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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건축유산의 수리원칙은 19 3 0년대 중국영조학사의 양사성이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수리현황은 19 5 0년대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배경아래 다양한 건축 수리 경험을 토대로 1961년 『문물보호관리잠행조례』에 ‘원상회복 혹은 현상보존’으로 

명시되었다. 

‘원상회복 혹은 현상보존’에서 원상회복은 대체로 창건기 모습으로의 복원을 의미하는데, 20세기 초·중기에 한국과 일본에서도 

당초모습으로 복원하는 원칙에 근거해 문화유산을 수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시기 동북아지역의 건축유산 수리에서 창건기 

모습으로의 복원은 보편적이며 주도적인 원칙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원상회복과 함께 현상보존도 대등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당시의 주도적인 흐름을 생각할 때 이는 다소 의외로 보이기 때문에 그 형성과정과 의미에 궁금함이 생긴다.

처음으로 수리원칙을 제시하였던 양사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지만, 중국에서 원칙과 관련된 국제이론에 대한 활발한 

연구에 비해 양사성의 수리원칙에 대한 입체적 분석은 부족하다. 중국 수리원칙의 형성과정과 그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먼저 

양사성이 제시한 보호원칙을 중점적으로 분석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문화유산 보호를 둘러싼 사회적 

배경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양사성이 문물의 원상에 중요한 가치를 둔 원상회복 위주의 수리원칙을 제시하고, 동시에 가치판단의 결과  

혹은 현실적인 이유로 인한 현상보존의 가능성도 열어두었음을 살펴본다. 그리고 건국 이후 소련 건축유산 보호제도의 영향, 

경제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현상보존이 하나의 현실적인 원칙으로서 원상회복과 대등하게 등장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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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중국에서는 현재 건축유산의 수리원칙으로 「문물보호

법(文物保護法)」1과 「중국문물고적보호준칙(中國文物古跡

保護準則)」2에서 모두 ‘원상불개변[不改變原狀]’ 을 규정하

고 있다. 이 원칙은 이보다 앞서 1961년 제정된 「문물보호관

리잠행조례(文物保護管理暫行條例)」에 명시된 ‘원상회복 

혹은 현상보존[恢復原狀或者保存現狀]’ 원칙에서 나온 것

이다. 따라서 현재 중국의 ‘원상불개변’ 원칙이 의미하는 바

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원상회복 혹은 현상보존’ 원

칙의 형성과정과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원상회복 혹은 현상보존’ 원칙이 형성되는 

대략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근대 이전시기에 고건축을 수

리할 때 취하였던 “묘우를 중수하고, 불상을 다시 빚는다

[重修廟宇， 再塑金身]”는 중수적 수리에서 벗어나, 1930년

대 중국영조학사(中國營造學社)에서 처음으로 고건축을 

학문적 연구대상으로 삼고 이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수리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근대적 수리원칙을 제시하였다.3 

주지하다시피 중국영조학사에서 수리원칙의 제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은 양사성(梁思成, 1901~1972)이다. 

그는 고건축 실측·연구를 통해 파악된 중국 건축양식의 변

천사를 학술적 근거로 삼고 몇 개의 중요한 보호계획을 수

립하면서 수리원칙과 방법을 체계화하였다. 그후 1949년 중

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지고 난 뒤 양사성 보호이론의 바탕 

위에 소련의 영향과 당시 중국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아래 

‘원상회복 혹은 현상보존’ 원칙이 형성되었다. 

중국에서 고건축 수리원칙이 수립·변천되는 이러한 

과정을 처음으로 전문적으로 연구한 논문으로는 고천의 

『중국 문물건축 보호의 역정 -문물 원상불개변의 이론과 

실천』4이 있다. 고천은 20세기 초부터 1980년대까지 중국

의 수리원칙을 네 시기로 나누고 이를 사례와 함께 간략하

게 해설하였다. 이 논문은 중국 수리원칙의 전체적인 흐름

을 잘 정리하였지만,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처

음으로 원칙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양사성에 대한 분석도 

적은 분량의 발췌와 나열에 그치고 있고, 양사성이 몇 편의 

글을 통해 원칙을 제시하면서 중점이 변하는 것을 전혀 인

지하지 못하였다. 처음으로 양사성의 보호이론을 전문적으

로 연구한 글로는 여주의 「양사성의 문물건축 보호사상」5을 

들 수 있다. 이 글은 양사성이 중수적 수리에서 벗어나 근

대적 보호를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그의 보호사상을 전

체적으로 개괄하였고, 양사성이 제시한 “보존 혹 원상회복” 

원칙의 의미와 변화, 원칙 제시의 근거가 된 가치판단 등에 

대한 분석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채청의 「양사성 선생과 중국의 역사유산 보

호사업」6을 비롯하여 양사성의 보호사상과 관련된 글들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발표되고 있다. 이런 글들은 현대 국제

적 보호이론의 틀 속에서 그것과 유사한 내용이 언급된 양

사성의 문장을 단편적으로 인용하여 그의 보호사상을 설

명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그의 보호사상 중 

현대 보호이론과 비교적 부합하는 측면이나 혹은 후기에 

비교적 완성된 내용만을 주목하는 경향이 있고, 건축사적 

의의나 현존 상황이 서로 다른 보호사례들을 거치면서 양

사성의 보호사상이 점차 성숙되어 가는 과정은 주목받지 

못하였다.

1 1982년 제정되었고, 2015년 4차 개정되었음.

2 영문명 『Principles for the Conservation of Heritage Sites in China』. 2000년 제정되었고 2015년 1차 개정되었음.

3 진종주(陳從周)·나철문(羅哲文), 1979, 「건국 이래 30년간 문물고고 작업에 대한 필담 -고건축이 역사문물가치를 발휘하게 하자[筆談建國三十年來的文物

考古工作 - 讓古建築發揮歷史文物價值]」 『문물(文物)』 제10기, 문물출판사, p.13.

4 고천(高天), 2010, 『중국 문물건축 보호의 역정 -문물 원상불개변의 이론과 실천[中國文物建築保護歷程 - 不改變文物原狀的理論與實踐]』, 칭화대학 박사학

위논문.

5 여주(呂舟), 2001, 「양사성의 문물건축 보호사상[梁思成的文物建築保護思想]」 『건축사논문집(建築史論文集)』 제14집, 청화대학출판사.

6 채청(蔡晴)·요당(姚赯), 2005, 「양사성 선생과 중국의 역사유산 보호사업[梁思成先生與中國的歷史遺產保護事業]」 『신건축(新建築)』 8월호, 화중과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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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성이 보호이론을 제시하고 그것이 변화되는 과정

은 1930년대 초·중반기에 집중되어 있다. 1930년대 후반부

터는 중일전쟁과 2차 세계대전과 같은 혼란스러운 사회 상

황 때문에 대규모의 공공자본을 필요로 하는 고건축의 수

리가 시행되지 못하였고 자연히 수리에 대한 이론적 탐구

도 중단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수리에 대한 학술

적 탐구는 1949년 신중국 건립 이후에서야 재개되는데, 이 

시기에는 영조학사의 2세대 학자들이 개발위주의 국가정책 

아래에서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그 결

과 1961년 「문물보호관리잠행조례」를 제정하고 그 속에 그

간의 이론적 탐구를 담아내지만, 1966년 문화혁명으로 고

건축의 보호는 다시 중단되었다. 따라서 건국 이후 원칙에 

관한 논의는 1950년대 시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1930년대 양사성의 고건축 수리원칙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그것이 1950년대 건국 초기

에 어떤 과정을 거쳐 1961년에 ‘원상회복 혹은 현상보존’ 원

칙으로 확립되었는지를 살펴본다.7 이를 위해 원칙이 서술

된 문장의 단편적 인용보다 글 전체의 맥락을 통해 원칙 제

시의 원인이 된 대상건축의 가치 차이에 집중하고, 또한 건

축보호가 처한 정치적·경제적 배경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

하여 원칙 제시와 그 변화의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

력하였다.

Ⅱ.   1930년대 양사성에 의한 보호원칙의 

제시 

양사성이 수리원칙을 제시하였던 배경을 이해하기 위

해 20세기 초 중국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

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근대화는 19세기 후반에 열강에 의

해 피동적으로 시작되었고, 문물보호와 관련된 제도는 약

탈을 막기 위한 방어적 필요에서 수립되었다. 그후 1920년

대 말에 이르러 남경에 국민정부가 세워지고 자국의 역사

문화에 대한 무너진 자존심을 일깨우기 위한 일련의 제도

가 마련되면서 중국은 혼란 중에 하나의 작은 문화절정기

를 맞이하였다. 이 시기는 비록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로 

곧 끝나고 말았지만, 당시의 학술적·제도적 경험은 중화인

민공화국의 성립 후 문물보호를 위한 정책마련에 중요한 기

반을 제공하였다. 

이 시기 문물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면, 먼저 중

국 최초의 문물보호 관련 종합 법률은 제국주의 열강에 의

한 유물의 탈취와 자국민에 의한 유물의 불법적 도매를 방

지하기 위해 1909년 청 정부가 공포한 「고적보호확대방법규

정[保護古跡推廣辦法章程]」이다. 근대 법규의 형식을 갖춘 

최초의 종합적 문물보호법규로는 1928년에 남경민국정부 

내무부에서 공포한 「명승고적고물보존조례(名勝古跡古物保

存條例)」를 들 수 있다.8 

그러나 1930년대 중국 문물보호 제도화의 틀을 마련

한 것은 1930년에 남경민국정부가 공포한 「고물보존법(古物

保存法)」이다. 이 법은 총 14조로 이루어진 짧은 법률이지

만 문물의 개략적 정의에서부터 소유방식에 따른 기본적 

관리방법, 위원회의 역할 등의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

기서 ‘고물’은 동산과 부동산의 두 유형을 모두 포함한 통

칭으로 사용되었다.9 보호원칙과 관련하여서는 1935년에 제

정된 「고물보호규칙초안(古物保護規則草案)」에서 “이미 파

7 문화혁명을 포함한 이후 시기에 대해서는 문장의 맥락을 위한 짧은 언급을 제외하고 본문에서 다루지 않는다. 

8 이 조례에서는 문물을 이동성에 따라 크게 명승고적과 고물로 나누고, 명승고적은 다시 호산류(湖山類), 건축류, 유적류의 3가지로 나뉘었다. 특히, 보호조치 

관련 조항에서 고물류는 박물관적 보관방법을, 유적류는 장소기념적 유지를, 건축류는 퇴락에 대한 수리 관리를 제시하고, 호산류에 대해 특별히 “임의로 변

경하여 본래의 면모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현상유지를 규정하였다. 

9 「고물보존법」 제1조에서 “중앙고물보관위원회가 고물의 범위와 종류를 정한다”는 조항에 따라 1935년 마련된 「고물범위및종류잠정대강[暫定古物範圍及種

類大綱]」에서 고물은 “(1)시대가 유구한 것 (2)수량이 희소한 것 (3)과학적, 역사적, 혹 예술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규정되고, 고물의 종류는 건축물을 포함하

여 총 12가지로 구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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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된 고물은 전문가를 청하여 수리한다. 단 수리 시 원상을 

개변하지 않는다[不改變原狀]”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원상

불개변‘을 법률에서 처음으로 명시한 것으로10 중요한 의의

가 있다. 

한편, 20세기 초 중국에서 문물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정부조직으로는 1928년에 수립된 고물보관위원회를 전신

으로 하여 1934년 정식으로 설립된 중앙고물보관위원회(中

央古物保管委員會)와 1935년 1월 북경에서 설립된 구도문

물정리위원회(舊都文物整理委員會)11가 있다. 중앙고물보관

위원회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고물의 보관 및 발굴업무

를 책임지는 기관인 반면, 구도문물정리위원회는 북경 내 

고건축의 수리 집행을 위한 각종 사항을 지휘·감독하는 업

무를 맡은 곳으로12 오늘날 중국문화유산연구원의 전신이

다. 특히, 구도문물정리위원회의 성립은 고건축에 있어 조

사·발굴과 관리 위주의 소극적 보호행위가 수리공사라는 

적극적 보호행위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1936년에 구도문물

정리위원회는 천단 등 북경 내 고건축의 수리를 진행하였는

데, 이 대규모의 수리에 고건축의 조사와 수리방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중국영조학사에서 맡았다. 

중국영조학사는 주계검(朱啟鈐, 1872~1964)이 1930

년에 창립한 중국 건축역사 전문연구단체로서, 중국영조학

사가 고건축 연구에 있어 학문적 전문성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양사성과 같은 건축학자를 영입하면서 부터이다. 양

사성은 하버드대 박사과정 중에 학위논문으로 「중국궁실

사(中國宮室史)」를 쓰기 위해 1928년에 중국으로 귀국하였

는데13 1931년 9월에 양사성이 중국영조학사 법식부의 주

임을 맡으며 본격적인 중국 고건축의 실측조사가 시작되었

다. 중국영조학사는 양사성을 필두로 하여 중국 화북지역

을 중심으로 총 190여 개의 현과 시를 조사하였는데, 1931

년부터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전까지 총 206개소의 건축

군, 2,738개동의 건축물을 실측조사하고 총 1,898장의 실측

도면을 작성하였다.14

중국영조학사는 설립 초기부터 중국 내 문물보호와 

관련된 많은 기관에 건축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거나 이

들과 협력 작업을 하였다. 특히, 양사성은 1932년 고궁박물

원의 요청으로 북경 고궁 내 고건축의 수리설계를 작성하

였으며 이후에는 중앙고물보관위원회의 요청으로 계현 독

락사와 응현 목탑의 수리계획 초안을 작성하였고 그 외에

도 조현 안제교와 서안 소안탑의 수리설계를 한 바 있으며, 

1935년에는 구도문물정리위원회의 고문을 맡아 이듬해 천

단을 비롯한 북경시 문물의 대수리에 직접 참여하였다. 이

런 작업을 통해 양사성의 보호사상과 이론이 중국의 문물

보호 제도와 정책의 수립 및 수리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양사성은 실측조사와 수리설계를 하면서 많은 논문

들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 「계현 독락사 관음각 산문고(薊

縣獨樂寺觀音閣山門考)」와 「항주 육화탑 원상복원계획[杭

州六和塔復原原狀計劃]」, 「곡부 공묘의 건축 및 수리계획

10 1935년 「고물보호규칙초안」에서 규정한 ‘원상불개변‘에 대해서는 당시 더욱 진전된 논의를 찾아볼 수 없다. 같은 해에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영국, 스위

스, 이집트, 일본, 소련의 역사건축물 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모아 펴낸 『각국고물보관법규휘편(各國古物保管法規彙編)』이 출판된 것을 볼 때, 이들을 참고하

여 제시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원상불개변” 원칙은 1961년 「문물보호관리잠행조례」에서 문물을 활용할 때의 원칙으로 규정되었다가, 이후 1982년 「문물보

호법」에서 활용뿐 아니라 수리와 관리 시의 대원칙으로 명시되었다. 

11 1934년 가을에 장개석이 북평(북경)의 천단에 들렀다가 건축이 퇴락한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여 북경 단묘건축들의 수리와 관련된 사무를 북평시정부의 직할

로 두고 이를 수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천단을 비롯한 북경 소재 고건축의 수리작업이 시작되었는데 이를 위해 이듬해에 수립된 것이 바로 “구도문물정

리위원회”이다. 진천성(陳天成), 2007， 「문정회의 수리사례 연구[文整會修繕個案硏究]」, 천진대학 석사학위논문, p.16.

12 전단승(錢端升), 2008, 『민국정제사(民國政制史)』, 상해세기출판집단, p.302.

13 양사성(梁思成), 2001a, 『양사성전집(梁思成全集)』 제9권, 중국건축공업출판사, p.102.

14 임주(林洙), 2008, 『중국영조학사 사략(中國營造學社史略)』, 백화문예출판사, p.186. 1937년 이후 중국 서남지역을 조사한 후 제작한 도면은 포함하지 않은 

통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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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曲阜孔廟之建築及其修葺計劃]」15 세 편의 글에서 수리원

칙과 관련된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대상 건

축의 성격 및 수리를 위한 학술적 배경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세 편의 글에서 양사성은 조금씩 다른 수리원칙

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추적하여 양사성의 수리원칙이 

점차 수립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자. 

1.   파손부 ‘수(修, Repair)’ 위주 원칙의 제시 - 1932년 

계현 독락사

계현에 있는 독락사는 양사성이 중국영조학사의 법식

부 주임을 맡은 후 가장 먼저 답사계획을 세운 곳이다. 당

시의 조사는 1932년 중국영조학사의 학회지인 『조선영조

학사휘간(中國營造學社匯刊)』에 「계현 독락사 관음각 산문

고」의 제목으로 게재되었는데, 이 글은 중국에서 과학적 방

법으로 고건축을 조사·실측하고 구조양식을 분석한 최초

의 조사보고서로 알려져 있다(양사성 2001a: 102). 일본학

자들이 한발짝 앞서 중국 고건축의 실측조사를 진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 글은 고건축 연구에 있어 중국의 학술적 

수준을 보여주고자 하는 선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양사성은 이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근대적 수리원칙과 수리

방법을 제시하였다.

양사성은 독락사 관음각과 같은 중요한 건축을 보호

하기 위해서는 누수로 인해 생긴 건축의 구조적 안전문제

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으로 건축 외관의 양식과 관련

된 ‘기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고 이를 크게 ‘수(修, 

repair)와 복원(復原, restore)’으로 나누었다.

구조 안전관련 측면을 먼저 살펴보면, 시멘트와 콘크

리트는 1930년대 중국에서 고건축의 수리에 이미 사용되기 

시작하는데 양사성은 외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런 신재료를 포함하여 현대과학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

용하여 구조를 보강할 것을 주장하였다. 

건축양식과 관련하여서는 ‘수와 복원’의 두 방식에 있

어서, “기와나 문창을 제작하여 보충하는 것처럼 파손된 

부분은 반드시 수보(修補)한다. 내진 상의 공포 사이를 메

운 포벽을 제거하거나 상층부의 청식(清式) 외부난간을 요

식(遼式)으로 회복하는 것, 양측 합각벽을 제거하는 것 등

과 같이 원상(原狀)을 잃은 것은 반드시 회복(恢復)해야 한

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복원 문제는 비교적 복잡한데, 원물

(原物)의 형제(形制)에 대한 절대적인 근거가 반드시 있어

야 비로소 시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원형(原

形)이 아니므로 현재 있는 부분을 보존하느니만 못하며, 그

렇게 하여 건축이 받은 각 시대의 영향을 남기는 것이 더 

A B C

사진 1.   A: 독락사 관음각 정면 사진(양사성 1932: 50), B: 관음각 수리 후 정면도, 1932, 양사성 제작(진명달 2007: 47), C: 관음각 하층 내외첨 두공 상세

도(1930~40년대)(진명달 2007: 51).

15 수리와 관련하여 이외에도 「고궁 문연각 루면 수리계획(故宮文淵閣樓面修理計劃)」(1932), 「고궁 경산 만춘정 수리계획[修理故宮景山萬春亭計劃]」(1934) 

등의 글이 있으며, 기타 소안탑, 절강 무의 연복사, 운강석굴 등에 대해서도 수리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지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

고 대부분의 수리계획은 1937년 전쟁의 발발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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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 고건축 복원문제는 건축고고학에서 큰 쟁점 중의 하

나로서, 이탈리아 교육부에서도 지금까지 현안으로 남아있

다. 나의 소견은 현상보존[保存現狀]이 고건축을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복원은 절대적인 확신이 없으면 경솔

하게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16

이 글에서 ‘수’는 ‘수보’로서, 결손이나 파손에 대한 수

리를 가리키고 이를 ‘현상보존’이라 부르고 있다. 이와 반대

로 ‘복원’은 ‘회복’으로서, 후대에 개조되어 원상과 달라진 

것에 대한 양식적 복구를 가리키고 이는 ‘원상복원’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여기서 원상, 원물, 원형은 요대(遼代)의 모습

을 가리키는 것으로, 따라서 ‘복원’의 ‘원’은 창건기의 모습

을 가리킨다. 현재의 모습은 ‘현상’, ‘현유(現有) 부분’으로 

표현하여 창건기의 모습과 명확히 구분되고 있다. 

양사성은 이 글에서 복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

여 ‘원상복원’보다 ‘현상보존’을 주장하였다. 이런 주장은 당

시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보호관련 논의에 대한 인지와 관

야정의 글17 및 일본 관련학회와의 교류를 통한 일본의 보

호방식에 대한 이해를 학술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상보존의 수리원칙은 무엇보다도 독락사의 가치판단에 

따라 제시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 글에서 독락사 관음각과 산문의 가치와 관련된 서

술을 보면, 먼저 고건축을 조형미술로 언급한 부분에서 건

축의 예술적 가치인식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불광사 동대전

(佛光寺 東大殿)과 같은 당대(唐代) 건축실물이 아직 발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락사 관음각과 산문은 당시 조사된 

건축 중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으로서 “당식(唐式)을 

잇고 송식(宋式)을 여는 시기의 건축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국 건축발전의 역사상 중요한 실물자료”인 점과 건축형식

이 돈황벽화에서 볼 수 있는 당대 건축과 유사한 점 등을 

들며, 결론적으로 관음각과 산문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축의 골간인 목조 가구 구조이다”고 하여 건축

양식의 건축사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양사성 1932: 

7~11). 즉, 독락사 관음각과 산문의 보호에 있어 양사성은 

건축의 예술적 가치와 구조양식의 역사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상보존’을 주장하였다.

독락사는 양사성이 문헌연구에서 실측조사로 전환하

여 처음으로 조사한 초기건축으로, 건축의 외관과 관련하

여 ‘현상보존’을 제시한 것은 건축양식 변천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시작 단계에 있고 성과가 아직 미흡하였기 때문에 

경솔한 복원보다 각 시대의 개조를 포함한 현 상태의 유지 

및 보존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양사성이 고건

축의 보호에 있어 다른 나라의 입장과 대상 건축의 현황파

악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제시한 수리원칙이 ‘현상보존’이었

다는 점은 기억할 만하다.

2.   창건기 ‘원상회복’ 원칙의 제시 - 1935년 항주 육화탑

독락사 보고서에서 고건축의 수리원칙으로 복원보

다 현상보존이 제시되었던 것과 달리, 항주 육화탑 수리에

서 양사성은 다른 입장을 취한다. 양사성은 1934년 10월 

절강성 건설청 청장의 요청으로 항주 육화탑의 중수계획

에 참여하였다. 육화탑의 현황을 조사하고 난 뒤 이듬해인 

1935 년 3월에 발표한 「항주 육화탑 원상복원계획」에서 그

는 “육화탑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만약 수리한다면 

반드시 탑을 처음 건설했을 때의 원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여18 양식연구에 기초한 복원을 처음으로 제

시하였다. 

16 양사성(梁思成), 1932, 「계현 독락사 관음각 산문고(薊縣獨樂寺觀音閣山門考)」 『중국영조학사휘간(中國營造學社匯刊)』 제3권 제2기, 중국영조학사, 

pp.89~90.

17 양사성이 「계현 독락사 관음각 산문고」를 발표한 『중국영조학사휘간』의 같은 권에 일본학자인 관야정의 「일본 고대건축물의 보존」이 번역 수록되었다. 이 글

에서 관야정은 ‘수리의 원칙’으로 “1. 원래의 구조와 양식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 3. 건축물의 현상은 증개축되었기 때문에 원상과 다를 수 있다. 그러

나 증개축된 곳이 전체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수리 시 현재의 모습대로 해야 한다. 원래 구조와 형식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원래의 형식대로 중수한

다”고 적고 있다. 양사성은 이 글이 중국건축의 보호문제를 연구하는 데 대단히 참고할 만한 자료라고 평하였다. 양사성, 1932, 앞의 책, p.90. 

18 양사성(梁思成), 1935a, 「항주 육화탑 원상복원계획[杭州六和塔復原原狀計劃]」 『중국영조학사휘간』 제5권 제3기, 중국영조학사,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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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락사 보고서에서 제시한 ‘현상보존’이 육화탑 복원

계획에서 ‘원상회복’으로 바뀐 것은 양서성의 갑작스런 사

상의 전환이라기보다, 육화탑의 가치판단에 따르고 또한 복

원을 행할 수 있는 학술적 기반이 충분하다는 자신감에 근

거한 선택의 전환으로 생각된다.

먼저 육화탑에 대한 양사성의 가치인식을 엿볼 수 있

는 서술을 살펴보면, “육화탑의 현재 모습[現狀]은 참으로 

명탑에 어울리지 않는다”하여 탑의 기념적, 예술적 가치가 

훼손된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육화탑은 전단강을 건너 

항주로 들어오는 다리 끝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항주

의 첫인상으로서 항주 고적경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고 하여 탑의 경관적 가치를 중시여기고 있다. 그리고 내부

에 남아있는 송대 7층 벽돌조 탑신의 외부에 청말에 중수

할 때 13개 층으로 처마를 나눈 목구조를 덮어버렸기 때문

에 현재의 육화탑은 “안과 밖이 일치하지 않는 허위품”이라

고 보았다(양사성 1935a: 1~3). 이러한 가치 판단은 복원조

치를 위한 기초가 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 건축사 연구의 학술적 성과가 누적되

기 시작하였는데, 양사성은 중국영조학사에 있으면서 1932

년 4월 독락사 조사를 시작으로 1935년 3월 「항주 육화탑 

원상복원계획」을 발표하기까지 약 3년 동안 북경 내 고궁

과 여러 건축 뿐 아니라 하북성의 정정현, 조현 등지와 산

서성 내 8개 현 및 산동성 곡부 공묘 등 화북지역의 많은 

고건축을 실측 조사하고 관련 글들을 발표하였다. 이런 실

물조사 연구를 통해 『공정주법칙례(工程做法則例)』 뿐 아

니라 『영조법식(營造法式)』의 많은 내용이 해석되어 중국 

건축양식의 변천사가 거의 파악되었다. 

이런 학술적 성과에 근거하여 양사성은 육화탑 원상

의 추측에 대해 “현재 우리가 가진 고대건축에 대한 지식

에 근거해 육화탑의 원형을 추측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

이 아니다. … 육화탑 자체 내부의 두공과 기둥 및 창방을 

근거로 삼고, 여기에 더해 법식에 따라 분석하며 또한 육화

탑과 동시대의 유사한 실물 고증을 참고한다면, 육화탑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고 적고 

있다(양사성 1935a: 4). 양사성은 앞서 독락사 보고서에서 

복원은 “원물의 형제에 대한 절대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비

로소 시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육화탑의 수리가 논의되

던 당시는 원형을 복원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가 마련되었

다고 본 것이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었던 것은 육화탑 복원에 『영조법

식』을 중요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지리적, 시간적 이점

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주지하다시피, 『영조법식』은 북송 말

엽인 숭녕2년(1103)에 반포되었다. 육화탑은 북송 개보3년

(970)에 송대 강남문화의 중심지 중의 하나였던 항주에 만

들어졌는데 이후 병화로 소실되고, 소흥23년(1153)에 중건

되기 시작하여 7층으로 완성되었다. 현존하는 내부 탑신은 

사진 2.   A: 육화탑(문물편집위원회 1964: 표지 뒤), B: 육화탑 정면 복원도(양사성 1935a: 도판 중), C: 육화탑 단면 복원도(양사성 

1935a: 도판 중).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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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흥 때 중건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양사성은 육화

탑의 수리에서 “처음 건설 때의 원형”으로 복원한다는 원칙

을 제시하고, 복원의 시점을 육화탑이 창건된 970년이 아닌 

“소흥23년 중수 후의 원상”으로 정하였다(양사성 1935a: 4). 

소흥23년은 현존하는 탑의 중요 구조체가 창건된 시점이

자, 『영조법식』의 출판년도와도 비교적 가까운 시점이다. 실

제로 양사성은 육화탑의 외부 체감율을 영조법식에 근거해

서 설계하였다. 

「항주 육화탑 원상복원계획」에서 원상, 원형의 ‘원’은 

문헌적, 설화적 창건시기가 아닌, 현재 남아있는 주요 구조

체가 창건된 시기를 가리킨다. 육화탑 복원은 시행되지 못

하였는데, 양사성의 고건축 수리 원칙은 이 수리계획을 기

점으로 기존의 ‘현상보존’ 에서 ‘원상회복’으로 전환되고 이

후 계속 복원 위주로 이어졌다. 그 배경에는 『영조법식』을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대상으로 판단된 육화탑 복원이라

는 개별 사안의 특수성이 크게 작용한 것 외에도, 1930년

대 중반기의 제도적·사회적 배경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제도적으로 보면 1934년에 중앙고물보관위원회

가 조직되고 1935년에는 「고물보호규칙초안」과 「고물범위및

종류잠정대강[暫定古物範圍及種類大綱]」이 제정되어 건축

유산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졌다. 같은 해에 

구도문물정리위원회가 성립되어 2년에 걸친 북경 고건축의 

수리가 결정되고, 중국 근대사에 있어 최대 규모의 고건축 

수리공사의 서막이 열렸다. 사회적으로도 1920~30년대는 

중국의 근대 공상업이 흥기하면서 민족자신감이 회복되던 

시기이기도 하다.19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건축유산

의 보호에 있어 ‘회복’, ‘복원’의 기치가 세워진 것이다.

3. ‘보존 혹 원상회복’ 원칙의 확립 - 1935년 곡부 공묘

육화탑 복원계획이 발표된 해인 1935년에 곡부 공묘

의 실측조사를 마치고 9월에 발표된 「곡부 공묘의 건축 및 

그 수리계획」은 내용이 매우 전면적이고 상세하였기 때문

에, 이후 오랫동안 중국 문물보호 분야에서 고건축 수리설

계의 규범서와 같이 여겨졌다(고천 2010: 30). 이 글에서 

더욱 체계화된 양사성의 보호철학을 볼 수 있는데, 원칙과 

관련하여 앞의 글과 달라진 점으로는 다음이 있다.  

첫째, ‘보존 혹 원상회복[保存或恢復原狀]’ 원칙을 서

론의 도입부에 명확히 선언하였다. 이 대원칙 하에 수리설

계는 구조와 외관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고려하였는데, 그

중 구조 측면에서는 현대 역학과 신재료 지식을 최대한 활

용하여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필요한 곳에 신방법과 신재

료를 반드시 적극 사용하고”, 외관 방면에서는 “현존하는 

19 조붕(曹鵬)·온옥청(溫玉清), 2011, 「1935년 천단수리 보호공사의 경험에 대해[1935年天壇修繕保護工程經驗管窺]」 『천진대학학보(天津大學學報)』, 천진

대학, p.145.

사진 3.   A: 곡부 공묘 침전구역 배치도(양사성 1935b: 도판 중), B: 곡부 공묘 규문각 횡단면도(양사성 1935b: 도판 

중), C: 곡부 공묘 대성전 사진과 규문각 내부사진(양사성 1935b: 도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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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각의 건설 초기의 형제(形制)를 최대한 유지(維持) 혹

은 회복(恢復)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20 구조와 외관의 문

제를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은 독락사 보고서에서 보여준 

논리의 연장이다. 하지만 독락사 보고서에서는 외관문제에 

한하여 ‘수 혹은 회복’의 문제를 언급한 것과 달리, 공묘 수

리계획에서는 전체 수리원칙으로서 ‘보존 혹 원상회복’을 먼

저 선언한 다음, 설계에 있어 구조와 외관을 구분하였다. 이

런 방법은 구조상 변경행위가 “각 전각 원래의 외형을 절대

로 바꾸어서는 안된다”(양사성 1935b: 3)는 전제 역시 ‘보

존 혹 원상회복’이라는 대원칙 하에 놓이게 되어 더욱 논리

를 갖추게 되었다.

둘째, 원칙으로 ‘보존 혹 원상회복’이라 하여 원상회

복과 함께 보존을 병렬하였다. 양사성은 원상이란 “현존하

는 각 전각의 건설 초기의 형제(形制)”라 하여 창건시의 모

습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보존 혹 원상회복’의 원칙에서 ‘회

복’ 행위의 대상은 ‘원상’이고, 원상의 근거가 충분한 경우 

원상회복을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그러면 ‘보존’ 행위의 대

상은 무엇인가? 「곡부 공묘의 건축 및 그 수리계획」의 목공

수리 시방에서 “현존한 원상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여 수보한다”(양사성 1935b: 140)고 하여 현존한 모습 중에 

원상으로 판단된 현존하는 모습을 보존의 대상으로 함을 

적고 있다. 곡부 공묘는 명·청대 중건된 후 크게 변형되지 

않아서 원상과 현상은 큰 차이가 없다. 때문에 보존 행위의 

대상은 변하지 않고 내려온 ‘원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

질적인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현상의 보존은 학술적 근

거 미비로 인한 원상에 대한 일시적 판단의 보류로 볼 수도 

있고, 처음부터 포괄적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

로 보면 현상을 인정하고 현상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곡부 공묘의 독특한 건축연혁으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셋째로 양사성은 곡부 공묘에서 역대의 중건을 거치

면서 형성된 건축군의 전체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였다. 

곡부 공묘가 지니는 가치에 관한 언급을 보면 “일개 개인

의 주택이 이천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역대 정부의 숭배와 

보호를 받으며”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점이 역사적 측면에

서 매우 드문 일이라는 것과, “세 칸 집으로 시작하여 송대

에 삼천여 칸으로 확대된 후 역대로 수리를 거치면서도 제

왕의 것과 유사한 큰 규모가 유지되어 내려 온” 것이 건축사

적 측면에서 독특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곡부 공묘는 아마도 인류 문화사에서 유일한 건축물일 것

이고, 따라서 공묘는 특별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적고 있

다(양사성 1935b: 3). 이는 앞서 독락사에서 관음각과 산문 

2 동의 건축 외에 명·청대에 만들어진 모든 부속 건축에 대

해서 “특별히 주의할 만한 점이 없다”고 하여(양사성 1932: 

28) 가치와 보호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던 것과 대조된다.

곡부 공묘의 건축들은 금대와 원대에 창건된 총 4동

의 비각을 제외하고 대부분 명·청대에 중건된 것으로, 가

장 중요한 건축인 대성전도 화재로 전소된 후 청 옹정8년

(1730)에 중건된 것이다. 이런 곡부 공묘의 건축을 건축양

식의 역사적 측면에서만 가치를 평가한다면 그에 근거한 

보호작업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

묘 수리계획에서 건축군의 완전성이라는 새로운 가치 프레

임이 등장하고, 육화탑에서 제시된 ‘원상회복’이라는 복원 

위주의 수리원칙이 아닌, ‘보존 혹 원상회복’이라는 포괄적

이고 현실적인 원칙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곡부 공묘의 건축 및 그 보호계획」은 ‘보존 혹 원상회

복’이라는 양사성 수리원칙의 확립을 보여준다. 그는 기본

적으로 ‘원상’을 보호대상으로 보고 최선의 수리방식으로

는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회복’을 주장하였지만, 다양

한 가치의 인식 하에 현상의 ‘보존’ 또한 인정하였다. 이 글

에서 체계화된 양사성의 수리원칙은 건국 후 중국보호원칙 

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양사성이 제시한 현

상보존이나 원상회복은 모두 건축의 외관에 대한 논의라

20 양사성(梁思成), 1935b, 「곡부공묘의 건축 및 그 수리계획[曲阜孔廟之建築及其修葺計劃]」 『중국영조학사휘간』 제6권 제1기, 중국영조학사,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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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다. 양사성은 고궁 문연각의 수리(1932)에서부터 일

관되게 철근콘크리트와 같은 신소재를 최대한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노출된 신소재는 목재로 감싸거나 단청

을 칠하도록 하며 “고건축물의 수리 원칙으로, 예술적 측면

에서는 원래의 외관을 보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주

장하였다.21 이러한 외관에 대한 중시가 이후 1960년대에 

수리 후의 전체 효과에 대해 새것처럼 수리한다는 ‘정구여

신(整舊如新)’을 비판하고 옛것처럼 수리하는 ‘정구여구(整

舊如舊)’를 주장하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Ⅲ. 1950년대 보호원칙의 확립 과정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뒤 1961년에 제정된 

종합적 문물보호법인 「문물보호관리잠행조례(이하 ‘보호조

례’로 약칭)」에는 ‘원상회복 혹은 현상보존’ 원칙이 명시되

어 있다. 이 원칙과 양사성의 ‘보존 혹 원상회복’은 언어적 

유사성이 쉽게 보이지만, 양사성의 원칙에는 없던 ‘현상’이 

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더욱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국 초기에 사회주의 중국의 건설에 직면하여 양사

성은 건축의 민족형식 문제, 보호와 개발의 모순 속에 건축

유산의 보호문제 등을 지적하였는데, 이로 인해 정치적 비

판을 받은 이후 대외적 학술활동을 거의 접고 자문이나 집

필에 치중하였다. 따라서 1950년대는 양사성의 학술적 유

산을 토대로 영조학사의 2세대 학자들이 활약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원칙의 수립은 학술적 탐색보다 정부

정책 제정의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1. 1950년대 전반기 ‘원상보존’ 원칙의 수용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의 문물보호에 있어서는 먼

저 기존에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의 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혁명 관련 유적·유물’이 그것이다. 1950년 5

월에 공포된 「고문화유적 및 고무덤의 조사발굴 잠행방법

[古文化遺址及古墓葬之調查發掘暫行辦法]」의 서언에서 

“혁명적,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건축, 문물, 도

서 등”을 보호해야 함을 명시한 이래로, 같은 해 7월 「고문

물 건축의 보호에 관한 지시[關於保護古文物建築的指示]」

에서 “역사가치가 있거나 혁명사실과 관련된 문물건축”을 

보호한다고 적는 등 건국 초기에 제정된 보호관련 법규는 

거의 모두 혁명관련물을 기존의 역사적 문물과 대등한 하

나의 유형으로서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혁명관련 문물의 보호는 초기 문물보호의 전

반적 정책 마련과 시행을 이끌었고, 혁명관련 문물은 이후 

1961년 공포된 「보호조례」에서도 중요한 보호대상으로 열

거되었다.22

보호대상의 이러한 외적 확장은 1950년 ‘중·소 우호

동맹상호원조조약’의 체결 이후 1950년대에 고건축 수리 

뿐 아니라 고고학, 박물관학 및 건설개발 중 고건축의 보호

방법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중국에 영향을 준 소련의 역할

이 컸다. 소련에서는 1948년 10월에 「문물보관 개선방법에 

관한 결정」과 「문물보관조례」를 통과시키고 1949년 8월에 

「국가 보호하에 있는 건축기념물의 통계·등록·유지와 수

리작업 순서의 규정(이하 ‘수리규정’으로 약칭)」을 제정하는 

등 중국보다 한 발짝 앞서 문물보호관련 제도를 마련하였

다. 소련의 문물보호제도는 1950년대에 양국 기관간의 활

발한 교류를 통해 중국에 학습되었다. 

중국 「보호조례」의 제정에 참여하였던 나철문은 조례

를 제정할 때 소련의 보호법과 민국정부의 고물보존법 및 

기타 여러 나라의 관련 법률을 참고하였다고 회고한 바 있

21 채방음(蔡方蔭)·유돈정(劉敦楨)·양사성(梁思成), 1932, 「고궁 문연각 루면 수리계획(故宮文淵閣樓面修理計劃)」 『중국영조학사휘간』 제3권 제4기, 중국영

조학사, p.84.

22 「보호조례」 제2조에서 “(1)중대한 역사사건과 혁명운동 및 중요 인물과 관련된 것으로 기념의의와 사료가치가 있는 건축물, 유적, 기념물 등 (2)역사, 예술, 과

학가치를 지니는 고문화유적, 고무덤, 고건축, 석굴사, 석각 등 (3)각 시대에 가치 있는 예술품, 공예미술품 (4)혁명문헌자료 및 역사, 예술, 과학 가치가 있는 고

서적자료 (5)각시대 사회제도, 사회생산, 사회생활을 반영하는 대표성 실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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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23 실제로는 소련의 보호법이 민국정부의 법률보다 「보

호조례」의 제정에 더 깊은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다(고

천 2010: 48). 그중에서도 문물의 수리원칙에 대한 소련의 

선행 경험은 당시 중국이 이해하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이

었을 것이다. 수리원칙과 관련하여 소련은 「수리규정」 제73

조에 “훼손되고 왜곡된 원래 면모를 회복”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중국은 이를 한마디로 ‘원상보존

[保存原狀]’의 원칙으로 해석하였다.24

1950년대 초 문물보호와 관련된 정부 문건 중에 수리

원칙이 명시된 것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진명달의 「고

건축 수리 중의 몇 가지 문제」라는 글에서 “모든 고건축 수

리는 중앙문화부가 명확히 지시한 ‘반드시 원상보존한다’를 

따른다”는25 부분에서 ‘원상보존’이 당시 중앙정부의 공식적 

수리원칙임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장인들 사이에서는 과거

의 중수식 수리가 여전히 성행하였기 때문에 진명달은 이

글에서 원상보존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즉, 그는 원상보

존이란 수리할 때 전체에서부터 세부까지, 또한 외부로 보

이는 부분부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모두 엄격하고 세밀

하게 있는 그대로 수리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적고, 이를 조

롱박의 모양 그대로 조롱박을 그린다는 ‘의양호로(依樣葫

蘆)’에 비유하였다(진명달 1953: 82). 

소련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중국에서 ‘원상보존’을 

수리원칙으로 하였지만, 소련의 규정과 이에 대한 당시 중

국의 해설에는 차이가 있다. 소련은 “훼손되고 왜곡된 원래 

면모”, 즉 역대 변경을 거치기 전의 창건기 모습을 원상으로 

보고 이를 회복할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하지만, 진명달은 

“있는 그대로 수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조사

를 통해 밝힌 창건기의 모습이라기보다 현재 남아있는 모

습을 보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진명달의 이러한 설명은 당시 학술적, 경제적 원인으

로 대부분의 수리에서 창건기 모습의 연구가 부족하였고 

따라서 ‘회복’이 아닌 ‘보존’이 현실적임을 인정한 것으로, 

이는 원칙 서술도 중국의 상황에 맞추어 더욱 명확해질 필

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인식은 이후 

“현상”이 행위의 대상으로 명확하게 등장하게 되는 한 원인

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3 나철문(羅哲文), 1999， 「고건축 원림 문물보호 50년 회고[古建筑园林文物保护50年回眸]」 『고건원림기술(古建園林技術)』 12월호 고건원림기술출판, 

pp.3~10. 1950년대 중반에 중국과 서방 및 일본과의 교류가 거의 단절된 것을 고려할 때, 기타 여러 나라의 법률은 1935년에 출판된 『각국고물보관법규휘

편(各國古物保管法彙編)』을 참고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24 Ш. E. 나기야, 1956, 「소련건축기념물의 보호작업[苏联建筑纪念物的保护工作]」 『문물참고자료(文物參考資料)』 9월호, 문물출판사, pp.49~52. 소련어 논

문을 축약 번역하여 소개하면서 머리글의 역자 해설 중에서.

25 진명달(陳明達), 1953, 「고건축 수리 중의 몇가지 문제[建築修理中的幾個問題]」 『문물참고자료』 제10기, 문물출판사, p.81. 진명달(1914~1997)은 1932년

에 중국영조학사에서 유돈정의 조수로서 문물관련 일을 시작하였고, 1953년부터 문화부 문물국에서 공정사(工程師, 기술사)로서 일하였다.

사진 4.   오대산 불광사 문수전 내부(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155). 사진 5.   삭주 숭복사 관음전(필자촬영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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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1950년대 초 산서에 소재한 오

대산 불광사(佛光寺) 문수전(文殊殿), 삭주 숭복사(崇福

寺) 관음전(觀音殿), 대동 선화사(善化寺) 보현각(普賢閣), 

태원 진사(晉祠) 어소비량(魚沼飛梁) 등 4건의 중요한 건축

에 대한 수리공사가 있었다. 당시의 수리를 언급한 글들을 

보면 수리가 전체적으로는 ‘원상보존’ 원칙에 부합한다고 평

하였지만 세부에 있어서는 여러 부족함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북경문정회공정조 1954: 85~86). 가령, 불광사 문수전

의 수리에서 대들보 1본을 교체하던 중 보의 한쪽 끝은 두

껍고 다른 한쪽 끝은 가늘어서, 보가 놓이는 양쪽에 있는 

두(斗)도 그 크기를 각각 크고 작게 바꾸어 기존의 엄숙한 

질서가 훼손되었음이 지적되었다(진명달 1953: 82). 회복은 

차치하고 기존의 모습조차 훼손되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

여, 충분한 학술적 조사 이전에는 모호한 상태인 ‘원상’을 

대상으로 하는 보존(혹 회복)보다 더 보편적이고 명확한 서

술의 필요가 공감되었을 것이다.

2.   1950년대 후반기 ‘원상회복 혹은 현상보존’ 원칙의 확립

‘원상보존’ 원칙은 1950년대 후반기에 들어 ‘원상회복 

혹은 현상보존’으로 변화되는데, 여기서 ‘현상’에 대한 보호

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건국 초기에 

보존의 대상으로 ‘현상’이 언급된 글을 살펴보면, 1952년 유

동규가 양사성의 보호이론을 토대로 하여 “이미 원래의 형

상이 아닌 것은 수리 시에 현상대로 수리한다. 만약 원래

의 형상을 확실히 안다면 자연히 원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 좋다”고 하여26 현상에 대한 보존 수리를 언급한 바 있

다. 현상보존이 더욱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소련의 『수리

규정』을 소개한 글이다. 

소련은 수리행위를 ‘수복작업’과 ‘수리수복작업’으로 

나누었는데, 「수리규정」에 의하면 수복작업은 훼손, 왜곡 

혹 변형된 기념물의 일부 혹은 전부를 회복 혹은 중건하는 

작업으로 원래의 모습 혹은 과학적 근거에 따른 최초의 모

습으로 회복·중건하는 것을 가리키고, 수리수복작업은 기

념물의 현상을 보존된 모습 그대로 회복·보존하는 작업을 

가리킨다.27 중국은 전자를 복원적 수리로 이해하였고, 후

자를 지붕과 배수부분의 수리, 부식된 지붕과 구조체의 교

환, 문창의 수리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데,28 그 

중 후자에서 ‘현상’을 보호대상으로 한 수리작업이 ‘원상’을 

대상으로 하는 복원작업과 대등하게 하나의 행위로 분류되

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소련의 이러한 성격에 따른 수리유형의 명확한 구분은 

중국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진명달은 1953년 「고건축 

수리 중의 몇 가지 문제」에서 설계와 시공 역량, 재료공급, 

경비 등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수리를 유지성수리

[保養性修理], 긴급수리[搶救性修理], 보강성수리[保固性

修理], 복원성수리(復原性修理)로 나누었다. 그 중 일상적 

수리와 특별한 긴급수리를 가리키는 전자 두 개를 제외하

고, 일반적인 수리공사는 보강성수리와 복원성수리로 나눌 

수 있다. 보강성수리는 비교적 철저한 수리의 일종으로서, 

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물의 파손된 전체 

부분을 모두 회복하는 것으로, 반드시 원래의 형제(形制)대

로 수리하되 구조보강이 필요할 때는 보이지 않는 곳에 하

여 건축물의 원래 모습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고 적고 있다. 

복원성 수리는 가장 어렵고 가장 철저한 수리로서, 전체 건

축의 각 부분을 모두 원상대로 회복하는 것으로 결손부분

이나 후대에 개조되어 원물이 아닌 것은 복원하되 반드시 

상세한 연구를 전제한다고 적고 있다(진명달 1953: 82~84).

중국의 보강성수리와 복원성수리는 소련의 수리수복

작업과 수복작업에 각각 대응한다. 소련은 수리수복작업에

서 ‘현상’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진명달은 당시에 중앙문

26 유동규(俞同奎), 1952, 「우리나라 고건축의 보존문제에 대해[略谈我国古建筑的保存问题]」 『문물참고자료』 제4기, p.58. 유동규(1876~1962)는 1947년부

터 북경문물정리위원회 비서로 일하였고, 문물정리위원회가 1956년 문화부 산하 고대건축수정소(古代建築修整所)로 개편되고 난 뒤 소장을 역임하였다.

27 1949, 소련 「국가보호하에있는건축기념물의통계·등록·유지와수리작업순서의규정」 제83조, 제93조.

28 나철문(羅哲文), 1955, 「소련 건축기념물의 보호[苏联建筑纪念物的保护]」 『문물참고자료』 제7기, 문물출판사,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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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부에 의해 이미 ‘원상보존’ 원칙이 수립되어 있었기 때문

에, 보강성수리에서도 ‘현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원래의 형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그로 인해 의미가 

다소 분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후 1955년 진명달의 「무엇을 보존하는가? 어떻게 보

존하는가?」의 글에서 가치가 높은 건축물은 ‘현상보지 혹 

원상회복[保持現狀或恢復原狀]’을 수리원칙으로 한다고 하

여, 처음으로 현상보존과 원상회복을 병렬로 열거하였다.29 

이는 수리유형별로 다른 원칙의 적용을 반영한 것으로 해

석된다. 이후 1961년 제정된 「보호조례」 제11조에서 “문물

보호단위로 지정된 일체의 기념건축물, 고건축, 석굴사, 석

각, 조소 등을 수리, 유지할 때는 반드시 원상회복 혹은 현

상보존 원칙을 엄격히 준수한다”고 하여 ‘원상회복 혹은 현

상보존’ 원칙이 마침내 정식으로 법률에 명시되었다.

‘원상회복 혹은 현상보존’ 원칙이 확립된 데는 원상에 

대한 학술적 조사의 미흡으로 인한 원상 불분명, 수리유형

의 분류에 따른 행위 대상의 차이 발생 등 원인 외에, 국가

정책과 경제적 한계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제1차 5개년개발계획(1953~1957)의 시행으로 중국에서 국

가경제개발이 절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개발과 보존의 모

순 속에서 개발이 우선시 되었고, 건축수리를 하더라도 장

시간의 연구와 많은 복원 비용을 필요로 하는 ‘원상회복’은 

차선으로 분류되었다. 

당시 진명달은 “공업건설이 첫째 목표인 시기로 진정

한 수리를 논하기에는 이르며 … 일반적인 것은 모두 잠시 

수리하지 않고, 파손이 심하여 위험한 상황인 경우는 가

장 간단하고 엄격하며 절약적인 방법을 통해 현상유지하

고, 퇴락이 지속되어 붕괴되지 않도록 보지하는 수밖에 없

다.”고 적고 있다(진명달 1955: 9). 더욱이, 1958년부터 경제

성장을 위한 대약진운동이 시작되면서, 문물보호는 발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전제 하에 중요한 것에 대해서만 선별적

으로 진행되고, 고건축의 수리는 “보호관리를 주(主)로 하

고, 곧 무너질 수 있는 중요한 고건축에 대한 중점적 수선

을 차(次)로 한다”고30 하여 최소한만 수리하고 대부분은 

현상유지하는 정책이 이어졌다. 즉, 「보호조례」의 ‘원상회복 

혹은 현상보존’ 원칙은 이러한 이론적, 현실적 배경아래 수

립된 것이다.

1950년대 중·후반기에 중점수리가 진행된 것으로

는 정정현 융흥사(隆興寺) 전륜장전(轉輪藏殿) 수리, 태원

시 진사(晉祠) 성모전(聖母殿) 수리, 조현 안제교(安濟橋)

의 수리와 예성현 영락궁(永樂宮)의 이건공사가 있다. 영락

궁 이전을 제외하고, 융흥사 전륜장전, 진사 성모전, 안제교

의 수리는 모두 복원성수리였다. 그 중 융흥사 전륜장전의 

수리는 중국고건축의 수리역사에 있어 정식적인 복원공사

사진 6.   A: 정정현 융흥사 전륜장전(양사성 1933: 19), B: 전륭장전 수리 전 측면도(고천 2010: 65)(원출처: 중국문화유산연구원 소장), 

C: 전륭장전 측면도(고천 2010: 86).

A B C

29 진명달(陳明達), 1955, 「무엇을 보존하는가? 어떻게 보존하는가?[保存什麼？如何保存？]」 『문물참고자료』 제4기, 문물출판사, p.8.

30 왕야추(王冶秋), 1958, 「반낭비 반보수 사상대약진 공작대약진(反浪费 反保守 思想大跃进 工作大跃进)」 『문물참고자료』 제3기, p.9. 왕야추는 신중국 건국 

초에 중앙 문물국 부국장과 국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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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31 1935년 항주 육화탑에서 처음으

로 제시된 복원공사가 1954년 융흥사 전륜장전에서 처음으

로 실현된 것이다. 자본과 연구가 집중된 이런 몇몇 중요한 

수리는 기본적으로 ‘원상회복’ 원칙하에 진행되었다.32 그러

나 그 외 대부분 건축의 소규모 수리는 모두 ‘현상보존’ 원

칙에 따라 이루어졌다.

Ⅴ. 맺음말

중국에서 수리원칙에 대한 학술적 탐구는 사회가 상

대적으로 안정되어 공공자본에 의한 수리가 진행되었던 

1930년대와 1950년대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1930년대 

양사성이 처음으로 수리원칙으로 ‘수와 복원’ 중 수에 비중

을 둔 ‘현상보존’을 제시하지만 이후 원상을 가치의 중심에 

둔 복원적 수리를 가리키는 ‘원상회복’으로 전환하고 곧이

어 ‘보존 혹 원상회복’을 제시한다. ‘보존 혹 원상회복’은 현

상보존을 인정하지만 원상의 복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후 수리원칙은 1950년대의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배경아래 

논의를 거쳐 1961년에 ‘원상회복 혹은 현상보존’이 법률상

에 명시되었다. 

중국 수리원칙의 이러한 변화 과정에는 세 가지 중요

한 가치 요인이 작용하였다고 본다. 첫 번째로 단일건축의 

구조사적 가치를 들 수 있다. 양사성은 독락사에서 관음각

과 산문의 목조가구 구조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그

에 대한 보호를 제안하였고, 현존하는 독락사를 구성하는 

기타 명·청대 지어진 부속건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

다. 육화탑에서는 내부의 송대 벽돌조 탑신에 가치를 두고, 

외부의 청대 목조구조를 제거하고 철근콘크리트조로 송식 

외관을 새로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것에서 볼 때, 

처음에 인식된 문물건축의 보호가치는 단일건축을 단위로 

31 중국문물연구소, 2005, 『중국문물연구소 70년(中國文物硏究所七十年)』, 문물출판사, p.88.

32 그러나, 물론 원상이 불분명한 경우나 경제적 원인으로 중요도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부분, 훗날에 보충 수리할 수 있는 비교적 독립된 부분 등 일부는 “현상

보존’ 원칙에 따라 조치되었다. 

배경

주요
법률

원칙
서술

1930 고물보존법

1930 1935           1940 1945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31 고물보존법시행 세칙

1932 중앙고물보관위원회 조직 조례

1935 고물보호규칙 초안

1935 고물범위 및 종류잠정대강

1935 구도문물정리위원회 조직규정

1936 비상시기 고물보관방법

1937 중일전쟁 발발

1947 북평문물정리위원회 조직 규정

1949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1948 [소련]문물보관조례

1950 고문화유적 및 고무덤의 조사발굴잠행방법

1950 고문물건축의 보호에 관한 지시

1953 기초건설중역사및혁명문물보호에 관한 지시

1956 문물보호작업강화에 관한 통지

1961 문물보호관리잠행 조례

1963 문물보호단위보호관리잠행방법

1963 혁명기념건축·역사기념건축·고건축
·석굴사수선잠행관리방법

1966~1976 문화혁명1939 제2차세계대전 발발 1953 제1차5개년계획 시작

1974 문물보호공작강화에 관한 통지

1978 만리장성
보호강화 통지

1982 문물보호법

1985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가입

1980 고건축과문물고적

보호관리공작 강화요청 보고

1958 대약진운동 시작

수 및 복원 1932 양사성. 계현독락사관음각산문고

원상회복 193503 양사성. 항주육화탑 복원계획

보존 혹 원상회복 193509 양사성. 곡부공묘의 건축 및 그 수리계획

원상보존 1953 진명달(문화부지시). 고건축수리중의 몇가지 문제

현상보지 혹 원상회복 1955 진명달. 무엇을 보존하는가? 어떻게 보존하는가?

원상회복 혹은 현상보존 1961 국무원. 문물보호관리잠행조례

현상보지 혹은 원상회복 현상보지 혹은 원상회복

주요
사례

1932 양사성. 고궁문연각누면 수리계획

1934 만리장성수리

원상불개변
1982 문물보호법

1963 문화부. 혁명기념건축·역사기념건축
·고건축·석굴사수선잠행관리방법

1974 국무원.문물보호공작
강화에 관한 통지

현상보존
위주

원상회복
위주 원상회복 혹은 현상보존

원상
불개변

1930 노수삼, 유돈정. 서하사사리탑중수

1934 양사성. 고궁경산만춘정 수리계획

1935 양사성. 항주육화탑 복원계획

193505~193801 구도문물정리공정(천단등)

1937 양사성. 곡부공묘의 건축 및 그 수리계획 1954 하북정정융흥사전륜장전수선공정

1955 하북조현안제교수선공정

1958~1965 산서예성영락궁이건공정

1951 북경성문루수선공정

1951 산서오대산불광사문수전보호공정

1952 하북산해관성루, 심양고궁대청문, 길림농안탑수선공정

1952 북경성용화궁, 북해오룡정수선공정

1953 북경북해단성연양문복건공정

1953 산서대동선화사보현각, 태원진사어조비량, 삭주숭복사관음전수선공정

1954 태원진사헌전수선공정

(이하 생략)

1974 산서남산사대전수복공정

표 1.   1930~1970년대 중국 고건축 수리원칙의 변화 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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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축외관의 구조사적 가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30

년대 전반기 시작된 중국 고건축 현장 실측조사와 『영조법

식』 등 고문헌의 해석 연구의 성과와 함께 처음으로 인지

된 가치로 볼 수 있다. 독락사와 육화탑의 차이는, 독락사에

서의 ‘현상보존’은 구조적 가치의 인지 하에 학술적, 경제적 

조건의 미비로 인한 차선으로 제시된 것이고, 육화탑에서

의 ‘원상회복’은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전제하에 제시된 것

이다. 즉, 여기서 현상보존과 원상회복은 구조사적 가치를 

전제한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건축군체가 지니는 완전성의 가치이다. 곡부 공

묘의 보호에서 ‘보존 혹 원상회복’ 원칙을 통해 원상의 회

복을 중심으로 하지만 동시에 현상의 보존이 차선으로 제

시된다. 이는 곡부 공묘처럼 주로 명·청대 지어진 건축군의 

보호에 있어 단일건축의 구조사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

지만, 각 시대를 거치며 형성된 건축군 전체에 곡부 공묘의 

문화적, 장소적 의의가 있다고 보고, 현존하는 건축군체의 

완전한 보호를 위해 ‘현상보존’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것

이다.  

양사성의 건축보호사상을 보면 단일건축의 구조사

적 가치 이후 건축군의 완전성 가치 역시 지속적으로 중시

되었다. 그가 1945년에 작성한 「전쟁지역문물보존위원회문

물목록[戰區文物保存委員會文物目錄]」 및 이를 근거로 하

여 1949년에 작성한 「전국중요건축문물간략목록[全國重要

建築文物簡目]」에서 문물을 중요도에 따라 5개의 등급으로 

나누었는데 불광사, 응현목탑, 독락사 관음각 및 산문 등 4

개동의 단일건축과 대등하게 자금성 건축군, 북경성곽 전

체, 곡부 공묘의 3개 건축군이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분류되

어,33 그가 건축군의 완전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였음을 

볼 수 있다. 건축군 전체가 비교적 완전하게 남아있는 경우 

그것을 구성하는 단일건축이 대부분 명·청대의 것이고 이

들 건축은 외관의 개조가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개별건축

의 원상회복보다 건축군 전체에 대한 ‘현상보존’이 더 중요

하고 현실적이었다. 건축군체가 이루는 전체 체계의 보호는 

이후 1950년대에도 여러 전문가에 의해 강조되었는데,34 이

는 다른 역사적 배경 하에 단일건축 위주의 보호가 이루어

졌던 한국과 크게 대조된다.

셋째, 혁명기념물의 사회적 가치이다. 1949년 건국 후

에 공산혁명과 관련된 유적·유물에 대한 보호와 수집을 위

주로 한 일련의 문물보호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서, 문물의 

가치는 혁명과의 관련성과 그 기념적·사회적 가치를 가장 

중심에 두게 되었다. 당시 혁명관련 기념물은 주로 근 30년 

이내의 역사와 관련된 것들이었기 때문에, 큰 변경이 없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게 남아있는 ‘현상’을 잘 보존

하는 것이 보호작업의 중요 내용이었다.

한편, 중국에서 수리원칙이 ‘원상회복’ 위주에서 ‘원상

회복 혹은 현상보존’으로 변화한 데는 이상과 같은 가치 요

인 외에 작업상, 정책상의 더욱 실질적인 원인도 있었다. 먼

저, 소련의 영향 하에 중국은 문물건축의 수리를 시작하기 

전에 수리유형을 명확히 구별하고 그에 따라 수리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즉, 복원성수리와 보강성수리에

서 수리의 목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기 원상회복과 현

상보존으로 서로 다른 원칙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

이었던 것이다. 또한, 1950년대 초 경제개발이 국가정책에

서 최상의 목표인 상황에서 건축유산의 수리와 보호는 일

상적 유지관리 위주로 하고 퇴락이 심한 일부 중요한 건축

에 대해서만 수리를 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자본

과 연구가 집중된 극히 일부의 건축에서만 복원을 위해 ‘원

상회복’ 원칙이 적합하였고, 기타 대부분 고건축의 수리는 

‘현상보존’ 원칙이 유효하였다. 

그렇게 마련된 ‘원상회복 혹은 현상보존’ 원칙이 1961

년 「보호조례」에 명시된 것이다. 이 원칙은 문화혁명을 거쳐 

1980년 초까지 유지되다가 개혁개방 이후 1982년 「문물보

33 양사성(梁思成), 2001b, 「전국중요건축문물간략목록[全國重要建築文物簡目]」 『양사성전집(梁思成全集)』 제4권, 중국건축공업출판사, pp.317~365.

34 유동규, 1952, 앞의 책, p.58. “고건축보존의 원칙: … (3)일련의 전체 건축물은 각 단위건축의 개체가 모두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체 체계를 보

호하고, 임의로 철거해선 안된다”; 진명달, 1955, 앞의 책, p.7. “(어떤 건축물을 보호해야 하나) … 2.그룹을 이루는 대건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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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법」이 정식으로 제정될 때 ‘원상불개변’ 원칙으로 개정되

었다. ‘원상불개변’은 기존의 ‘원상회복 혹은 현상보존’의 두 

원칙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된다.35 

1960년대에 한국에서 점차 정착된 ‘원형보존’ 원칙은 

중국에서 같은 시기 규정된 ‘원상회복 혹은 현상보존’ 중 

원상회복과 내용상 유사하다. 하지만 중국에서 원상회복과 

나란히 현상보존이 명시된 것은, 비록 그것이 역대 개조 흔

적의 가치에 대한 충분히 인정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학술적 이유로 선택 가능한 차선으로 제시된 것이

라는 한계는 있지만, 창건기 모습으로의 복원이 20세기 중

반에 동북아 목조건축지역에서 주도적인 수리원칙이었던 

상황에서 볼 때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상보존’에 대한 중국의 이러한 경험은 1980년대 국

제 보호이론의 영향 이후에 다양한 가치인식을 기반으로 

한 현상보존 원칙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하나의 조치로서 

중국에서 비교적 쉽게 받아들여지는 데에 심리적 장애를 

낮추는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런 배경으로 

인해 1980년대 국제적 보호이론에 직면하여 한국과 중국

에서 서로 다른 해석과 대응이 나타났다고 본다.

35 고천(高天), 2010, 앞의 책, p.106~107. 원출처: 기영도(祁英濤), 1986, 「고건축의 원상을 개변해서는 안된다[不能改變古建築的原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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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천(高天), 2010, 『중국 문물건축 보호의 역정 -문물 원상불개변의 이론과 실천[中國文物建築保護歷程 - 不改變文物原狀的理論與實踐]』, 
칭화대학 박사학위논문, p.30, 48, 65, 86, 86, pp,106~107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중국 산서성의 고건축』,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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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nciple of repairing the architectural heritage in China was first presented by Liangsicheng of Society 

for Research in Chinese Architecture in the 1930s, and it was stated as “Restoration of Historic Condition or 

Preservation of Existing Condition” in 1961 in the “Provisional Regulations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Cultural Relics” after various repair experiences under the social and political background of the 1950s.

Restoration of historic condition generally means restoration to original shape, and because architectural 

heritage was often repaired based on similar principle in Korea and Japan in the early and mid 20th century, 

it can be said that the restoration of historic condition was a universal and leading principle in this period 

in Northeast Asia. In China, however, the preservation of existing condition is equally specified along with 

the restoration of historic condition. When considering the leading trend of the time, it seems to be rather 

unexpected, which leads to questions about the formation process and meaning.

The research on Liangsicheng, which first suggested the principle of repair, is very important, but there is 

a lack of three-dimensional analysis of his principles compared with active research on international principles 

in China.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its meaning of the principle of repair in China, 

we first need to analyze the principle proposed by Liangsicheng, and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examine 

how the principle have changed under the social background surrounding architectural heritage conservation 

after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PRC).

In this paper, we first show that Liangsicheng has proposed a principle of restoration of historic condition 

with important values in the originality, and at the same time he opened the possibility of preservation of 

existing condition for the result of value judgment or realistic reason. In addition, we examine the process of 

equalizing preservation of existing condition with a restoration of historic condition as a realistic principle 

due to the influence of Soviet architectural heritage conservation system and Chinese economic development 

oriented policy after the founding of P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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