基準)에 의(依)하여 시행(施行)하여야 한다.

1.   문화재(文化財)는 원위치(原位置)에 원상태(原狀態)로 보존(保存)

하여야 한다.

2.   고건물(古建物)의 단청(丹靑)，벽화(壁書) 별화(別書) 등(等)의 기존

문양(旣存文樣)을 변형(變形)하거나 채색(彩色)을 새로 할 때에는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의 승인(承認)을 받아야 한다.

3.   향교(鄕校), 서원(書院), 사우(祠宇), 묘역(墓域), 재실(齋室), 관장

(官墙, 객사(客舍)등(等)의 보수관리(補修管理)는 현존건조물(現

存建造物)에 한(限)하여 시행(施行)하고 국가(國家)가 계획추진

(計劃推進)하는 위인선현유적정화사업(偉人先賢遺漬淨化事業) 

외는 복원(復元)을 금지한다. 국가(國家)가 추진(推進)하는 중요

(重要) 위인선현(偉人先賢)의 유적복원사업(遺漬復元事業)의 규

모(規模)는 문공부장관(文公部長官)이 별도(別途)로 정(定)한다.

4.   사수(祠守) 묘역호(墓域號) 복원(復元)은 구기(舊基)의 한계를 넘

어서지 못하며 특히 비(碑)의 건립(建立)에 있어서는 문화공보부

장관(文化公報部長官)의 승인(承認)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규정은 제정안이 문화재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심의·결정하여 원안대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그후에 실제 규정으로 채택되어 효력

을 발생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현재 이에 대한 자료가 전

혀 남아있지 않으며, 제목에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의 법

적 성격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어 그것이 채택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효력을 지녔는지는 알 수 없

다. 다만 이미 이 시기에 규정으로 제정할 만큼 ‘원형보존’

39 문화재관리국, 1977, 「제1분과위원회 제8차 회의」 『문화재위원회 회의록』(미출간 보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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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문화재의 보존·복원의 기본원칙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실무적 원칙은 1996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확고한 원칙으로 자리잡는다. 동 시행령 

6조에서 문화재 수리과정에서 원형보존의 원칙을 준수했는

지 검토하는 절차를 명시한 것이다. ‘문화재가 원형대로 수

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문화재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원

형보존이 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또는 문화

재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원형고증조사와 전통양식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40

③   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

화재의 수리 시 그 소속공무원 및 문화재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원형고증 등의 조사와 전통양식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형고증 등의 조사와 

기술 지도를 한 때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관리단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수리에 대한 의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행정 절차에 대한 조항으로만 암시적으로 존

재하던 원형보존의 원칙이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의 보존·

관리·활용의 기본원칙으로 명시된 것은 1999년이다. 당시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를 정의하는 조항에 서

술한 문화재의 가치에 대한 조항도 함께 수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라 함은 인위적·자연적으로 형

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

적·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의 것을 말한다. (이하 중략)

제2조의2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당시 개정안은 각종 행정규제에 대하여 폐지가 필요

한 조항이 있다고 보고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1997년 문

화재관리국에서 작성하여 1998년 제198회 국회 제2차 문

화관광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2

월 제11차 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

부하여 결정하였으며,41 1999년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채택

되었다. 이전까지는 직접적으로 법에 원칙을 명시하지 않

다가 1999년에 어떠한 연유로 법에 원칙조항을 신설하기로 

하였는지는 자료가 없어 알 수 없다.42 다만 이 시기를 전후

하여 국내외의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 나타난 변화를 통해 

그 연유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먼저 1990년대 후반에는 전대의 경제성장의 토대 위

에 문민정부가 수립되어 정치적인 안정기에 들어서면서 문

화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커지고, 국·공·사립박물관

이 크게 늘어났다. 또한 1999년 5월 문화재관리국이 문화

재청으로 독립하면서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국가기구

가 확대되었다. 또한 일제강점기의 문화재정책에 대한 재평

가가 시작되었고,43 국가적 차원에서 세계유산 등재와 국

제기구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

다. 국제적으로는 1994년에 『나라문서(Nara Document on 

40 당시 개정사유는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의 다음 페이지 참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307&lsId=&efYd=199607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

oR#0000

41 http://likms.assembly.go.kr/bms_svc/bill/doc_10/15/pdf/151598_10.HWP.PDF 

42 이와 관련하여 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남아있는 내부 문서를 검색하였으나 국회에 제출한 신설(안)에 대한 문서만 있고, 그 배경을 알 수 있는 

문서는 찾지 못하였다.

43 그 일환으로 문화재관리국 주최로 1996년 12월에 ‘일제의 문화재정책 평가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에서는 일제강점기에 한국

문화재조사에 참여한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가 소장한 자료를 조사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책자로 발간되었다. 

 문화재관리국, 1996, 『일제의 문화재정채 평가 세미나』.

 문화재관리국 국립문화재연구소, 1994, 『小川敬吉調査文化財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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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ity)』가 채택되는 등 문화적 다양성 차원에서 보

존에 대한 관심과 국제적 보존원칙이 서구 중심적 관점에

서 아시아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국내의 사회적·정치적 상

황의 변화와 문화재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국제적으로는 보존원칙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전

환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도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문화재 

보존·관리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으며, 이를 공

식적으로 반영하는 차원에서 문화재보호법에 그 원칙이 명

시되지 않았을까 한다. 

앞에 언급한 국내외적 변화와 함께 당시 문화체육부 

수장이었던 이어령 장관의 지시로 1997년을 ‘문화유산의 

해’로 정하였고, 1997년에는 『문화유산헌장』을 제정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 헌장 제1항에서는 ‘문화유산은 원

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1977년에 제

안한 『문화재 보수 및 관리규정』의 ‘원 위치에 원 상태로’라

는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원칙이 법

에 명시된 이후, 보다 본격적으로 원형유지의 원칙을 준수

하도록 하는 행정절차가 법에 보완되었다. 2001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1조의 3)에서 문화재청장은 문화

재의 원형고증 또는 문화재수리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

여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9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

용을 위하여’ 문화재별로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원

칙은 2009년 제정한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에서와 같이44 모든 문헌에서 ‘원

형유지’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의 원칙이 되었으며, 

문화재관련 각종 법에서도 원칙과 절차를 언급하는 조항에 

등장하고 있다.45

해방 이후 등장한 원형에 대한 지침이나 법에 명시한 

규정들은 사실 전대의 시대와 양식에 중심을 둔 원형개념이 

아니라 원형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개념을 적용하여 국제

적으로 천명한 원칙에 입각한 행위규정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하는 원칙을 정리해 보면 우선 첫 번째로, 문화

재가 지닌 역사적 흔적을 그대로 보존하여야 한다는 점이

다. 1974년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관광을 위한 임의적 복원이

나 변형의 위험성을 경고하였고, 같은 해에 수립한 『문화재

표준시방서』에서도 양식을 변화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또한 1994년의 개정된 시방서에서는 보다 구체적

으로 문화재가 간직하고 있는 미술적·역사적·기술사적 발

자취와 증거물은 하나라도 제거하지 않아야 하고 모두 기

록해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는 최소한의 개입을 천

명하고 있다. 최소한의 개입은 국제적 원칙에서 매우 중요

한 개념으로, 원작자의 예술성과 창조성, 후대에 남겨진 역

사적 흔적이 당대의 주관적 해석이나 판단에 의해 손실되

면 안된다는 인식에서 당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원칙이다. 

1994년 『문화재표준시방서』에서는 수리를 위한 개입을 최소

화하고, 모든 개입에는 타당성이 있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

다. 특히 남아있는 재료의 교체를 최소화하여 교체는 문화

재의 보존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세번째는 장소성을 존중하여 원래의 위치에 원래의 모습대

로 보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문화재가 지니는 지리학

적·인문학적·문화적 맥락과 당해문화재와의 연관성, 그리

고 복합체로서의 맥락에서 당해문화재의 장소성과 속성을 

함께 보존하여야한다는 태도이다. 이는 1977년 『문화재보수 

및 관리규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며, 그 후 실행과정

에서 역사문화환경 등의 개념으로 주변환경을 보존하고 있

다. 그 외에도 문화재에 적용한 재료와 첨가물은 후대에 필

요한 경우 제거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가역성

의 원칙(혹은 재처리 가능의 원칙)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44 이 원칙에서는 제4조에서 ‘유적의 보존은 원형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복원보다 수복이, 수복보다 수리가 권장된다.’라고 하였다.

45 현재 문화재관련법으로는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

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이들 현행법에 등장하는 ‘원형’관련 법적조항에 대한 목록과 법적 측면에서의 내용 및 문제점 분석에 대해서는 본

지에 함께 수록하는 황권순의 논문에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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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 규정이나 지침, 그리고 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다면적인 원형개념과 원형보존의 원

칙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지 못하였다. 이는 지침에는 존

재하나 실제는 유용한 개념과 원칙으로 자리잡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천명한 원칙은 문화재의 속성에 대하

여 몇 세대에 걸쳐 검토하고 논의한 결과였으며, 그러한 속

성에 따라 원형의 개념을 정립하고, 원형을 지킬 수 있는 원

칙을 제시하였으므로, 각각의 원칙에는 심도있는 철학적 고

민과 논리적인 타당성이 존재한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그러한 노력이 부족하였고, 철학적 고민 과정이 비교적 짧

아 행정당국과 관련전문가, 그리고 원칙을 실제 적용하는 

현장의 전문가 모두가 원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

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왜 반드시 원형보존에 필요한 원칙인

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앞에 언

급한 행위의 대상인 문화재의 속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근

대기에 유입한 개념에 대하여 한국적 맥락에서의 재해석 

등을 통한 행위원칙을 수립하는 데에 소홀하였던 데에 그 

원인이 있다. 때문에 보수과정에서나 공사 후에 원형보존의 

원칙을 준수하였는지를 점검하여야 하는 절차는 사실상은 

주관적판단에 의해 이행하여 왔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고민하여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원

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다. 1999년 법에 명시된 원칙

은 ‘원형보존’이 아니라 ‘원형유지’라고 함으로써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온 ‘보존’이라는 용어가 아닌 ‘유지’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원형유지’는 1997년 초안을 안건

으로 상정할 때부터 사용한 용어로서 그 이전에 용어선택

이나 조항 작성과 관련한 문서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이

러한 용어선택에 특정한 이유로 선택하였는지 임의적 선택

인지는 알 수 없다. 단지 ‘원형’에 대한 개념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에 대한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

로 ‘유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

는 검토가 필요하다. ‘유지’는 어의적으로 어떠한 상태나 상

황을 그대로 변함없이 지속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행위

에 대한 전제에는 유지하는 대상이 행위 시점에서의 모습

이나 상태라는 것을 암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그 대

상이 ‘원형’이라면 그것은 유지라는 행위를 하는 시점의 모

습이 ‘원형’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원형

을 유지한다’는 것은 현재의 모습이 원형이므로, 이를 그대

로 지속한다는 의미인데, 실제 모든 문화재의 현재의 모습

을 원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원칙으로 적용하는 데

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용어선택에 대한 재검토

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론이나 방향에 대해서

는 다음의 마지막 장에서 논하기로 하겠다.

Ⅴ.   나가는 말 : 용어의 개념과 원칙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과제

지금까지 ‘원형’용어의 유입과 개념이 뿌리내리는 과

정, 그리고 ‘원형유지’가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의 명문

화된 원칙으로 자리잡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세부적으로는 

용어의 유입 당시의 의미, 협의의 개념으로 정착하는 과정, 

그리고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과 원인을 문헌 및 사례검토를 통해 고찰하였다. 또한, 

법이나 지침, 그리고 규정에 언급된 원형의 개념과 원형보존

의 원칙이 전대에 있었던 원형관련 조항이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의 기본원칙으로 자리잡는 과정

과 그후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외래의 개념으로 근대기에 들어온 ‘원형’은 권덕규의 

글에서 1920년대에 처음 등장하지만 각종 이중어사전 등 

당시의 관련 문헌을 통해 볼 때 그 이전에 유입된 개념이

다. 유입단계에서는 그 개념이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아 매

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사용하였으며, 용어에 대한 

한자어 사용에 서로 다른 한자를 혼용하거나 ‘원상’과 같이 

다른 용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원형은 첫 장에서 전제한 바와 같이 문화재에 대한 개

념, 그리고 문화재가 지닌 가치와 매우 깊게 연동되어 있

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전후하여 그 개념이 유입되는 과

정부터 현재까지 원형과 가치에 대한 관계는 제대로 설정되

지 못하였고, 역사적·예술적 가치에 한정하여 문화재를 인

식하는 경향이 강하여 원형에 대한 개념 역시 매우 국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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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시대’와 ‘양식’을 중심으로 설정되었다. 원형개념

의 유입 이후 그 개념이 자리잡는 과정에서 역사성을 중시

하는 태도를 취하였지만 거기에서의 역사성은 다양한 시대

적 층위와 흔적보다는 오래된 것을 의미하였다. 국제적 보

존원칙에서 역사성은 모든 시대적 층위를 포괄하는 개념이

자 각 시대별 흔적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접

근하였지만 국내에서는 1990년대 말까지 다양한 시대적 층

위에 대해서는 간과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역사

성을 이해하는 태도는 해방 이후 문화재를 민족의 정체성 

회복을 실현하기 위한 물리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관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 결과 원형은 가장 역사적 가치가 크다

고 보는 시점, 즉 문화재가 탄생한 시점의 특정 시기의 모습

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고착되었으며, 그러한 인식은 별다른 

논의나 고찰 없이 지난 50여 년간 지속되어 왔다. 그렇다 보

니 보다 시대적으로 다양한 층위에 표현된 다양한 역사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또한 역사적 

가치 이외에 예술적·학술적 가치 등 다양한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철학적 근거와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원형에 대한 문제의 핵심은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

는 원형의 개념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맞지 않는 것인지에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원형을 초창기의 모습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시기의 모습 또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하는지 역시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문제는 원형의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과 과정에 대한 학문

적 방법론이 아직 없으며, 원형이 문화재를 보존하는 데 있

어서 철학적 근간을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근간을 

만들어보려는 시도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또한 원형의 역

할이 무엇이며, 가치와의 관계, 그리고 국제적 보존원칙에서

의 진정성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아직까

지 충분히 논의된 바가 없다. 그렇다보니 원형은 여전히 그 

개념이 모호하고 불완전하며 유동적이고 주관적 판단에 의

존하는 개념으로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법에 원형유지 조항을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였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원

형유지 원칙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한 문제를 드러내는 하나의 분야가 목조건축물의 

보수에서 원래의 재료와 기술에 대한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 국제적 보존원칙에 대한 시각이 아시

아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진정성을 검토하는 요소가 다양하게 제시되었으며, 신뢰도 

있는 믿을만한 자료를 토대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평가

해야 한다는 원칙이 수립되었다. 형태와 디자인 등 유형적

인 측면에서 문화재의 진정성을 검토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재료와 기술 등 무형적인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는 

관점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아시아지역에

서 전통적인 보수방식으로 채택해 온 건물의 해체 과정에

서 부재를 교체하여도 그것이 정확한 고증과 연구에 의한 

것이라면 해당건물의 진정성은 인정받게 되었다. 하지만 여

전히 국제적 원칙은 문화재의 물리적 측면을 최대한 보존하

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으며, 1999년의 시방서나 국내

의 규정에도 그러한 원칙을 그대로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진정성 개념이 국내의 

실제 보수공사에서 적용되면서 결과론적인 측면만 부각되

었다. 즉, 보수과정에서 부재를 교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도입되었고, 원래의 부재가 원형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기법과 장인기술

로 ‘원형유지’를 지키고 있다고 합리화 해온 것이다. 해방 이

후 중시해 온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

한 요소가 원래의 부재인데 역사적 가치를 기술이나 무형

적 요소로 대치하여 원형을 보존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

는 것이다. 해체보수 과정에서 원래의 부재를 과감하게 교

체하면서 해체보수가 원형유지가 아닌 원형을 훼손하는 행

위가 된 것이다.46 결국 국내에서 원형에 대한 구체적인 개

념이 없다보니 국제적 원칙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46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본지에 함께 수록하는 강현 논고 참고.



117  Lee Su Jeong   한국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있어서 원형개념의 유입과 원형유지원칙의 성립, 그리고 발달과정

국내 문화재의 보존관리환경에 맞게 소화하지 못하고, 임의

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때로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

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해방 이후 유형문화재 중심의 원형유지의 원칙을 

그대로 자연문화재와 무형문화재에 해온 것에 대해서도 재

검토가 필요하다. 물리적인 측면을 가능한한 동결하는 것

이 주요 목표인 유형문화재의 보존원칙을 시대에 따라 변화

하고 시대정신과 여건을 반영하면서 전승되는 무형문화재

의 예능 분야나 생물학적 진화를 전제로 하는 자연문화재

의 동·식물 분야의 보존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은 앞서 

전제한 문화재와 원형간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문화재 종류별로 그것이 지

닌 속성과 특성 그리고 가치에 맞는 원형개념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원형유지 원칙을 세워야 논리적·철학적 토대 위

에 합리적 원칙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의 정책을 수

립하고, 관련법을 제·개정하며, 문화재 보호를 위한 행정적 

행위를 이행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문화재청

이 그간 소홀하게 다루어 온 원형에 대한 연구의 시작에 불

과하다. 이번 연구에서 고찰한 원형개념의 유입과 발전과정

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다음 단계의 연구에서는 원

형유지의 원칙이 보다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문화재

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한 원형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방법

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원형-가

치-진정성 간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향

후의 연구에서는 문화재가 지닌 다양한 가치를 가시적으로 

형상화하고 드러내는 것을 원형이라고 보고 형태, 재료, 기

술, 경관, 장인정신, 그 외의 다양한 유·무형적 요소들의 관

점에서 원형개념을 다시 정립하여야 한다. 

원형의 개념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앞

으로 문화재의 속성과 범위에 대한 싶도있는 논의가 선행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에서 명시한 역사적·예술

적·학술적·경관적 가치의 각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

엇이며, 개별 가치를 표현하는 유무형적 요소들이 무엇인지 

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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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of “original form” and the principle of “maintaining the original form” take center stage in 

conservation, management, and promotion of the domestic heritage. Introduced in the 20th century, there were 

little discussion or deliberation about the concept of “original form” therefore it remains a vague and somewhat 

abstract notion subject to individual interpretation. Without a specified practical meaning, “maintaining the 

original form” became the fundamental principle for heritag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in the 1999 

version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engendering difficulties in applying the principle in practice. 

Conceived as an important first step toward resolving the issues stemming from the indistinct concept of 

“original form,” this paper explores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concept was introduced to Korea and then 

established and developed as a legal principle for heritage conservation, management, and promotion. While 

the examination of the related documents and various cases shows that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original 

form” has centered on specific periods and architectural styles, this essay explicates that the notion “original 

form” is commonly used as a term referring to the form at the earliest possible temporality. It also explains that 

this view emanates from perceiving heritages not as multivalent objects, but as a material object that exclusively 

carries aesthetic and, more importantly, historical value, and that comes from the history awareness of the 

times. This essay suggests that the concept “original form” should be reestablished with full consideration of 

the diverse values of heritage and diverse forms through which heritage can be expressed. After reviewing the 

feasibility and practicality of the concept a set of concrete guidelines should be presented for application i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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