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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문화재의 원형에 대한 이해는 보존 행위의 출발점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원형에 대한 이해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의 건축문화재 보존역사에서 특히 목조건축 문화재의 수리공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한국은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해 수리가 시작되어 일본에서 수리공사 초기에 정립된 방법론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그 결과 ‘당초복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해방 이후까지 지속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 1930년대를 전후하여 현상변경을 신중히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수리공사에서의 조사연구가 강조되고 보고서의 발간이 체계화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해방 이후 이러한 조사 

연구에 대한 인식부족과 수리보고서의 발간이 일반화되지 못한 채로, ‘당초복원’의 방식을 유지하여 형태 위주의 보존에 치중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유지보존’이라고 하는 방식의 공사에서도 재료의 교체가 일반화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한국의 건축문화재 보존에서 수리공사를 통해 형상은 보존되었으나 원상의 보존에 있어서는 의문이 남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인 보존원칙과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건축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원상의 보존에 대한 

기준의 정립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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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의 문화재 보존 현장에서 원칙으로 거론되고 있

는 것 중에 가장 일상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원형 보

존(原形保存)’이다. 이 원칙은 이전부터 현장에서 언급되어 

오던 것으로 정식으로 제도화된 것은 1999년 1월 29일 <문

화재보호법> 개정 시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부터이다.1 본

고에서는 특히 건축문화재의 원형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

른 보존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원형 보존’이라는 말은 

일견 그 의미가 매우 명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에 대

한 이해의 차이가 존재하여 왔다. 뒤에서 자세히 검토하고

자 하지만 ‘원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보존’의 방

법이 달라지고 또 보존의 결과도 차이를 낳게 된다. 그리고 

특히 ‘원형’에 대한 이해 문제는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건

축문화재의 보존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

다. 건축문화재는 ‘원형’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보존

의 방법, 결과물이 많은 차이를 갖게 되는 대표적 유형의 

문화재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특성은 유물(遺物)과는 달리 그

것이 최초로 만들어진 이후에 그 상태 그대로 형상이나 양

식이 고정된 채로 남아 있는 경우가 드물다.2 이는 유물이 

주로 실내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보존이 용이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건축물과 같은 부동산(不動産)은 이

에 비해 주로 외기 환경에 노출되어 부식, 풍화 등의 과정

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구조물이기 때

문에 재료가 약화되거나 구조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수

리(修理, restoration)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존속하기 

힘들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더 나아가 건축물은 대지

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사람의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

문에 새로운 기능적 요구에 따라 변화의 압력을 받는 경우

가 빈번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오늘날 

남아있는 건축문화재는 한 시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남아 있는 경우가 드물고, 건축 유적의 경우에도 건립된지 

얼마 안되어 일시에 폐허가 되어 버린 경우가 아니라면 보

통 여러 시기의 층위를 가지고 있다. 건축문화재는 이러한 

속성 때문에 ‘원형’을 보존한다고 할 때 동산 유물의 원형

과는 다른 차원의 보다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며, 어떤 부분을 원형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보존의 대상

이나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건축문화재에서

의 ‘원형’의 논의를 정리하는 것은 보존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원형의 개념과 관련하여 이를 보다 세분하

여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전개되어 왔던 원형

의 개념을 고찰해 보고 이것이 한국의 건축문화재 보존에

서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

러한 개념의 인식이 오늘날의 보존 현장에서 어떠한 문제를 

야기했는지를 고찰해 보고, 향후 건축문화재 보존에서의 쟁

점과 전개 방향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개진해 보고자 한다. 

Ⅱ.   건축문화재에 있어서 ‘원형(原形)’

이해의 유형

여기에서는 건축문화재에서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원형의 개념 유형을 편의상 몇 가지로 나누어 고찰해보고

자 한다. 우선 건축물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에서 주

목되는 점은 한편으로는 예술적 가치를 갖는 ‘예술작품’으

로 인식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적 변천 과정이 결부

되어 있는 ‘역사적 대상’으로도 인식될 수 있다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건축문

화재 보존에서의 ‘원형’과 관련된 논쟁은 크게 보면 ‘예술적 

1 이장열, 2005, 『한국 문형문화재 정책-역사와 진로-』, 관동출판, pp.151~153.

2 유카 요킬레토(Jukka Jokilehto)는 ‘일반적으로 오래된 구조물과 역사적 지구의 특징은 한 시대의 디자인을 보여주기보다도 오히려 다양한 시대의 디자

인과 변경을 보여주는데 있다’라고 하여 이러한 성격을 역사적 건축물의 주요한 특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병하 역, 2009, 『건축문화유산의 보존과 역사(A 

History of Architectural Conservation)』, 기문당,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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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측면에서의 원형’과 ‘역사적 가치 측면의 원형’의 보존

에서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우선은 예술작품으로서의 건축물과 역사적 대상

으로서의 건축물이라는 2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이러한 개

념에 기반하였을 때의 원형의 개념이 어떻게 인식될 수 있

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예술작품(예술적 가치) 관점에서 본 원형

예술작품은 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대상으로 일반

적으로 인식되므로, 예술적 가치 측면에서의 원형은 미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 것으로 파악된다.3 여기에

서 역사적으로 전개된 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자세하게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보존과 관련된 원형 개념의 

측면에서는 크게 아래와 같이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이상적, 객관적 미를 갖춘 예술작품으로서의 상태

우선 첫 번째로는 서구의 전통미학의 주도적 흐름으로 

존속하여 왔던 ‘객관적’ 미에 대한 개념에 기초한 예술작품

으로서의 원형 개념을 들 수 있다. 이는 고대에 정립된 미

에 관한 일반적 이론으로 미가 여러 부분들 간의 비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여러 부분들의 비례와 배열, 즉 부분들의 

크기, 질, 수 및 그것들의 상호관계 속에 존재한다4는 생각

을 들 수 있다. 이 이론은 르네상스 시기 건축에서의 최초

의 이론가로 여겨지고 있는 알베르티(Alberti)에게서도 보이

는데 미를 조화와 훌륭한 비례, ‘부분들의 조화와 상호 통

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5 이러한 이론은 18

세기가 되어서야 경험론 철학과 예술의 낭만적 경향에 밀

려났으며, 기간으로 보면 BC 5세기부터 17세기까지 군림한 

이론이다.6 

여기에서 예술작품은 ‘이상적’인 미를 갖추고 있는 대

상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미를 ‘모방(mimesis)’하거

나 ‘재현(representation)’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창작’

은 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예술가는 객관적으로 존재

하는 미를 인지하여 예술작품에 구현하는 존재이다. 그러

므로 이러한 개념에서 예술작품의 ‘미’는 ‘객관적인 실체’로

서, ‘규범’, ‘비례’, ‘조화’, ‘질서’, ‘부분과 전체의 관계’ 등으로 

표현된다. 또한 미적인 대상은 ‘부분’과 ‘전체’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는 예술작품에서 부

분이 전체의 조화에 기여하면서 분리할 수 없는 통일된 상

태로 존재함을 의미하며,7 이러한 유기적 조화의 개념 또한 

객관적인 미의 관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이고 이상적 미로서의 원형이라는 사고의 

극단을 보여주는 주요한 사례가 19세기 중반 ‘수복(修復)8-

3 W.타타르키비츠(Wladyslaw Tatarkiewicz)의 『미학의 기본개념사(A History of Six Ideas an Essay in Aesthetics)』 중 ‘4장. 미 : 개념의 역사’(손효주 역, 

1990, 미진사, pp.147~181)와 ‘6장. 미 :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간의 논쟁’(손효주 역, 1990, 미진사, pp.231~254)을 주로 참조.

4 W.타타르키비츠(Wladyslaw Tatarkiewicz), 손효주 역, 1990, 앞의 책, p.153.

5 W.타타르키비츠(Wladyslaw Tatarkiewicz), 손효주 역, 1990, 앞의 책, p.156.

6 W.타타르키비츠(Wladyslaw Tatarkiewicz), 손효주 역, 1990, 앞의 책, p.157.

7 현재 문화유산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완전성(Integrity, 完全性)’의 개념은 예술작품으로서의 대상 인식에 기초하여 발전한 개념이라 생각된다. 체사레 브

란디의 ‘예술작품의 잠재적 통일성’에 관한 글을 참조. 체사레 브란디, 최병하 편역, 2013, 『문화유산의 수복이론』, 기문당, pp.44~55.

8 건축문화재 보존에서 주로 사용하는 영어권 용어로 ‘restoration’과 ‘reconstruction’이 있다. ‘reconstruction’은 ‘다시 짓다, 재건하다, 복원하다’의 의미로, 
문화재 분야에서는 주로 단순한 재건이 아니라 ‘(근거 자료에 의한) 복원(復原)’으로 번역된다. ‘restoration’은 ‘회복하다’라는 의미로, 문화재 분야에서는 ‘기

능을 회복한다’는 일반적 의미의 ‘수리(repair)’와 ‘(근거가 확실한) 부분(部分)의 복원(復原)’이 포함된 개념이다. 그런데 문화재 현장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

만 ‘repair’라는 단어 때문에 번역에 문제가 발생한다. ‘고치다, 수리하다, 수선하다’ 등의 의미로 주로 물리적 손상을 개선하여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repair’가 일반적으로 ‘수리(修理)’라 번역되므로, 한국의 문화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수리(修理)’와 혼선을 빚기 때문이다. 한국의 문화재 분야에서 사용되는 
‘수리(修理)’는 ‘restoration’에 가까운데, 여기에서는 ‘repair’의 번역어인 ‘수리’와의 의미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restoration’을 ‘수복’으로 번역하였다.  
또 하나 여기에서 주의할 것 중 하나는 이 논쟁을 ‘복원-반복원 논쟁’으로 번역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는 ‘부분 복원’의 정도 차이에 의한 문제 때문인데, 비

올레 르 뒥의 ‘restoration’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복원’에 가까울 정도로 그 범위가 크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1931년의 <아테네헌장>에서는 ‘전체적인 
수복(restoration in toto)’이라는 용어로 이러한 경향을 지칭하여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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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복(Restoration vs. Anti-restoration)’ 논쟁의 한 축에 

서 있는 비올레 르 뒥(Viollet Le Duc)의 수복에 관한 사

고이다. 비올레 르 뒥은 1866년 출판된 『프랑스 건축사전

(Dictionary)』에서 ‘수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수복’이라는 용어와 그 행위 자체는 모두 근대의 것이다. 건

물을 수복한다는 것은 그것을 보호하는 일, 수리하는 일, 

재건하는 일이 아니다. ‘수복’이란 어떤 시대에도 결코 존재

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건물을 완전한 상태로 복위시키는 

일이다.9 

여기에서 수복이 ‘어떤 시대에도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완전한 상태’라고 이야기하였을 때의 원형은 현존하는 

대상 자체에서 확인될 수 있는 원형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때의 원형은 최초로 건립된 것도 아니며 또 지금의 모습도 

아니다. 이는 현존하는 대상 자체에서 획득되는 원형이 아

니라 객관적 진리로서의 미를 얼마나 구현하고 있느냐 하

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념 하에서

는 그것이 절대적이면서 객관적이고 이상적인 미를 구현하

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변경을 가할 수 있는 것이

다. 이러한 관념에서는 예술작품으로서의 하나의 건축물을 

장기간에 걸쳐 세대를 달리하면서 여러 명의 건축가에 의

해서 건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것은  ‘원형’을 판단하는 

기준이 물체로서 현존하는 예술작품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이면서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의 세계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2) 창작이 완결된 예술작품으로서 인식된 때의 상태

서구에서 미에 대한 관념의 대체적 흐름을 보면 근대

사회로 전환되면서 ‘객관적 미’에서 점차 ‘주관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10 계몽주의, 

낭만주의, 합리주의 등의 사상적 기반 하에 이루어진 예술 

개념의 발전 등을 통해 미의 절대성에 대한 믿음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예술가는 객관적 규범의 모방자가 아니라 이

제 창조자의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다.11 미는 예술계라는 시

스템 속에서 규정되며12 보다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규정되

기 시작하였다. 현대미술에서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지 않

은 것’, 즉 전통적인 미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미적

인 대상으로서 인정받는 것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다. 고

전적인 미의 이론이 완전히 그 힘을 잃은 것은 아니지만 이

는 결국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미’에 대한 믿음이 보다 ‘주

관적’이고 ‘상대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예술작품의 원형은 이제 예술

가의 창조성에 기반하여 제작된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예술

가 스스로에 의해 창조가 완결되었다고 하는 상태의 것을 

의미한다.13 이를 건축물에 적용하여 보면 건축가(builder가 

9 Viollet-le-Duc, 1854~68, Ⅷ : 14(Jukka Jokilehto, 최병하 역, 2009, 앞의 책, p.233에서 재인용).

10 18세기 특히 영국의 이론가들에 의해 서구에서의 미의 개념이 전통적인 의미로부터 퇴조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전통적으로 객관적이었던 미의 이론은 …중

략… 취미의 이론(theory of taste)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이론 역시 주관화된 방향에로 선회되었다”. 오병남, 1996, 『미학강의-문제와 방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미학과, p.39.

11 20세기 주요한 미학자 중의 하나인 베네데토 크로체(Benedetto Croce)는 “진정한 예술작품은 예술가의 정신 속에 있다. 외적 가공물은 이 진정한 예술작품

을 공유하거나 상기시키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데 이바지할 뿐이다”라고 하였다. 먼로 C. 비어슬리, 이성훈·안원현 역, 1987, 『미학사』, 이론과 실천, p.381에

서 재인용.

12 전통적인 ‘미학’이라는 용어를 대체하는 용어로 ‘예술학’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주장되는 경우도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한 예이다. 

13 좀 더 세밀하게 따져보면 보다 복잡한 문제가 상존한다. 만약 예술가가 예술작품을 만들면서 완결된 작품으로 만들지 못하고 미완성인 채로 끝내었다면 그 작

품의 원형은 어떤 것일까? 또한 예술작품을 창조하는 예술가의 의지와는 달리 최종의 결과물이 다른 요인으로 인해 변경되거나 왜곡되었다면 그 작품의 원형

은 무엇일까? 또한 어떠한 작품이 예술가에 의한 생산의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완결되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고 할 때도 그것이 수요자에 의해 수용되

는 단계에서도 또 다른 가치가 부여되고 그러한 가치가 예술작품의 일부로 일체화되었다면 이때의 원형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원형의 

보존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사항들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기에 역부족이므로 다루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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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architect)에 의해 설계도가 작성되고 그 설계도에 의

거해 완공되었을 때의 상태(building이 아닌 architecture)

가 곧 원형이다. 즉, 예술가에 의해 하나의 작품이 구상되고 

최종적으로 완결되었다고 판단되어 예술가의 손을 떠날 때

의 상태, 즉 건축으로 말하자면 건축가가 설계를 구상하고 

설계도를 작성하여 건물로 존재하게 되었을 때의 상태가 원

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14 

한편 이것이 뒤에 살펴볼 ‘최초의 모습으로서의 원형’

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여전히 예술적 작품으로서 예술적 

가치의 판단 기준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예술작품은 

‘예술가(artist)’의 ‘의도’에 의해 창작되어지는 것이기 때문

에 ‘원래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며, 예술작품으로서의 

‘완전성(完全性)’ 등의 개념도 원형 개념에 영향을 미친다.

2. 역사의 증거 자료(역사적 가치) 관점에서 본 원형

건축물이 다양한 시기의 디자인과 양식을 포함하고 

있을 때 역사적 가치 측면에서의 원형을 판단하는 문제는 

두 가지 태도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

나는 여러 가지 역사적 층위 중에 어떠한 특정시기를 결정

하여 이를 원형으로 보는 입장과 다른 하나는 다양한 시

기의 층위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는 포괄적 원형의 

입장이다. 

1) 특정 시기를 원형으로 보는 관점

특정한 시기를 원형으로 보는 관점은 예술적 가치와 

관련된 개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후대의 

변형을 예술작품의 원형의 손상으로 보는 관념과 맞닿아 

있다. 이 때 특히 예술적 가치의 평가에 사용되는 ‘완전성

(完全性)’ 개념이 주목되는데, ‘전체와 부분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전체’로 존재해야 한다는 미적인 인식과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특정한 시기를 원형으로 

간주하는 방식도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두 가

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한 건축물 내에 존재하는 역사적 층위 중

에서 ‘오래 된 것일수록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는 ‘창건기(創建期)의 모습’, ‘당초(當初)의 모습’ 등으로 

표현되며 ‘최초(最初)의 형태’, ‘시원적(始原的) 형상’, ‘고식

(古式)’을 보다 의미있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는 기본

적으로는 건축물의 의미있는 최초의 완공 상태로 규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약화되어 발생하는 기능 회복을 위한 수리 외

에도 변화된 환경에 의해 제기되는 기능적 요구와 같은 변

화의 압력을 받기 때문에 최초의 모습 그대로 유지되는 경

우가 거의 없다. 더 나아가 특히 동아시아 목조문화권의 건

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축군(建築群)15의 경우 기존

의 건축 구성에 새로운 의미를 부가하는 건물의 부가라는 

방식의 변화가 빈번하였다. 또한 개별 건물에서도 목재라는 

재료 특성으로 인하여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

럼 보이는 경우에도 건물의 유지를 위한 재료의 교체가 석

조에 비해 더욱 빈번하였던 것처럼 여겨진다.16 

한편 추가적으로 특히 목조건축물에서 고려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중창(重創)’, ‘중건(重建)’된 건물이다. ‘중

14 건축 작품에서는 설계도와 시공된 건물 상의 차이라는 보다 복잡한 문제가 존재한다. 건축가가 자기의 창조성을 기반으로 창작해낸 설계도면 그대로 시공되

지 않고, 시공자가 이를 시공상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완성한 경우 설계도면이 원형인가 아니면 비록 창작의도와는 차이가 있지만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오브제로 구현된 건물 자체가 원형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15 동아시아 목조문화권의 건축에서는 서양에 비해 ‘개별 건축물’의 차별성보다는 집합되어 이루어지는 ‘건축군(建築群)’의 구성에 의해 성격이 규정되는 특성이 

있음이 주목되어 왔다(Andrew Boyd, 이왕기 역, 1995, 『중국의 건축과 도시』, 기문당). 이와 유사한 견해로 김홍식의 글과 김봉렬의 ‘집합의 건축’ 등과 같은 

논의 참조.

16 수리과정에서 보통 지붕부와 건물의 외측의 원래 부재가 교체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7C 말에서 8C 초에 건립된 일본의 법기사(法起寺) 삼층탑의 경우 12, 

15, 18. 19세기에 부분 수리되고 13, 17, 20세기에 완전해체 수리되었는데 약 50% 정도의 부재가 교체되었다. 

 Jukka Jokilehto, 최병하 역, 2009, 앞의 책, p.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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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은 완전히 소실된 건물을 다시 건립하는 행위로 이때 주

의해야 할 것은 ‘창건되었던 건물’과의 관계가 오늘날의 ‘복

원’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중창된 건물은 이전의 건물과 기

능적 연속성을 갖기는 하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의 연속선

상에서 존재하는 동일 건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찰의 대웅전 건물이 임진왜란 등의 전란으로 

소실된 이후 중창하는 경우 오늘날 ‘복원적 고증’을 통해 건

물을 새로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불사’를 시행하여 

‘전각을 다시 만듦(rebuilding)’에 의해 소실된 기능만을 회

복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고종 때인 1896년에 

중건된 경복궁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임진왜란 때 소

실된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궁궐이라는 기능을 복원하였지

만 조선초기 창건기의 최초의 양식이나 건물에 대한 고증

을 통해 복원한 것은 아니다.17 결국 이때 중건된 건물은 기

능은 유지되었지만 물질적 대상으로서의 건물은 새로운 최

초의 모습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역사적 층위 중에서 ‘주도적으로 남아있는 

시기의 모습, 즉 전성기(全盛期)의 모습’을 원형으로 보는 

관점이다. 일반적으로 한 건물의 주도적 양식이 가장 오래

된 경우가 가장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 수

리가 아닌 중창(重創)을 하면서 건물의 일부에 고식부재를 

사용한 경우가 그러하다. 여기에서 ‘원형’을 판단하는 기준

으로 도입되는 개념이 ‘양식(樣式)’18의 개념이다. ‘한 시대

를 보여주는 양식’은 서로간의 유기적 관계로 구성되어 예

술작품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유기적 전체를 구성하고 있

다는 사고방식이다. 고려시대의 건물에 조선시대 개조된 부

가물이 있다면 이를 예술적 개념을 차용하여 ‘양식적 통

일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제거한 모습을 건축물

의 원형으로 보는 관점이다. 즉, 유존하는 건축물의 부재에

서 가장 주도적인 시기를 상정하고 그 시기의 부분과 전체

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룬 모습을 원형으로 보는 입장이

다. 일반적으로 전성기 또는 완성기의 상태를 말한다. 역사

적 건축물의 경우 중건이나 중창 등을 통해 건물이 대대적

인 변화를 겪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완전히 기능이나 성격, 

형식이 개변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속성을 어느 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변화 과정 상에서 개별 건축물

이나 건축군이 가장 완성된 형태라고 여겨지는 상태를 말

한다. 한국 전통건축의 개별 건축물 경우에는 여러 번의 중

수(重修), 중건(重建)이 있었을 때 그 중에 가장 규모가 크

면서 양식적으로 완비된 상태를 말한다. 

유적의 경우에 전성기의 모습은 특히 건축군(建築

群)의 복원을 검토할 때 주요한 의미를 갖는다. 과거 궁궐

과 사찰 등의 건축군은 최초 집중적인 건립이 이루어지면

서 그 모습을 갖추어 창건(創建)되었다는 식으로 표현되

지만 실제로는 지속적인 건립 과정이 이루어지며 그 때 최

대 규모의 모습을 갖춘 경우, 전성기(全盛期)의 건축이라

는 이름으로 이를 원형으로 보는 관점이다.19 한편 이 때 

주의하여야 할 것은 전체 건축군과는 별도로 개별 건물에 

있어서의 원형은 또 다른 시기의 것일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경주 황룡사(皇龍寺)의  경우 전체 건축군의 모

습은 종경루가 완비된 8세기 중엽의 황룡사를 기준으로 

볼 수 있으나, 그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건축물은 각각의 

시기를 달리한다.  

2) 보존의 대상으로 인식된 때의 상태 : 현상(現狀)

이것은 보존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보존의 개입 조치

17 ‘보존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전과 후에 대한 엄밀한 구분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문화재 현장에서 벌어지는 논의 중에 한국적인 문화재 보존의 방법으로 ‘중

창론(重創論)’을 주장하는 예가 있다. ‘복원(復原)’은 어차피 실현이 불가능한 개념이며, 전통사회에서 사용되었던 ‘중창(重創)’이 역사적으로도 연속선상에 있

는 고유의 방법론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되고 있는 것은 문화재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던 전통사회에서의 중수, 중창이라는 행위를 문화재라

는 인식 하에 놓여진 대상물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다.

18 ‘양식(Style)’개념을 한국의 전통건축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주장도 있어 ‘형식(形式)’, ‘법식(法式)’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19 일례로 황룡사의 경우 6세기 중반 최초 사찰 건립이 시작되어 580년 경에 1차 완공을 하였고, 645년에 목탑을 건립하였으며, 8세기 중반에 종루와 경루가 건

립되면서 최대 사역의 공간이 이루어지는데, 이 때 8세기 중반의 사찰 규모를 원형의 기준시점으로 보는 관점이 바로 전성기의 모습을 원형으로 보는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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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지려고 할 때 그때의 상태를 말한다. 이를 ‘현상

(現狀)’이라고 하며 보존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문화재라는 

관점에서 보존의 개입조치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역사적 과

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문화재 보존의 출발점이 

되는 상태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

여 보면 2가지 시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문화재로 인식하여 보존의 대상

이 되기 시작한 시점(전통건축의 경우 멀게는 근대사회가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가깝게는 공식적으로는 문화재로 지

정된 시점)’에서의 상태를 들 수 있으며, 그리고 두 번째로

는 ‘보존 조치를 하려고 하는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 

시점’의 상태이다. 이 두 가지 시점의 구분을 강조하는 이유

는 ‘기념물의 일부가 된 보존의 역사 흔적’에 대한 처리 문

제 때문이다. 최근 한국에서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당시 

건립되었던 철근콘크리트조의 경복궁 광화문(景福宮 光化

門)을 철거하고 목조로 재건한 것과 또 당시 대통령에 의해 

한글로 쓰여졌던 광화문 현판을 대원군 중건 당시의 현판

으로 복원하고자 한 것은 ‘현상’이라는 것을 전통사회의 모

습이라고 상정하는 태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흔적이 4~50년 이상의 시간 경과와 함께, 1970년

대 당시의 문화재 인식과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징으로서의 가치를 획득했다고도 볼 수 있는 관

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보존의 개입 조치를 결정하는 

현재적 시점으로 보면 그러한 행위들은 이미 ‘역사화(歷史

化)’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올레 르 뒥이 19세기에 고딕양

식으로 복원한 까르까존(Carcarssonne)이 1997년 세계유

산으로 등재된 것은 이러한 관점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한편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이전의 역

사적 개입이 이미 ‘가역적(可逆的)’이지 않은 경우가 많

기 때문에, ‘지나간 시간을 지우려는 추가적인 개입조치’

가 다시 한 번 ‘진품’의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다분하

기 때문이다.20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보존의 개입 조치

에 있어서의 ‘현상’은 항상 보존의 개입조치를 할 당시가 

되어야 한다.

3. 소결

앞에서 2가지 측면에서의 원형 개념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본고에

서 상세히 논하지는 못하였지만 건축문화재 보존의 역사에

서 원형과 관련된 개념의 변화를 보면 대체적으로 ‘객관적’

이며 ‘절대적’인 것에서 ‘주관적’이며 ‘상대적’인 것으로 변

화하였으며, 그에 따라 예술적 관점에서 역사적 관점을 중

시하는 방향으로, 또 한 시기의 완결된 상태에서 다양한 시

기의 모습을 담고 있는 상태로 무게 중심이 옮겨졌다는 점

이다. 원형에 대한 이해가 예술 인식에 기초하여 완결된 상

태의 예술작품으로 여겨지던 아니면 양식적 완결성을 갖고 

있는 어떤 상태로 이해되던 간에 ‘완벽한 상태의 원형’이라

는 개념이 관념적으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원형의 절대

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상태에서 ‘역사적 층위’가 누적된 

상태가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더 나아가 ‘관념적 

원형’의 회복을 위해 ‘역사적 진품’이 손상되는데 대한 비판

적 태도21가 국제적 보존원칙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이

러한 태도는 1964년 <베니스헌장>의 다음과 같은 조항에서 

볼 수 있다.

제11조

양식의 통일이 수복(restoration)의 목적이 아니므로, 기념

적 건조물의 건설에 기여한 모든 시대의 요소가 존중되어야 

20 광화문의 ‘중건(重建)’공사에서 원 석축의 석재를 ‘최대한 재사용한다는 원칙’을 표방하고, 계단의 난간, 돌란대, 동자석, 어미동자와 석누조 등 특수한 부재는 

100% 재사용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무사석 총 932개 중 146개(15.2%)만이 재사용되고, 홍예석은 90개 중 18개(20%), 계단석 92개 중 34개(37%)

가 재사용되어 전체적으로는 총 부재수 1,154개 중 238개(20.6%) 만이 ‘중건’된 건물에 재사용되어(아름터건축사사무소, 2011, 『경복궁 광화문 권역 중건보

고서』, 문화재청, p.318), 역으로 보면 이 공사를 통해 80% 이상의 석축 재료가 교체로 소실되어 ‘원상’이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21 이는 19세기 중반의 ‘수복-반수복 논쟁’의 주요한 쟁점이었던 사항으로, 20세기 보존의 기본적인 방향이 된 입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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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만일 한 건물 내에 여러 시대의 작업이 겹쳐 있을 경

우, 최초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정

당화될 수 있다. 즉 ①제거할 부분은 중요하지 않으나, 드러

날 부분이 역사적, 고고학적, 미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

졌을 경우, 그리고 ②보존 상태가 이러한 작업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양호한 경우에 한해 시행한다.22 

한편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는 ‘예술작품으로

서의 건축’개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형의 이해에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

다. 예술작품으로서의 건축은 ‘architecture’로 지칭되며, 

일반적인 건조물 즉 ‘building’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예

술로서의 건축이라는 개념은 르네상스 이후 ‘예술(art)’개

념의 형성 과정에서 조형예술의 한 분야로서 건축이 한 자

리를 잡게 되면서 정립되었다.23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서

양에서 정립된 예술 개념과 유사한 것을 찾고자 하면 시

(詩), 서도(書), 그림(畵), 음악(音樂) 정도를 들 수 있을 뿐 

조각, 건축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24 이러한 문제 때문에 동

아시아에 ‘architecture’개념이 도입될 때 ‘건축(建築)’이라

는 그에 대한 대응어로 신조어를 사용하게 되었음은 잘 알

려져 있는 사실이다.25 그러므로 한국의 전통건축물에 이

러한 개념을 적용할 때 일정 정도의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

야 한다.26 예를 들어 ‘예술로서의 건축’개념이 동아시아에

서는 부재하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예술가’에 해당하는 ‘건축가(architect)’는 누구이며,27 ‘건

축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된다. 또한 ‘예술가(건축가)가 창작(설계)하고 완성한 모습’

이 원형이라고 한다면, 결국 건축가가 없는 상태에서 최종

적으로 완결된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

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동아시아에서는 예술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의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면서 지역

적 특수성을 가미하여 원형을 판단하는 기준이 정립되었

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2 이러한 ‘최초의 상태를 드러내기 위한 제거’의 사례로 터키 이스탄불에 소재한 성 소피아 성당(Saint Sofia Cathedral)의 벽화 수복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성당에서는 회칠한 벽체 아래에 숨어 있던 벽화를 복원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는 과거 최초 기독교 사원으로 건립할 당시 조성되었던 벽화가 이후 이

슬람 사원화하면서 회칠로 가려져 있었는데, 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서 진품인 벽화의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 회칠의 신중한 제거가 이루어진 수복 

사례이다.

23 ‘고대,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은 기능술로 간주’되었다. ‘18세기 중엽이 되어서야(바뙤[A.C.Batteux], 1747) 건축은 교양학과와 기능술 사이의 중간지

점에 놓여 있는 예술의 범주로 자리를 옮겼고, 곧이어 회화 및 조각과 더불어 하나의 순수예술로 널리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W.타타르키비츠(Wladyslaw 

Tatarkiewicz), 손효주 역, 1990, 앞의 책, p.194.

24 동양에서 서양의 ‘예술’과 유사한 전통적 개념을 찾아보면 우선 『주례(周禮)』에서 언급된 여섯 가지 기예인 ‘육예(六藝, 禮·樂·射·御·書·數)’와 그 후

에 동양 고유의 체제로 보다 발전된 ‘삼절(三節, 詩·書·畵)’개념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포함된 내용 중 서양의 ‘예술’개념과 대비해 볼 때 시(詩), 서(書), 화

(畵), 악(樂) 등이 주목되며, 조각과 건축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결국 ‘서양의 미술은 회화, 조각, 건축이 같은 위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반면 

동양에서는 그 속에 없는 붓글씨(書)가 그림과 동류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오병남, 1996, 앞의 책, pp.492~495.

25 ‘建築’이 ‘architecture’라는 용어의 대응어로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사용되게 된 것은 일본에서 비롯된다. 일본에서 메이지유신 이후 서양의 문물을 도입

하는 과정 상에서 사용된 것으로, 1886년 관련 학회를 창립하면서 ‘조가학회(造家學會)’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1897년 ‘건축학회(建築學會)’로 명칭을 변경

하였던 사실에서 그 용어의 사용 과정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동아시아에서 공식적인 ‘architecture’의 번역어로 ‘건축’이 사용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6 한국에서 건축문화재를 지정할 때 유형문화재에 속하는 ‘국보(國寶)’, ‘보물(寶物)’의 경우는 당대의 건축술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궁궐, 사찰과 같은 건

물이 주로 지정되며, 생활사적 가치를 갖고 있는 민속건축, 즉 주거나 마을 등은 ‘중요민속문화재(重要民俗文化財)’로 지정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엄

밀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예술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에 대한 비중에 따라 지정체계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7 이와 관련하여 서양의 ‘건축가’에 대응되는 것으로 건축주(建築主)와 입지와 좌향을 결정하였던 풍수가(風水家) 시공자이면서도 건축전문가로서 설계 기능도 

담당하였던 대목수(大木手) 등의 장인(匠人) 등이 분담하여 시행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또한 예술 이론의 측면에서는 ‘궁실제(宮室制)’, ‘묘침제(廟寢制)’등의 

제도가 그 역할을 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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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에서의 건축문화재 원형 이해의 

전개

1. 일제강점기 수리공사

1) ‘당초 양식(當初 樣式)’으로의 복원

한국의 문화재 보존은 1900년대 초에 시작되었다.28 

그러나 불행하게도 1910년 일본의 강점으로 인하여 초기 

건축문화재 보존은 주로 일본인의 손에 의해 시행된다. 이

러한 이유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한국 건축문화재의 

수리도 일본에서 정립된 방법론과 원칙이 그대로 이식되어 

적용되었다. 

일본의 경우 1897년 <고사사보존법(古社寺保存法)>

을 전후한 시기로부터 근대적 수리가 시작되는데, 당시 근

대적 수리를 행하면서 고건축(古建築)의 평가에 ‘역사적 가

치’와 ‘예술적 가치’개념을 도입하여 수리의 목적에 ‘당초 

복원(當初復原)’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도입되었다.29 <고사

사보존법> 제정 초기 진행되었던 주요한 공사로 당초제사 

금당(唐招堤寺 金堂, 1896~98), 약사사 동탑(藥師寺 東塔, 

1897~98), 동대사 법화당(東大寺 法華堂, 1898~99) 등의 

수리공사가 시행되었는데, 이 때 수리 방법론의 정립 과정

에는 關野貞이 수리공사의 감독을 담당하여 1897년 1월부

터 그 다음해 4월까지 진행하였던 신약사사 본당(新藥師寺 

本堂) 수리공사가 큰 계기가 되었다. 이 수리공사는 후대에 

부가된 것으로 판단된 전면의 예당 건물을 제거하는 ‘복원

적 수리(復原的 修理)’를 통해 크게 외관이 바뀌게 된 공사

로,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으로써 1900년경에 일본이 수

리공사 방법론 설정에 있어 중요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이 

논쟁이 辻善之助에 의하여 절충적 입장에서 정리30되어 일

단락되면서 일본의 초기 건축문화재 수리의 기본 방법으로 

‘당초복원’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유지되었다. 이후의 수리

는 ‘당초복원’과 ‘유지보존’이 동시에 진행되었으나, 많은 경

우 ‘유지보존’보다는 ‘당초복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31 이는 

당시 여러 가지 가치평가 항목에도 불구하고 ‘고식(古式)’에 

대한 상대적 우위 개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32 

‘당초복원’을 앞에서 검토한 원형개념의 유형과 비교

해보면 ‘특정한 시기를 원형으로 보는 관점’과 결부되어 있

으며, 또한 예술적 대상으로서의 ‘완전성’의 개념에도 영향

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8 필자는 문화재 보존의 자생적 흐름의 하나로 1902년 7월에 궁내부(宮內府) 관리서(管理署)에서 제정한 <국내사찰현행세칙(國內寺刹現行細則)>을 주목하고 

있다. 문화재 보존 제도의 시초로 오세탁의 글(2005, 『문화재보호법원론』, 주류성, pp.73~80)에서 1910년 학부령으로 제정된 <향교재산관리규정(鄕校財産

管理規程)>이나, 1911년 총독부령으로 제정된 <사찰령(寺刹令)> 등을 든 이후 문화재 보존 제도의 기점을 이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화되어 있으나, 일제의 

통감부 정치가 시작되기 전인 1902년에 이미 <사찰령>에서 보이는 것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규정, 즉 사찰 소장의 보물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자생적으로 형성되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9 淸水重敦, 2004, 「日本にをける建築保存槪念の生成に關する硏究」, 東京大博論, p.125.  

이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흐름은 김왕직·이상해, 2002, 「목조 건조물문화재의 보존이론에 관한 연구-일본 건조물문화재의 수리사례를 중심으로-」 『건축역

사연구』 11(3), 한국건축역사학회 글을 참조할 것.

 한편 당시 ‘당초 복원’이라는 개념의 수리는 ‘고식(古式)’에 대한 선호와 관계가 있다. 일본에서 <고사사보존법>에 의거 ‘특별보호건조물’의 지정 시 기준으로 

①역사의 증거가 되는 것, ②미술의 모범이 되는 것 ③유래가 특수한 것이 있었으나 실제 지정에 있어서는 시대순(時代順)에 의거하여 ‘고식(古式)’의 건물이 

주로 지정되었다. 이는 가치 평가에서 ‘오래된 것’을 높게 평가하는 관념이 지배적으로 작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일본의 건축사 연구 초기 주요한 논쟁인 법륭

사(法隆寺)의 재건·비재건 논쟁 등도 ‘당초의 형식’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30 辻善之助는 1900년 말에 나라를 방문하여, 關野貞의 안내를 받아 수리공사를 견학하고 수리방침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는 후세에 부가된 것이 조

잡하고 건축형식을 파괴하며 원형이 명료한 경우에는 제거한다. 둘째, 후세에 부가된 것인지 당초부터 있었던 것인지 명료하지 않을 때는 후일의 연구자를 위

하여 남겨둔다. 셋째는 후세에 부가된 것이라는 것을 알더라도 원형 여하(如何)를 상세하게 모를 때에는 상상에 따라 복구를 시도해 본다. 넷째, 후세에 부가된 

것일지라도 특히 역사상·미술상의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한다. 그리고 보수의 방법은 견고성을 위하여 재래의 공법을 답습할 것이며, 구부재는 가능하면 재

사용하여 옛 맛이 남아 있도록 한다.” 김왕직·이상해, 2002, 앞의 글, p.42에서 재인용.

31 김왕직·이상해, 2002, 앞의 글, p.42.

32 淸水重敦, 2004, 앞의 논문, p.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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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리공사의 기본 개념은 한국에서도 그대로 

이입되어 일본과 동일한 방법론의 선상에서 수리공사가 전

개되었다. 1910년대부터 20년대에 걸쳐 시행된 불국사(佛國

寺)의 사역 정비 및 건물 수리공사에서 대웅전(大雄殿)과 

극락전(極樂殿) 내부의 평면과 입면을 회복하는 공사가 진

행되었는데 모두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2) ‘현상(現狀)’변경에 대한 강화

일본의 건축문화재 수리공사에서 주요한 변화가 있었

던 시기로 볼 수 있는 것이 1930년대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

시 1929년 제정된 <국보보존법(國寶保存法)>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축문화재 수리사를 

논할 때 <고사사보존법> 시대의 수리와 <국보보존법> 제정 

이후의 수리를 구분하고 있는데, <고사사보존법> 시대의 수

리는 일본에서도 ‘옥석혼재(玉石混在)’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33 이는 당시 수리공사를 통해 고대건축의 기법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현상’을 변경하면서 잘못된 공사가 있다

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세부적인 

양식들에 대한 조사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고사사보존법>시대의 수리는 초기의 수리공사 경험 

축적을 통해 ‘조사(調査) 및 연구(硏究)’의 중요성이 강조되

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며, 이는 문화재 수리공사

에 대한 인식의 진보를 나타내는 중요한 성취 중 하나로 평

가된다. 1929년에 제정된 <국보보존법>에서 나타난 ‘현상변

경 허가제(現狀變更 許可制)’는 수리공사에서의 이러한 인

식의 전환이 제도적 변화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34

또한 조사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흐름과 함께 더

불어 일본에서 수리공사보고서의 발간이 시작되어 체계화

되기 시작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즉, 수리공사에 있어 고대

건축물에 대한 조사연구가 강화되고 이는 수리공사에 대한 

체계적 기록을 보고서로 남기는 방향으로 전개되었기 때문

이다.35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를 일본에서는 ‘<고사사보존법>

에 의한 수리가 외관(外觀)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남기기 

위한 행위였던 것에 반해 이 즈음의 수리는 건축을 성립시

33 日本建築學會 編, 2001, 『近代日本建築發達史』(復刻板), 文生書院(1972, 丸善株式會社), p.1764.

34 <국보보존법>에서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제’를 규정한 조항은 ‘제4조’이다(伊藤廷男 等, 1999, 『歷史的建造物の保存(新建築學大系 50)』, 彰國社, p.41 참조). 한편 

<국보보존법>은 <고사사보존법>에 비하여 ‘고사사(古社寺)’에 한정되어 있던 특별보호건조물을 기타의 다른 유형의 건물들로 확산시켰다는 의의도 지니고 있다.

35 일본에서 건조물 보존수리공사에 관련된 기록으로 처음 발간된 것은 1915년 나라현대불공양회(奈良縣大佛供養會)에서 간행한 『大佛及び大佛殿史』이다(伊

藤廷男 等, 1999, 앞의 책, p.165). 그러나 1927~29년까지 수리한 동대사 남대문(東大寺 南大門)의 공사 내용을 1930년 4월에 나라현 고사사 수리기사 岸

熊吉가 『東大寺南大門史及昭和修理要錄』를 시작으로 하여 법륭사의 소화년간 수리공사보고서 등이 발간되면서 보고서 발간 체계가 잡히기 시작하여 2007

년 현재까지 1,900여건의 보고서가 간행되었다. 조현정·上野勝久, 2007.10.5, 「일본 목조건조물문화재의 실측도면과 수리공사보고서에 관한 연구」 『동아

시아 목조건축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변천과정과 성과』, 한양대학교 건축대학 동아시아건축역사연구실, p.170. 

사진 1. 신약사사 본당 수리 전 사진 2. 신약사사 본당 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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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기술(技術)의 총체를 남기는 것’36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여기에서 원형 개념과 관련하여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국보보존법> 제정을 계기로 ‘현상변경’의 중요성

이 강조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근거가 확실한 경

우’ 당초 양식으로의 변경이라는 원칙은 유지되었다는 점이

다. ‘현상변경’에 보다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

환은 있었으나, 그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여전히  ‘당

초 양식(當初樣式)’으로 돌리는 수리가 주도적이었기 때문

이다. 이는 ‘수리라는 것은 건물이 시간과 함께 열화(劣化)

하고 변형하며, 개조를 통해 구조적으로 건실하지 않은 상

황에 다다른 건물을 가능한 한 건설 당시의 상태로 돌려 

놓아서 구조적인 건실성과 양식적인 완결성을 되살려 놓는 

행위’37라는 점이 일본의 수리공사의 기본철학으로 유지되

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당초복원(當初復原)’의 원칙이 그대로 유지되

었음은 한국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1930년대 실시한 주

요 공사 중 수덕사 대웅전(修德寺 大雄殿, 1937)의 경우 창

건 당초의 건물에서 후대에 변형된 것으로 판단된 창호들

을 제거하였고, ‘원상으로 추정되는 형식’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성불사 극락전 및 응진전 수리공사(成佛寺 極樂殿, 

1933~37)의 경우 후대에 부가된 것으로 판단된 전면에 있

는 시설이 제거되었다. 한편 공사 중 춘천 청평사(淸平寺)

의 수리공사를 보면 당시 수리에서 발견한 원래의 양식을 

토대로 ‘현상변경’을 실시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를 과거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하려는 노력을 살펴 볼 수 있다. 이는 수리

공사의 학술적 측면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앞에서 언급한 원형 개념의 유형

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특정시기를 원형으로 보는 관점’

이 유지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2. 해방 이후의 수리공사

해방 이후의 수리는 일본인이 물러나면서 이제는 한

국인에 의해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

었다. 그리고 수리의 원칙에 있어서는 별다른 논쟁 없이 일

제강점기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는데, 즉, ‘당초양식’을 원

형으로 규정하는 관점이 지속되었으며, ‘현상변경’에 대한 

개념도 일부 전수되었다.  

한편 ‘당초양식으로의 복원’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었음

을 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1970년대 수리된 한국 최고

(最古)의 목조건축물로 국보 제15호로 지정되어 있는 봉정

사 극락전(鳳停寺 極樂殿)의 수리공사(1972.7~1974.1) 사

36 淸水重敦, 2009.11.28, 「일본에 있어서 역사적 건조물 실측도의 역사와 그 배경」 『건축문화재 실측기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제1회 건축유산 시민축제 

전문가 마당 세미나 자료)』, 한양대학교 건축대학, p.60.

37 淸水重敦, 2009.11.28, 앞의 책, p.61.

그림 1.   청평사 극락전 처마길이 변경 자료 실측도 

(杉山信三, 『韓國の中世建築』, 相模書房, 1984)

그림 2.   청평사 회전문 현상변경 비교도(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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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들 수 있다. 발간된 보고서의 내용 중 ‘제5장. 건물의 

복원’에 하나의 절을 두어 현상 변경사항을 별도로 정리하

고 있다.38 주로 후대 부가물로 인식한 툇마루의 제거와 당

초의 양식으로 판단된 고려시대의 입면 복원이 진행되었다. 

이로 보면 입면 요소에서의 대대적인 ‘당초 복원’이 진행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변경 내용은 당시 수리공사

에서 조사된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 실시된 것이기는 하지

만, 대체적으로 고려시대의 창건 건물 ‘원형’에 어울리지 않

는 조선시대의 ‘부가물’이라는 인식이 이러한 ‘현상변경’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수리공사의 내용은 앞에서 일

본의 수리공사 초기에 논쟁이 되었던 신약사사 본당(新藥

師寺 本堂)의 수리공사와 비견된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수리 방식이 최근까지도 그대로 지

속되어 유지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의 국보 제

51호 강릉 객사문(江陵 客舍門) 수리공사(2000.9~2004.12)

이다. 이 수리는 종보 상부에 남아 있던 대공의 촉구멍 흔

적, 솟을합장재의 결구 흔적 등을 통해 기존에 설치되어 있

던 판대공을 솟을합장 형태의 화반대공으로 바꾸는 수리

를 실시하였다.39 여기에서는 과거에 비해 ‘현상변경’의 내용

을 보다 상세히 검토한 부분이 주목되기는 하지만, 기본적

인 태도는 ‘확실한 근거에 의한 현상변경’을 별 문제없이 받

아들인다는 점에서는 일제강점기 정립된 ‘현상변경’의 맥락

과 같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해방 이후의 수리공사에 있어서의 원형 이해의 문제점

1) 한국에서의 원형 이해 검토

우선 첫 번째로는 당초의 양식으로 복원한다고 할 때 

양식적 복원이 가능한가의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양식’은 ‘개별 미술이나 유일한 미술의 양식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기간 동안 한 문화 속의 미술이 공유한 형식과 특질’40

이라 정의할 수 있다. 즉,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유의미

한 기간 동안의 개별적 작품의 집합체에서 보이는 공통적

이면서 보편적인 특질이다. 양식은 개별적 작품으로부터 출

발하여 도출되는데, ‘당초복원’은 이 과정을 역으로 적용하

여 집합으로부터 유출된 특질을 개별 작품에 적용하는 방

식이라 할 수 있다. ‘당초복원’은 비록 ‘직접적인 증거’에 의

38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는 기존에 부설되어 있던 전면 툇마루와 내부의 마루를 철거하고 내부의 전바닥을 복원하였으며, 두 번째로 창호 부분을 전면의 

경우 기존 3칸에 걸쳐 설치되어 있던 띠살 사분합문을 어칸은 판문으로 양협칸은 살창을 두는 형태로 바꾸고, 서측면에 있던 남북 협칸에 있던 외여닫이문을 

제거하였다. 또한 양측면 대량과 종량 사이에 채광과 환기를 위해 설치되어 있었던 살창을 제거하였다. 이 공사에서는 그 외에도 후면의 홑처마를 겹처마로 

바꾸었으며, 풍판도 제거하였다. 또한 하부 부식으로 짧아진 것으로 판단된 후면 평주를 전면과 같이 하기 위하여 신재로 교체하였다.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

구소, 1992, 『봉정사 극락전 수리공사보고서』, pp.162~164.

39 문화재청·강릉시청, 2004, 『강릉 객사문 실측·수리보고서』, 무진종합건축사사무소.

40 Meyer Schapiro, Style, ed. Morris Philipson, 『Aesthetics Today』, 1961, pp.81~83.

사진 3. 봉정사 극락전 수리 전 사진 4. 봉정사 극락전 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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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시작되기는 하지만 ‘보편성’의 개념에 의거한 추정으

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식이 과연 정당하며 유

의미한가 하는 문제가 이 복원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의 시

작이 되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방식은 어느 일정한 시기의 

건물이 형식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의 목조건축 

또는 동아시아의 목조건축이 서양적 시각에서 보았을 때

는 거의 같은 양식의 것으로 보이더라도 건물별로는 차이

가 존재한다. 

양식적 복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거짓의 ‘원

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발표

된 주남철의 지적41은 주목할 만하다. 주남철은 봉정사 극

락전의 수리공사에서 복원된 부분에 대해 이것이 당시의 

한정된 자료에 의해 이루어진 복원으로, 이 때의 모습이 다

시 ‘원형’으로서 인식의 고착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문제

를 제기하였다. 이는 서양에서 ‘추정이 시작되는 곳에서 수

복이 멈추어야 한다(<베니스헌장> 제9조)’라는 원칙을 제기

할 때 근저에 깔려 있던 생각이다. 

두 번째로는 수리공사에서의 ‘원형’을 ‘외형적 원형’으

로만 인식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된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해방 이후의 한국에서의 건축문화재 

조사 및 연구가 일본과는 달리 주로 ‘수리 기록’보다는 서 

있는 건물의 ‘실측 기록’을 기반으로 하여 진행되었던 상황

을 들 수 있다.42 조사기록이 ‘실측보고서’ 위주로 전개됨으

로 인해 학계에서의 실물에 대한 연구도 주로 ‘양식론(樣式

論)’의 논의에 머물렀으며, 보존 현장에서도 ‘외관(外觀)상

의 형태’ 보존에 경도되도록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된

다. 이러한 문제는 ‘기술’, ‘재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많은 

수의 수리공사가 단순히 ‘외형(外形)’과 ‘기능(機能)’의 회복

에 무게 중심이 기운 상태에서 수리가 진행되어 ‘원래의 기

술(技術)’과 ‘원래의 재료(材料)’를 뚜렷한 기록 없이 소실케 

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문제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현재진행형으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원형(原形, original form)’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

는 ‘1. 본디의 꼴 2.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기 이전

의 단순한 모습’ 등으로 ‘본래의 모습’을 지칭한다. 이와 유

사한 용어로 ‘본디의 형편이나 상태’를 뜻하는 ‘원상(原狀, 

original state, condition)’이 있다. 두 용어를 이렇게 사전적 

의미에서만 비교해 본다면 ‘원형’ 보다는 ‘원상’이 문화재 보

존 분야에서 이해되는 관념과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

는 문화재의 ‘원형’보존이라고 할 때 단순한 ‘외관적 형태’만

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형상

(形狀)’으로 해석되는 ‘원형’은 보존되어야 할 것 중의 하나

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형’이란 단어는 용어 자체

의 어감으로 인해 ‘형태(形態), 외관(外觀), 표피적 양식(樣

式)’ 등의 요소로 경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용어라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인식의 문제가 한국의 

수리공사 역사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해방 이후의 수리에서 문제가 되는 것

은 수리조사와 현상변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

였다는 점이다. 해방 이후 한국에서 보고서가 발간된 최초

의 수리공사43인 『무위사 극락전 수리공사보고서(無爲寺極

樂殿修理工事報告書)』(1958)에는 ‘현상변경’내용을 한 절

(제3장 2절)44로 정리하여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뒤이어 

41 주남철, 2012, 「한국 현존 최고의 목조건축 봉정사 극락전 본형(本形)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8권(통권 287호), 대한건축학회.

42 도윤수·황보영희·한동수, 2007.10.5, 「한국 건축문화재 조사보고서의 성과와 과제」 『동아시아 목조건축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변천과정과 성과』, 한양대

학교 건축대학 동아시아건축역사연구실, pp.3~92.

43 해방 이후의 수리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당시 국립박물관 소속의 임천(林泉)으로 이 공사를 포함하여 1961~63년의 남대문 수리공사 등 주

요한 공사의 감독을 담당하였다. 임천은 1930년대부터 주요 수리공사에 주로 단청모사 작업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일제강점기의 수리공사의 과정을 경험하였

으며, 일제강점기 이후의 수리공사 방식의 연계점에서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임천에 관해서는 민학회, 1992, 「고미술 연구의 초석 林泉」 『민학회보』 제28호 

자료 참조.

44 국립박물관, 1958, 『무위사 극락전 수리공사보고서』, 문교부, pp.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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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63년에 시행된 서울 남대문 수리공사의 기록으로 

1966년 발간된 『남대문 수리공사보고서』에서도 비록 일부 

현상변경 내용이 누락되기는 하였으나 별도로 주요하게 현

상변경이 되었던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제2장 4절).45 이

는 일본에서 ‘현상변경’내용을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하였

던 <국보보존법> 이후의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이러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계속 계승 발전되지는 못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첫 번째로 수리공사보고서

의 발간이 일반화되지 못하였다는 점46에서 확인된다. 두 

번째로는 ‘현상변경’에 대한 조사와 기록이 해방 이후의 초

기 공사에서 보이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되지 못하였던 

정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1980년대에 문화

재관리국에서 발간한 2권의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1984년에 발간된 국보 제13호 강진 무위사 극락전(無爲寺 

極樂殿)과 보물 제730호 울진 불영사 응진전(佛影寺 應眞

殿) 수리공사보고서를 보면, 무위사 극락전의 경우에는 ‘현

상변경’이라는 항목이 목차에 포함되어 있으나,47 불영사 

응진전에는 ‘보수공사 내용’이라는 장에 포함시켜 ‘현상변경’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48 이는 현상변경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지속적으로 전승되지 못하였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수리공사가 <국보보존법>을 전후한 시기에 

‘당초복원’이라는 큰 틀에서는 연속성을 갖고 있지만 ‘총체

적 기술의 보존’이라는 측면으로 내적인 방향 전환이 있었

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해방 이후 일본이 수리공

사 초기에 정립한 ‘당초복원’의 방법론이 그대로 한국의 수

리현장에 적용될 때 1930년대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재

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현상변경’에 대한 조사연구의 강화 의미가 퇴색된 상태에

서 수리공사에 대한 지식의 전수 및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

고49 수리공사보고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중요

한 역사적 증거 자료를 멸실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50 

앞에서 ‘당초복원’의 사례만을 주로 검토하였으나, ‘유

지보존’으로 분류할 수 있는 수리공사에서도 이러한 관념

이 영향을 미쳐, 부재의 교체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어 있음

을 볼 수 있다. 즉, ‘당초복원’이 아니고 ‘유지보존’의 공사

45 서울시교육위원회 편, 1966, 『서울 남대문 수리보고서』, pp.36~39.

46 해방 이후 1999년까지 발간된 목조건축문화재의 주요 문화재의 수리공사보고서는 아래와 같다. 

 국립박물관, 1958, 『무위사 극락전 수리공사보고서』, 문교부; 서울시교육위원회 편, 1966, 『서울 남대문 수리보고서』; 경기도, 1980, 『수원성복원정화지』; 문

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0, 『영주 부석사 보수정화 준공보고서』;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4, 『강진 무위사 극락전 수리보고서』; 문화공보부 문화재관

리국, 1984, 『울진 불영사 응진전 수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2, 『봉정사 극락전 수리공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94, 『신흥사 대광전 수

리보고서』; 서울특별시(삼성건축사사무소), 1996, 『운현궁 중수공사보고서』; 경주시(우리건축사사무소) , 1997, 『기림사 대적광전 해체실측조사보고서』; 국립

문화재연구소, 1998, 『법주사 팔상전 수리공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98, 『쌍계사 대웅전 수리공사보고서』

 이는 1970년대 주로 시행된 호국선현 유적을 중심으로 한 보수정화 사업에서 발간된 보고서를 제외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1990년대 후반 이후 수

리보고서의 발간이 증가하기 전까지의 수리공사는 수리공사의 수량 대비 거의 보고서의 발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7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4, 『강진 무위사 극락전 수리보고서』, pp.60~64.

48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4, 『울진 불영사 응진전 수리보고서』, pp.13~52.

49 수리공사 방법론의 논의가 부족했던 것은 전문인력의 단절과 해방 이후 소수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 시행된 방법론이 큰 논쟁 없이 지속되어 왔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일제강점기 주요한 수리공사가 일본인에 의해 주로 이루어짐으로써 수리공사의 변화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었으

며, 수리공사 경험을 갖고 있던 이한철(李漢哲)이 한국전쟁 중 서거함으로 인해 수리기술자로 주요 현장에 참여하였던 인력의 맥이 끊어지게 되었다.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 해방 이후의 수리는 일제강점기 1930년대부터 단청 모사 작업으로 수리현장에 참여하였던 임천(林泉)에 의해 계승되었는데, 임천도 1965년 

작고하여 일본의 수리공사 방법론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전수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50 한국에서 최근에 문화재 보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상변경’의 개념은 당해 문화재보다는 역사문화경관의 개념과 결부되어 주변의 건축행위를 제한하

는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발간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관련 책자(문화재청 사적과, 2004, 『문화재 현상변경 실무 안내집』;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2009, 『문화재 현상변경 업무 편람』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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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현상변경은 ‘노후화된 부재를 전통기술과 전통재료

로 교체하여 구조의 건실함’51을 찾는 방식의 공사가 추진

되었다. 부재의 교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은 어느 정

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현상변경 행위라고

는 인식하지 않는다. 그 한 사례로 최근에 시행되었던 대구 

북지장사 대웅전(北地藏寺 大雄殿, 2008.9~2012.3)의 수

리공사를 검토해 보면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

고서52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교체된 부재를 정리하면 아

래의 표와 같다. 

표 1. 북지장사 대웅전 부재 교체 현황

부재명
교체 부재수
(교체수/총수)

내용

초석 1/8 후면서측 귀초석 교체

기둥 11/14 1본은 동바리 시공

창방 1/4 후면 창방 교체

평방 2/4 서측면, 후면 평방 교체

공포 총 16구
전면 1%, 후면 21%, 서측 1%, 동측 3% 

부분 부재 교체

뜬창방 4/4 전체 교체

운공형 제공 - 전량 재사용

도리 18/26

기존 28본(통재 6, 이음재 22)에서 수리 

후 교체하면서 

통재로 교체하여 전체량이 26본(통재 8, 

이음재 20본)으로 변경

반자 부분 교체

순각반자, 빗반자, 우물반자 중 빗반자널 

전량 교체, 

우물반자는 동귀틀 일부 제외한 전량 재

사용

추녀 및 사
래

4/4 전량 교체

부재명
교체 부재수
(교체수/총수)

내용

서까래 대부분 교체 장연 4본을 제외

합각부
일부 부재 

전량 교체

부재 중 풍판, 박공, 목기연, 목기연개판 

등 전량 교체

기와 전량 교체 전량 신와 제작 교체

수장재 부분 교체 인방, 주선, 벽선 등 부분 교체

마루 부분 교체
장귀틀 1재, 변귀틀 6재, 동귀틀 5재, 청

판 38장 교체

이는 ‘유지보존’이라는 공사에서도 기둥, 도리, 추녀 

및 사래 등의 주요 구조부재는 ‘외관적 형상’을 유지한 건

실한 신재로 대량으로 교체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53 

주로 보존이 많이 된 부재는 양식적 연구에 중요한 관심 

대상인 공포, 보 등의 상부 가구구조이며, 기타의 부재는 

‘건물의 구조적 건실성 확보’를 위해 대부분 교체되었다. 이

때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러한 수리공사를 거쳐 ‘외

관적 형태’를 지속한 ‘문화재’가 얼마나 문화재적 가치를 계

속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54 이를 보면 재료의 원

형이라는 개념이 약한 상태에서 수리는 불가피하다는 인

식에 기반하여 수리가 진행되었고, 이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수리공사’와 ‘일반 건축물의 구조 성능 회복을 위한 

수리공사’와의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어, 원 재

료의 보존은 초기 목조건축 연구에서 중요하다고 인식되었

던 특히 공포부 이상의 가구 부재에 치중된 보존이라는 결

과를 낳았다. 

51 더 나아가 현재 문화재청의 수리대책이 ‘표준시방서’, ‘품질 향상’ 등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외형의 보존에 치중하게 하는 결과를 맺게 되었다. 

이는 보존을 위해 시행하는 수리공사가 실제적으로는 건축문화재를 ‘진품(眞品)’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보인다. 

52 (주)서홍기술건축사사무소, 2012, 『대구 북지장사 대웅전 실측·해체수리보고서』, 대구광역시 동구, pp.205~330.

53 최근 숭례문 복구공사 이후 벌어진 단청과 관련된 전통기술 논의도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보다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숭례문 

복구에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화재로 손상된 ‘원래의 기술’과 ‘원래의 형태’를 갖고 있는 ‘원래의 재료’가 얼마나 현장에 남아 있도록 하였느냐 하는 것이라 생

각되는데, 복구가 된 건물에 대해서 이러한 것이 얼마나 보존되었느냐 보다는 ‘전통 기술’, ‘전통 재료’로 ‘원래의 형태’가 복구되었느냐와 공사의 하자 문제가 

주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54 극단적인 예로 한국에서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복원된 쌍봉사 대웅전(雙峰寺 大雄殿)과 법주사 대적광전(法住寺 大寂光殿)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실측도면

에 의해 기록된 정확한 형상’을 ‘전통 기술’, ‘전통 재료’에 의해 ‘원래의 위치’에 복원하였으나 문화재 지정이 해제되었다. 이는 문화재의 원형이 단순히 외관 형

상에 있지 않다는 점을 극명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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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제적 문화재 보존원칙과의 비교

1. 동아시아 목조문화재 보존의 국제화

서양 중심으로 진행되던 건축문화재 보존 분야에 동

아시아 목조문화권의 보존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하기 시

작한 것은 1990년대 들어서이다.55 1964년 <베니스헌장>을 

기초로 하여 논의되던 기존의 문화재 보존원칙 분야에 패

러다임의 전환을 불러온 1994년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

(Nard Document on Authenticity)’이다. 이는 동아시아 목

조문화권의 목조문화재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심의과정에

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제기되었다.56 동아시

아 목조문화권에서 진행되었던 문화재의 보존 방법론을 국

제적 원칙과 비교하였을 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크게 2가

지로 첫째는 목조문화재의 수리공사에서 발생하는 재료 교

체 문제로 이러한 문화재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

과,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복원을 반대하는 서양의 보존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 목조문화권의 유적 복원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이 문서에서 제기된 것이 ‘문화의 다

양성(Cultural Diversity)’와 그에 따른 ‘문화유산의 다양성

(Heritage Diversity)’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서 유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문제 제기가 보존과 관련된 인

식의 지평을 확대하기는 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보존의 

원칙을 뒤흔든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57 

그런데 이러한 국제적인 보존 개념들이 동아시아의 목

조건축에서 적용될 때 ‘아시아의 목조건축은 서양의 석조

건축 전통과는 다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

이 존재하여 왔다. 그러나 주목해야 될 점은 1994년 <나라

문서>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그 가치

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원칙이 동아시아 목조건

축의 보존 방법론을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여길 수 있도

록 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서양에서 발전된 보존의 방법

론을 목조건축물의 보존에 적용할 때 그 특수성을 감안하

여야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보존의 방법론 상에서는 여

전히 유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이러한 문제 

제기가 문화재 보존의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였을 뿐 그 근

본적인 사고는 유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먼저 서양의 보존원칙이 어떠한 과정을 거

쳐 정립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 문화재의 ‘진품(眞品)’으로서의 원형

현재 국제적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논할 때 ‘원형’과 관

련하여 많이 언급되고 있는 ‘진정성(眞正性, Authenticity)’

의 개념이 있다. 진정성의 판단 기준으로 디자인(design), 

재료(materials), 기술(workmanship), 주변 환경(setting) 

등의 4가지 요소를 들고 있다.58 이때 이러한 논의에 대해 

서구의 보존 방법론이라고 비판적 인식을 갖는 견해도 있는

데, 그 핵심은 ‘재료’의 진정성을 우위로 두는 것이 서양이

며, 그것은 석조를 기본으로 하는 문화재의 특수성에서 비

롯되었다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목조를 기본으로 하는 동

아시아의 문화재에서 재료의 진정성을 핵심에 두는 것은 

55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 채택된 것은 1972년이나, 동아시아의 국가가 협약에 가입하고 세계유산 등재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들어서이다. 중국은 1985년 가입 후 1987년 막고굴(莫高窟), 만리장성(萬里長城) 등이 최초로 등재되었으며, 한국은 1988년 가입 후, 1995년에 

석굴암 석굴(石窟庵石窟) 등이 등재되었다. 일본의 경우 1992년 가입 후 1993년에 호류지(法隆寺), 히메지조(姬路城) 등이 최초 등재되었다. 특히 일본의 세

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목조문화재의 보존 방법론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어, 1994년의 <나라문서> 제정으로 이어졌다.

56 전문 2절에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를 신청한 문화재의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심의함에 있어, 모든 사회적 내지 문화적 가치를 충분히 존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정성의 검증을 적용한다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제공한 토론의 구성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고 하여 나라문서의 작성 동인이 세계유산 목록 등재시의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ICOMOS-Korea], 2010,『이코모스 헌장 선언문집』, p.192.

57 필자가 문화재 현장에서 만나는 전문가 중 <나라문서>에서 제기된 ‘문화 다양성’을 근거로 하여 각국의 문화재 보존은 각국의 문화재 특성에 맞는 보존을 주장

하는 사람이 많다.

58 진정성의 개념 및 그 변천 과정에 대해서는 이수정, 2012.12,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 진정성 개념의 속성과 변화 고찰」 『문화재』 제45권 제4호(통권 58권) 글

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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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한 기준이라고 하는 주장한다.59 그러나 크게 보아서

는 목조나 석조 모두 유한한 존재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또

한 서양에 목조 문화재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60 이것

을 단순한 재료의 차이에 근거하여 보존의 방법론에 근본

적인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 하나 이런 비판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

가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요소들이 각각의 개별적 

요소라고 생각하는 문제이다. 개별 건축물 단위에서 ‘디자

인’, ‘재료’, ‘기술’은 일체화된 개념이다. ‘원래의 재료’가 ‘원

래의 기술’로 가공되어 물리적 실체로서 ‘원래의 외관적 형

태(design)’를 갖고 있는 것이 문화재이기 때문이다. 체사

레 브란디(Cesare Brandi)는 1963년 출판된 그의 유명한 

저작에서 “수복(修復, restoration, 한국에서의 修理)”을 우

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와 예술작품(문화재)에 적

용될 때의 의미가 다름을 지적하고 있다. 즉 ‘인위적 제작

물에 관련된 수복과 함께 예술작품과 관련된 또 다른 수

복이 존재한다’61고 한 후, 수복의 첫 번째 원칙으로 ‘수복

은 예술작품의 소재적(물질적) 측면에 대해서만 행해져야 

한다’62는 것을 들었을 때 이는 역사적 진품의 예술적, 역사

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재료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

다. 즉, 재료를 통해 구현되는 구조와 형태에서 약화된 재

료의 구조를 보강(consolidation)하여 유지되도록 하는 것

을 의미하며, 재료의 ‘교체(replacement)’와는 엄밀히 다른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제작물의 수리’가 단순한 ‘기능의 

회복’만을 의미한다면, 문화재로서 인식된 대상물의 수리

는 예술적, 역사적 가치를 존속시키는 수리라는 점을 강조

한 것이다.

2) 기술의 발달이 원형 이해에 미친 영향

문화재의 보존에 대한 원칙 변화와 관련하여 가장 주

목되는 원칙 중 하나는 ‘최소 개입(minimum intervention)’

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근현대 보존 현장에서의 개입 행위

에 대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과학적 보

존(scientifi conservation)’에 사용되는 ‘기술(技術)’의 가능

성과 한계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문화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크게는 ‘조사 및 분석 등에 사용되는 기

술’과 ‘보존에 사용되는 기술’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보존 기술’과 관련하여 이러한 인식 변화를 보여 

주고 있는 것 주요한 사례 중의 하나가 1931년의 <아테네

헌장(The Athens Charter for the Restoration of Historic 

Monuments)>과 1964년의 <베니스헌장>에서의 수복에 사

용되는 기술에 대한 태도 변화이다. 1931년 아테네에서 개

최된 제1차 국제 역사적 기념건조물 건축가 및 전문가 총

회에서 채택된 <아테네헌장>63에는 수복에 사용될 기술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담겨져 있다. ‘현대적 기술과 재료가 

수복 작업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전문에서 규정하고 ‘Ⅳ. 

기념건조물의 수복’에서 ‘현대적 기법으로 가능해진 모든 

자원들, 보다 구체적으로 철근콘크리트의 신중한 사용을 

받아들였다’라는 조문을 삽입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당시 

근대건축을 가능케 한 기술적 진보에 대한 건축계의 믿음

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1964년 베니스에서 개최된 제2

차 국제 역사적 기념건조물 건축가 및 전문가 총회에서 채

택된 <베니스헌장>64에서는 개입 조치에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제3조’에서 ‘기념건조

물의 보존과 수복은 건축유산의 연구와 보호에 기여할 수 

59 이에 대한 근거로 많이 제시되는 것이 일본에서의 ‘식년조체(式年造替)’이다. 즉, 7C 무렵부터 시작되어 매 20년 주기로 다시 건립되는 ‘이세신궁(伊勢神宮)’

은 재료의 진정성을 강조할 때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극단적인 사례로 제시되었던 것으로 물리적 실체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을 넓

혀 주었으나, 모든 목조문화재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니다.

60 한스 율겐 한젠 외, 전봉희 역, 1995, 『서양목조건축』, 도서출판 발언 등 참조.

61 체사레 브란디, 최병하 편역, 2013, 앞의 책, p.31.

62 체라세 브란디, 최병하 편역, 2013, 앞의 책, p.35.

63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 2010, 앞의 책, pp.12~19의 원문 및 번역문 참조.

64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 2010, 앞의 책, pp.23~28의 원문 및 번역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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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모든 과학과 기술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10조’에서 ‘기념건조물의 보강에 있어 전통기법이 부적

합하다고 판명된 경우, 그 효능이 과학적인 자료에 의해 밝

혀지고 경험으로 검증된 현대적 보존 기법과 건축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는 현대의 과학과 기술의 적

용에 있어서 ‘연구’가 추가되었으며, 현대적 기술의 사용에

서 ‘검증된’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늘날의 기술에 대한 인

식의 변화는 ‘과학적 보존’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오늘

날의 기술에 대한 한계’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과 관계가 있다.

두 번째로 조사 및 분석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영향이

다. 문화재에 대한 조사연구에 있어 연구 방법론의 발전과 

함께 과학 기술의 발전이 미친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 인접 

분야의 과학적 분석에 관련된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유적이

나 유물에 대한 해석을 단순한 형태적 조사 이상의 것으로 

가능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C14 탄소연대 측정기술이 선

사고고학의 성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처럼, 건축에서도 

X선 촬영기술, 목재 연륜연대 측정기술 등이 활용되면서 문

화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증거로서의 가치에 대한 인식

이 증대되었다. 이는 원재료 보존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게 

만들었으며, 목조를 위주로 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목조건

축물에서도 유효하다.

최근 일본에서는 목재의 연륜연대 측정기술을 이용하

여 법륭사 오중탑(法隆寺 五重塔)의 심주 연륜연대 측정을 

실시하고 심주의 벌채년도가 594년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일본에서 1900년대 초에 진행되었던 법륭사 재건-비재건 

논쟁에서 결말에 다시 한 번 새로운 쟁점이 제기되는 계기

가 된 바 있다. 

또한 한국에서도 연륜연대 측정법을 통한 ‘당초 부재’

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숭례문 복구

과정에서 실시한 목부재의 연륜연대 측정 결과는 남아 있

는 고부재의 과학적 연대판정 기록을 토대로 역사기록과 

비교를 실시하여 기록에 남아 있는 특정 시기의 수리공사

의 위치, 범위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65

그 외에도 재료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가져온 성과

도 주목할 만하다. 문화재 수리현장에 수종(樹種) 분석 기

술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한국의 전통건축은 당연히 소나무

를 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소나무를 사용한 교

체 수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삼국시대에는 느릅나무가 기

둥 등 고급의 건축재로 널리 사용되었으며, 또 느티나무나 

참나무 등이 주요한 재료로써 널리 사용되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와 산림자원의 고갈 등 환경 변화로 소나무가 주요한 

건축재로 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66이 밝혀졌는데, 이는 문

화재에 남아있는 각 부재의 분석을 통해 각 시기의 목재의 

생산과 유통 등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 한다. 이외에도 치목 

흔적을 이용한 역사적 도구의 사용 기술에 대한 연구, 벽화

나 단청의 분석에 사용되는 안료 분석, X선 촬영기술 등을 

65 한보만, 2011, 「숭례문 연대 측정결과에 대한 건축사적 해석」 『숭례문 목부재 연륜연대 분석 및 기증목재 기초조사 연구보고서』, 문화재청, pp.96~129.

66 박상진, 2004, 『역사가 새겨진 나무 이야기』, 김영사, pp.144~153. 관련하여 주요 목조문화재별 수종 구성은 박병수·박정환, 2005, 『주요 목조문화재의 수

종구성』, 국립산림과학원을 참조.

사진 5. 법륭사 5중탑 심주 원판형 샘플과 연륜연대 측정표(교토대 목재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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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획득된 정보를 바탕으로 건물의 역사적 실체에 대한 

단순한 양식적 해석을 뛰어넘어 풍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여주고 있다. 

결국 이러한 방법론이 개발되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역사적, 학술적 내용의 발견으로 ‘원상’에 대한 이해를 높

여 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학기

술의 발전에 의한 조사 연구가 원부재가 남아 있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분석에 사용된 ‘최신(最新)’의 기술은 문

화재라는 장구한 시간을 경과해 온 복잡한 대상을 분석하

는데 사용되는 ‘단지 현재(現在)의 신기술(新技術), 현재의 

첨단기술(尖端技術)’일 뿐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과거에 이

러한 기술이 나올 것을 예측 못하였던 것처럼 향후 어떠한 

신기술이 진품으로서 남아있는 문화재에 대한 해석을 풍부

하게 해줄 수 있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67 즉, 우리가 

예측불가능한 미래의 조사, 분석 기술의 발전이 당시의 생

산사, 경제사, 사회사 등의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획

득할 수 있도록 하여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러

한 기술의 발전은 문화재에서 ‘단순한 양식적 형태 보존’을 

넘어서는 ‘원상(原狀)’의 보존, ‘진품(眞品)’의 보존이 왜 중

요한지를 보여준다.  

결국 국제적 보존원칙의 큰 흐름이 ‘예술적 가치’에서 

‘역사적 대상물로서의 가치’로, ‘창건 당초의 상태’에서 ‘현

상’으로 무게 중심의 추가 부분적으로 옮겨간 데에는 문화

재의 조사·연구로부터 보존의 직접적인 행위에 이르기까

지에 사용되는 당대의 과학적, 기술적 방법들의 한계에 대

한 인식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므

로 당장 파괴될 위험성이 증명되지 않는 한 최소한의 조치

로 후세의 기술에 맡기는 것이 보다 안전한 보존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보존 조

치의 ‘가역성(可逆性, reversibility)’을 강조하는 것이나, ‘최

소 개입(minimum intervention)’ 등의 개념은 이러한 인식

의 기반 하에서 발달하였다. ‘가역성’은 오늘날 ‘최신 기술

로 시행된 조치가 불가역적이어서 후세의 보다 발전된 기

술에 의해 행해질 수 있는 보존 조치를 방해해서는 안된

다’라고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보존 조치가 과연 ‘가역적’

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금 바로 개입 조치

를 하지 않으면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증명이 되지 않는 한 

최소한의 조치만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최소 개입’의 원칙

이 발전하였다. 결국 ‘발굴(發掘, excavation)’과 ‘수리(修理, 

restoration)’등 문화재 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개입하

는 행위들’은 모두 근본적으로는 보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

지만, ‘개입하는 순간부터 필연적으로 원상의 파괴’를 동반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3. 나라문서 이후의 한국의 보존 현장의 과제

1994년 <나라문서>가 발표된 이후 목조문화재에 대

한 보존의 문제에 대한 논의들이 국제적으로 진행되었다. 

<역사적 목구조물의 보존원칙(1999)>,68 <이코모스 헌장-

건축유산의 분석, 보존, 구조 수복원칙(2003)>, <동 권고안

(2003)>69 등이 발표되었다. 이 곳에서 ‘해체수리에 의한 보

존방법론’과 ‘재료의 교체’ 등에 대한 문제가 포함되었다. 그

67 고고학에서 ‘전면발굴(全面發掘)’을 금지하는 것(<고고유산의 보호와 관리 헌장[Charter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 Archaeological 

Heritage](1990)> 제5조)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고고학발달사를 보면 연대측정기술, 고환경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과학적 분석기술의 발달 등으로 점

진적으로 과거에는 유적에서 알아낼 수 없던 사실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음을 알 수 있다(Bruce G. Trigger, 성춘택 역, 1997, 『고고학사-사상과 

이론-』, 학연문화사; Glyn Daniel, 김정배 역, 1992, 『고고학발달사』, 신서원 등 참조). 한국에서도 일제강점기 유구(遺構) 위주의 조사에서 토층(土層)에 대한 

분석 등의 방법론이 발달되었으며, 최근에는 인골의 분석, 토양의 분석 등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에 의한 역사적 지식의 확

대는 ‘원래의 유적’이 보존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학술적 관심’이나 ‘활용’요구로 유적의 ‘원상’을 파괴하면 역사적 유산(遺産)을 후 세

대에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68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 2010, 앞의 책, pp.83~89.

69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 2010, 앞의 책, pp.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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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한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의 건축유산의 보존과 관련된 이코모스 헌장70

에서는 ‘구조적 건실성’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해체

수리에 대한 경고가 담겨져 있다. “3.4. 불가피성이 증명되

지 않는 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규정은 

이러한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현대적 방법의 안전진

단은 과학적 보존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다

른 한편으로는 문화재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파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는 문화재에 대한 구조 안전

의 기준이 일반적인 구조물과는 다른 차원에서 바라볼 필

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헌장에서는 “2.8. 신축 건물 

설계와 동일한 안전 수준을 적용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나친 요구가 되기 쉽다.”라고 경고하고 있

다. 또한 “3.14. 노후화된 구조물은 교체되기보다 가능하다

면 보수되어야 한다.” 그리고 “3.17. 구조물의 역사의 일부분

이 된 결함과 개조는 안전 요건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일본의 경우에도 기존의 수리

공사 방법론에 대한 재검토를 시행하면서 국제적인 원칙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나라

문화재연구소에서 1998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목조건조

물 보존수복을 위한 조사연구(木造建造物の保存修復のた

めの調査硏究)」를 진행하여 2003년에 중간 보고서를 발간

하였으며,71 2006년에는 이를 토대로 하여 향후의 수리 방

향에 대한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72 여기에 

기존의 수리공사에 대한 반성이 담겨 있다. 특히 부재 교체 

문제에 대해서는 ‘부재의 교체율을 0%를 목표로 하고, 부

득이한 부재의 교체의 경우 최대 50%를 넘지 않도록 하며’, 

이 때에도 ‘전체의 부재에서 50%가 아니라 동일한 종류의 

부재 각각 50%를 넘지 않도록 한다’라는 규정 제안을 하였

다.73 이는 일본에서도 재료 교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증대

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러한 흐름과 비교하여 한국의 최근 상황을 검

토해 보면 한국에서 1999년에 <문화재보호법>에 ‘원형 보

존’이 법제의 조항으로 삽입된 것은 보존의 원칙에 대한 중

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

다. 그러나 이 내용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던 원칙에 대

한 근본적인 이해가 미흡한 상태에서 전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보다 자세한 원칙으로 『문

화재수리 표준시방서』74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이러

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의 전문을 전부 인용하

면 아래와 같다.

0110 문화재수리원칙

ㄱ.   문화재수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① 기존의 양식으로 수리한다. 

② 기존의 기법으로 수리한다. 

③ 기존의 주변 환경도 보존한다.

ㄴ.   재료의 교체 또는 대체, 보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①   기존의 재료를 그대로 두어 당해 문화재가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보강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훼손될 우려

가 있는 경우

70 짐바브웨의 빅토리아 폴스에서 개최된 제14차 이코모스 총회에서 비준된 <이코모스 헌장-건축 유산의 분석, 보존, 구조 수복 원칙(ICOMOS Charter-

Principles for the Analysis, Conservation and Structural Restoration of Architectural Heritage)> 참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 

2010, 앞의 책, p.87.

71 奈良文化財硏究所, 2003, 『木造建造物の保存修復のあり方と手法』.

72 奈良文化財硏究所, 2006, 『木造建造物の保存修復のあり方と手法(提言)』.

73 奈良文化財硏究所, 2006, 앞의 책, p.53.

74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는 1974년 3월 처음 제정되었으며, 1994년 12월에 일부 개정이 되었다. 수리공사의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2005년 1월 전

면개정 되었다. 수리원칙은 2005년 1월 전면 개정 시 정리 삽입된 내용이다(문화재청, 2005,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p.33). 이후 2014년에도 표준시방서

가 재발간되었으나 ‘문화재 수리원칙’은 그대로 변화 없이 전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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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존의 재료가 변경된 것이거나 당해 문화재의 양식에 맞지 

않는 경우

ㄷ.   수리대상물은 수리 전의 상태와 사용재료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

하고, 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ㄹ.   과거에 행해진 수리 중 역사적 증거물과 흔적은 모두 기록·보

존하고, 훼손하거나 변형, 가식함은 물론, 하나라도 제외되지 않

도록 한다.

ㅁ. 수리는 최소한으로 한다.

ㅂ.   모든 손질은 원형유지의 원칙을 준수하되, 수리방법에 있어서 원

칙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과학적 보존처리는 필요할 때 언제나 처리 전 상태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②   문화재에 간직된 모든 증거(역사적, 미술사적, 기술사적 등) 

자료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손질이 필요할 때라도 색, 색조, 결, 외관과 짜임새 등이 조화

되도록 한다.

    ④ 문화재는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에 의하여 수리한다.  

이러한 보존원칙은 앞에서 언급한 국제적으로 통용되

는 보존원칙과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은 

충실히 국제적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앞에

서 살펴본 것처럼 실재적인 현장에서는 여전히 ‘당초양식’

이라는 개념이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구조적인 건실

성의 확보를 위한 재료 교체’ 등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

다. 원칙과 실천, 이론과 현장의 괴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에서 작성된 보고서에서 한국

의 건조물 수리를 평가한 부분은 주목해볼 만하다.75

a.   목조건조물 수리의 근본은 전통재료로서의 목재를 사용하는 구조 

건전화(構造 健全化)에 있다. 철물 등의 비전통 재료의 사용은 될 

수 있는한 피한다. 

b.   고재(古材)는 가급적 존중하지만 구조적으로 중요한 축부(軸部)의 

재료에 중점을 둔다.

c.   현대의 목수 기술과 역사적 건조물의 건설시의 기술과의 거리를 

근사한 것으로 가정76하고, 전통적 수리기법을 많이 사용한다.

목조건조물의 건설기술에서 시간을 초월한 일관성을 어느 범위에서 

인정하고, 목재의 철저한 사용과 전통기술에 의한 건조물 보존을 진

행하는 것으로 건조물과 그를 지탱하는 기술을 일체로 계승하려는 

인식이 바탕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역사적 실체로서의 ‘원래의 재료’, ‘원래의 기술’

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개념 지워진 ‘전통기술’과 ‘전통재료’

로서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는 수리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잘 요약하고 있다. 

Ⅳ. 결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화재의 원형을 어떻게 규정하

느냐에 따라 건축문화재의 보존은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

의 건축문화재 보존에서 ‘원형 보존’에 대한 원칙이 이념적

으로 존재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일제강점기로부터 지속

되어온 ‘당초양식’의 보존이 지속되었으며, 또한 ‘원형’을 ‘형

태적 속성’에 국한시킴으로써 ‘외관적 형상(外觀的 形狀)’의 

보존에 머무른 측면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

에서 한국적 보존의 원칙 수립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 생각

된다. 전세계적으로는 ‘원래의 것(original)으로서의 원상’을 

중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아시아의 목조문화권 보존에서

도 최초에는 ‘고식(古式)’ 또는 ‘원래의 형식’, ‘완전성’ 등을 

더 비중있게 생각하다가 점차 ‘역사적 층위’의 보존 쪽으로 

무게중심의 이동되었다. 일본의 수리공사 기법을 전수한 한

국에서는 ‘당초복원’을 해방 이후 특히 ‘형태로서의 원형’에 

경도되어 ‘형태로서의 원형’보존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원

래의 상태’ 즉 ‘원상(原狀)’은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훼손

되어온 것으로 판단된다. ‘원형’에 대한 논의 및 인식 부족

75  奈良文化財硏究所, 2006, 앞의 책, p.19.

76 이러한 인식의 극단을 보여주는 사례가 최근 숭례문 복구과정에서 있었던 처마곡 논의이다. ‘문화재의 원형에 남아있는 곡’을 ‘전통기술을 계승한 장인에 의해 

인식되는 곡’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다(최종덕, 2014, 『숭례문 세우기』, 돌베개, pp.307~315). 이는 ‘원래의 재료’에 남아 있는 ‘원래의 기

술’ 보존에 대한 인식의 부족을 드러내 주는 중요한 사례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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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수의 건축문화재 수리를 통해 ‘원상

(原狀)’, 즉 원래의 상태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서 한국에서는 건축문화재의 원형에 대한 인식이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한 채 추상적인 상태로 머무르고 있다. 최근

의 한국의 상황을 돌아보면 보존 원칙들에 대한 표피적 이

해에 머무르고 있으며, 현장과 괴리된 원칙으로 겉돌고 있

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는 현장에 개입하는 전문가들

의 이해 부족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리현장을 담당하는 수

리기술자나 이를 감독하거나 기술지도하는 문화재 관련 공

무원, 문화재위원들이 이러한 원칙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적 현실을 거론하면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대량의 부재 교체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결국 ‘외

형적 보존’에만 머물러 ‘역사적 증거’를 소멸케 하는 비극으

로 후세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문화재의 

퇴락에 의한 파손보다 더 심각한 문화재의 원상 훼손을 야

기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논의를 시급히 시행하

지 않는다면77 향후 한국의 건축문화재는 ‘형태로서의 원

형’만 남는 것이 아닐까 우려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지적하고 싶은 것은 최근 문화재 

당국의 수리공사에 대한 문제 인식이다. 첫 번째로는 문화

재 수리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치가 ‘표준시방서’, ‘표

준 품셈’ 등의 ‘표준화(標準化)’ 문제로 경도되어 있어, ‘원

래의 재료’에 남아 있는 ‘원래의 기술’보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당해 문화재에 남아 있는 원래의 재료’

와 ‘원래의 기술’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이를 근거로 하

여 수리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표준화’가 강조되면 문

화재 원형의 획일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

고 두 번째로 최근 많이 언급되고 있는 수리공사의 ‘품질

(品質)’향상이라는 개념78 문제이다. 이는 일반적인 수리공

사와 같이 ‘품질’이라는 잣대로 문화재 수리공사를 보면 ‘구

조적 건실화’에 초점을 두게 하는 경향을 가속화시킬 수 있

기 때문이다. 물론 ‘품질’이 ‘원상’의 보존을 얼마나 잘 하

였느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없으나, ‘전통재료’, 

‘전통기술’로 ‘구조적 건실화’를 추구할 때의 품질이라는 개

념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최근의 문화재 안전(安全), 방재

(防災)에 대한 논의와 수리공사에 대한 논란은 매우 우려스

럽다. 문화재의 수리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지금의 시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인

식의 부족으로 조금이라도 기울어지고 균열이 발생한 문화

재에 대해 수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 보존의 최선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일부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에서 원형 보존과 관련하여 2000년대 들어 

긍정적인 면으로의 진전도 있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수

리공사보고서 발간이 점차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지금은 모

든 수리공사에 대한 보고서 발간이 의무화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여기에서 부언하고 싶은 것은 수리공

사보고서가 단순한 공사기록이 아니라 원형에 대한 기록이

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최후의 수

단으로 부재가 교체될 때 부재가 원위치를 지키지는 못하

지만 다른 어딘가에서는 보존되는 것이 최선이며,79 아니면 

최대한의 조사 및 기록 작성을 통해 정보를 후세에 남겨야 

한다. 또한 이 때의 수리공사보고서는 ‘공사의 기록물’이 아

니라 ‘조사연구의 기록물’이어야 한다. 이에 부가하여 이미 

77 이러한 문제 제기가 기존에 없었던 것은 아니나 공론화되지 못하였다. 

 이상해, 1993, 「건축역사문화환경(建築歷史文化環境)의 보전(保全)과 복원(復元)의 과제」 『문화재』 제26호; 주남철, 2012, 앞의 책; 이희봉, 2013.9, 「문화재 

전문가에 의한 문화재 파괴, 이제 그만 막아야 한다」 『건축』 Vol.57, No.9, 대한건축학회; 이희봉, 2014.5, 「사례를 통해 본 문화재 엉터리 보수 복원」 『춘계학

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건축역사학회.

78 최근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수리현장 품질향상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문화재 수리업체, 수리기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2014.9.24, 『문화재수리현장 품질향상 워크숍(자료집)』 등 관련 워크숍 자료 참조.

79 그리고 부재 교체와 관련하여 2002년 한국전통문화학교에 건립하였다가, 2016년 현재 확장 건립을 추진 중인 ‘주요 부재 보관 시설(전통기술진흥재단)’은 재

료의 현위치 보존이 불가능한 부재를 영구 보존하는 대안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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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건물들이 근대적인 관점에서의 수리공사를 거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근대적인 수리가 행해지기 시작한 

때로부터의 수리 기록 자료의 복원이 시급하다. 이는 이미 

부재의 교체를 통해 잃어버린 ‘원상’을 추적할 수 있는 중요

한 자료들이기 때문이다.80 

80 일본의 경우 1930년대부터 발간된 수리공사보고서가 2007년 현재 1,900여권에 달한다. 이를 통해 부재 교체 문제에 대해 실물의 손실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서의 기록 보존이 철저히 되었음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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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박물관, 1958, 『무위사 극락전 수리공사보고서』, 문교부

  ●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ICOMOS-Korea], 2010, 『이코모스 헌장 선언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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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윤수·황보영희·한동수, 2007.10.5, 「한국 건축문화재 조사보고서의 성과와 과제」 『동아시아 목조건축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변천과정과 
성과』, 한양대학교 건축대학 동아시아 건축역사연구실

  ● 먼로 C. 비어슬리, 이성훈·안원현 역, 1987, 『미학사』, 이론과 실천

  ● 무진종합건축사사무소, 2004, 『강릉 객사문 실측·수리보고서』, 문화재청·강릉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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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understanding of ‘original form’ plays an important role as it is the starting point of heritage conservation. 

This paper delineated several types of understanding on ‘original form’ over times, and aims at analyzing the 

way how such concepts has provided a platform of repair works of timber buildings in Korea over times. 

Conservation in Korea was initiated by the attitude of the Japanese authority during the Colonial period 

and ‘restoring into the earliest form’, which had been set in the early stage of the Japanese conservation, has 

strongly influenced on Korean practice during the period.  Such attitude has lasted even after the independence 

of Korea. In Japan, however, the attitude has shifted to taking a careful decision on the alteration of the existing 

form during the 1930s. In addition, examination and research in the repair work became essential steps to 

conduct along with the publication of the report of works. In Korea there has been lack of understanding on 

the importance of examination and research in repair works and the publication of report of the works has 

not been mandatory so that it has emphasized on the ‘form’ in conservation aiming at ‘restoring the earliest 

form’. Such attitude has created the problem of replacing original material during the work which should aim at 

preserving and maintaining heritage in Korea. Because of these circumstances in preserving the architectural 

cultural properties in Korea, cultural buildings had succeeded in preserving the outer appearance but there are 

remaining questions on preserving the original states of them.

This paper has pointed out that it is necessary to set out the principles of conserving ‘original condition’ 

through further study and discussion based on the careful consideration on both the international principles 

and Korean context. 

Concept of ‘original form’ in architectural heritage 
and its relationship with conservation
- Focusing on the critical analysis on the past practices of timber buildings in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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