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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과 한국은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라는 공통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시기를 연구

하는 연구자들에게 이 두 나라는 좋은 비교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대만과 조선의 문화재 제도 분야의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법제도적 측면으로 보면 대만에서는 일본의 내지연장주의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대만의「사적

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은 일본의 법에 종속적이었고, 조선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

물보존령(이하 보존령)」은 대만보다는 독립적이었다. 그러나 이 두 차이를 일본의 압제 수준의 차별로 등치시키기는  

어렵다.

둘째, 조선의「보존령」제정에는 일본에서 공포되었던 관련 법령들이 참고되었으나, 대만의 「시행규칙」도 참고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조선의 「보존령」을 제정할 때에는 일본과 대만의 문화재에 관련된 모든 법령을 참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

하다.

셋째, 문화재 지정 수량과 내용에서 대만과 조선의 차이가 컸다. 대만과 조선의 지정 수량 차이는 두 지역 간의 전통문화 

자원의 차이가 가장 크며, 이에 따라 조선에서 지정된 문화재가 대만보다 14배 정도 많았다. 그리고 대만의 사적 중 절반 가까

이는 일본 지배세력의 흔적들이었던데 비해, 조선에서 지정된 고적 중에는 일본 지배세력들의 흔적이 거의 없었다. 이는 두 

지역 통치세력이 문화재에 대해 가졌던 시각의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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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대만(臺灣)과 조선(朝鮮)은 모두 과거에 동아시아의 

중화문화권 속에 있었고 일본과는 다른 언어와 전통문화

(傳統文化)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두 지역 모두 근대시기

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총독부(總督府)라는 기관을 통해 

통치를 받았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많았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이 두 지역은 근대시기 조선 및 동아시아사를 연구하

는 국내 연구자들의 좋은 비교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역사편찬1, 사법제도2, 통치제도3, 가족제도4, 

경찰5, 재정6, 교육7, 의료8, 박람회9, 영화10 등 다방면의 연구

에서 일본의 식민지인 대만과 조선이 비교연구 되었다. 현재까

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식민지시기 대만과 조선의 비교연구

를 보면, 그 연구 대상이 주로 각 분야의 ‘제도(制度)’ 비교가 

대체적인 경향이 되고 있다. 이는 ‘제도’가 통치세력의 공식화

된 영역으로 객관적인 검증이 수월하며 각 분야의 공식적 운

영 원칙으로 당시에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비교

연구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글은 이러한 식민지시기 대만과 조선 비교연구의 

연장선에서 문화재(文化財)11의 제도화에 관한 대만과 조선

의 경우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과 유사점, 영향관계를 연구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근대시기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제국주의화 과

정에서 식민지 각지에 이식된 근대적 제도의 하나가 문화재 

제도이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전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시

기에 일본 또한 문화재 제도가 형성되어 가고 있었으므로

12,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 ‘완성된’ 형태의 일본 문화재 제도

가 식민지 각지에 이식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식민지들 또

한 제국 일본의 법 체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제도적 환경

은 유사하였다고 볼 수 있고, 각지의 현실과 환경에 따라 유

사한 점과 상이한 점이 보이며 제도가 형성 변화되어 갔다. 

대체적으로 내지(內地, 일본 본토(本土))의 제도를 따라 외지

(外地, 식민지)의 제도가 형성되어가는 경향을 띠고 있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본문에서 상술한다.

그런데 근현대시기에 동아시아 각지에서 진행된 ‘문화

재 제도의 생성과 변화(문화재 제도화 과정)’가 어떤 역사적



256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1. No. 4

13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화재’가 그러하며, 교과서나 언론을 통해 드러나는 사회 인식도 문화재에 대해서는 보존하고 전승해야 

할 절대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14  다음의 자료들이 참고가 된다.           

앙드레샤스텔·장피에르바블롱 지음, 김예경 옮김, 2016, 『문화재의 개념』, 아모르문디      

정수진, 2007, 「근대 국민국가와 문화재의 창출」 『한국민속학』 46

15  이데올로기의 사전적 정의만 놓고 보자면, ‘문화재’라는 개념도 어느 정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수도 있다고 본다.    

“이데올로기: 사회 집단에 있어서 사상, 행동, 생활 방법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관념이나 신조의 체계. 역사적ㆍ사회적 입장을 반영한 사상과 의식

의 체계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이데올로기: 철학적·도적적·미적·종교적인 견해나 명제 및 사상의 정연한 체계이다. 이데올로기는 광범위한 사회적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 즉 이데올

로기는 직접 혹은 간접으로 사회의 경제적·사회적 특징을 반영하며, 특정 사회계급의 입장과 이익과 목표를 표현하고, 현존 사회구조의 유지 또는 변혁

을 지향하는 견해나 사상의 체계이다. - 후략”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역사용어사전』, 2015

16  근대시기 대만의 문화재 제도화에 관해 참고할 만한 연구 사례는 다음과 같다.       

王世安, 2016, 「台灣有形歷史保存法制發展史（1895-2015）：從國家目標與權利保障之互動談起」國立臺灣大學法律學院法律學界 碩士論文 

林一宏, 2011, 「臺灣文化資產保存歷程概要」，『台灣博物館學刊』，64期之1       

林會承, 2011, 『臺灣文化資產保存史綱』，台北：遠流。         

許淑君, 2001, 『臺灣「文化資產」保存發展歷程之研究(1895-2001)：以文化資產保存法令之探討為主』，雲林科技大學文化資產維護研究所碩士論文

17  최석영, 2015, 『일제의 조선식민지 고고학과 식민지 이후』, 서강대학교출판부       

최석영, 2018, 『일본 고고학사와 식민지 고고학을 만나다』, 서경문화사

으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재’에 대해서는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

는 경향이 있다13. 그런데 문화재에 대한 개념은 근대시기 이

후에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생성된 것이며14, 대부분의 사

회에서 지배집단(국가)의 주도로 개념화되고 통제된다. 집단

이 개념에 대해 절대적 가치와 방향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

리고 그 가치는 집단 내에서는 절대적 경향이 있지만, 타 집단

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기도 하며 다른 가치가 부여되기도 하

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문화재의 이데올

로기적 성격이 드러난다15. 문화재를 정확하게 이데올로기나 

신념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만, 현재 사회 구성원들에게 절대적 가치

로 자리하고 있는 인식 경향으로 볼 때, 문화재에 이데올로기

적 성격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을 듯하다.

근현대를 흐르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개념이며 우리

의 의식에 절대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문화재. 이 인식의 

뿌리가 어디에 있으며, 우리와 비슷한 역사를 가진 다른 지

역에서는 이 인식이 어떤 생성 및 변화과정을 거쳤는가를 

비교 연구하는 일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화

재’ 인식의 체계를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역사적 가치

가 있다고 본다. 이 글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근대시기

에 대만과 조선에서 문화재 개념에 대한 도입과 변화과정을 

제도와 지정현황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근대 시기 대만의 문화재 제도에 관해서는 비교적 최

근에 대만 내에서 몇 건의 연구가 진행되었고16, 국내에서는 

최석영의 연구에서 그 내용들이 일부 소개되고 있다17.

대만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의 내용들은 대체로 

청대 이후 현대까지 정치권력의 변화에 따른 문화재 제도

의 변화과정을 그 대상과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들

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문화재를 바라보는 시각과 다르게 

특기할 만 한 점은 문화재 개념의 형성 시점을 청대(淸代)

로 올려 본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각은 대만의 연구자들 대

부분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다. 이는 중국 전통문화

에 대한 대만인들의 자부심(또는 광복 후 뒤바뀐 정치권력

(국민정부)에 의한 의도된 시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관해서는 향후에 우리나라와의 비교연구를 별도

로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글은 근대시기 식민지 지배세력의 대만과 조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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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 글은 대만의 사례를 중심에 놓고 조선의 경우를 비교하는 것을 주로 하였으므로 조선의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지는 않았다. 조선의 문화재 제도화 과정

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졸고, 2018, 「일제강점기 문화재 정책 형성과정 연구 – 위원회 구성과 목록 변화를 중심으로」 『文化財』51권

19  최석영, 2015, 『일제의 조선식민지 고고학과 식민지 이후』, 서강대학교출판부, pp107~108

20  문준영, 2004, 앞의 책, p.191

21  대만에서 형성된 식민지 사법제도의 기본적 체계가 그 후 관동주와 조선 등 일본의 식민지 지역으로 확산되었다고 한다. (문준영, 2004, 앞의 글)

22  대만은 초기부터 특별통치주의였고, 내지연장주의는 1920년대 초반에 적용되었다. 내지연장주의는 식민지 후기로 가면서 형해화 되어 자치와 독립을 저지하

기 위한 부정적 원리로만 기능했다. 마지막까지 대만은 외지(식민지)였다. 대만·조선인에게 국적이 부여되었지만, 참정권을 고려하면 국가통치의 틀 밖에 있

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통합 차원에서 통합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고마고메다케시, 2008, 『식민지 제국 일본의 문화통합』, 역사비평사, pp.445~446)

대한 문화재 제도화 과정을 비교·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대만의 문화재 제도화 과정을 그 배경과 대

상, 제도변화의 측면에서 살펴본 후 조선에서 진행된 문화

재 제도화 내용과 비교할 것이다18.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

선보다 먼저 식민지화 되었고 조선보다 먼저 ‘사적명승천연

기념물’ 관련 법률을 시행한) 대만의 사례가 조선의 문화재 

제도화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

지 등의 의미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Ⅱ.  일제강점기 대만의 문화재 제도화 
과정

1. 대만의 문화재 제도화 환경

1) 법률적 환경

대만은 근대시기 최초의 일본 식민지였다. 대만의 일

본 식민지화(1895.5.10. 대만총독부 설치)는 청일전쟁(淸日

戰爭) 이후 시모노세키조약(1895.4.17. 체결, 5.8. 비준서 교

환)에 의해 급작스럽게 진행된 것으로, 일본도 식민지를 받

아들일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통

치는 법에 근거해야했기 때문에 일본은 우선적으로 법적인 

교통정리를 해야 했다. 당시 일본의 법(제국헌법)은 이민족

에 대한 고려 없이 일본 국내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서 두 가지 서로 다른 관

점의 논쟁이 진행되었다. 하나는 특별통치주의(特別統治主

義)이고, 다른 하나는 내지연장주의(內地延長主義)였다19. 

특별통치주의는 식민지를 본국과는 별개의 이역(異域)으로 

보고 별도의 법체계 아래에서 통치하자는 것이고, 내지연

장주의는 식민지와 본국을 하나로 보아 본국과 같은 법체

계 아래서 통치하자는 것이다. 특별통치주의는 식민지 총독

에게 강력한 권한을 주어 식민지 초기 강력한 사회 장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같은 이유로 본국 권력(천황을 

제외한 정치 및 행정권력)의 통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단

점이 발생한다. 반면에 내지연장주의는 본국과 하나의 율령 

체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본국의 행정력이 식민지까지 강하

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효율성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본

국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법적 권리(참정권, 인권 등)마저도 

식민지 주민들에게 줘야한다는 원칙적인 고민이 발생한다.

위와 같은 논쟁의 과정을 거쳐 1896년 3월에 소위 

‘6·3법(법률 제 63호, 「대만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법률」)’

이 대만에 시행된다. 이 법의 골자는 식민지 총독에게 식민

지의 법률사항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권을 위임하는 한편, 

본국의 내각에도 본국의 법률을 식민지에 시행하는 칙령의 

발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었다20. 이러한 절충적 식민지 위

임입법의 법적 체계는 식민지 조선에서도 시행되었다21.

일본의 대만 식민지 영유 초기에는 통체세력에 의한 

사회 안정의 필요에 의해 기본적으로는 총독의 권한이 강

화된 특별통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920년대에는 일본 내지의 정치적 변화 과정

(민주주의 정책과 문화 정책의 발전)과 맞물려 대만에 대한 

통치 방침이 특별통치주의에서 내지연장주의로 바뀌었고22,  

칙령을 통과하는 방식을 통해 많은 내지의 법률제도를 대

만에 연장 적용하기도 하였다. 행정법 체계의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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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王世安, 2016, 앞의 책, p. 47

24  그러나 당시 일본의 문화재 보호제도가 대만에서도 연장되어 실제로 시행되었다는 사례는 보이지 않고 있다.

25  청국에서도 대만에는 큰 관심이 없었으나, 대항해시대 이후 네델란드, 스페인, 일본 등에 의한 동남아지역 무역거점 확장, 대만 상륙 등이 청을 위협한다고 

판단되자 대만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김영신, 2001, 『대만의 역사』, 知永社) 

26  부산박물관, 2013, 『‘포모사’ 타이완 문화』, pp 218~219

27  2013년 기준 53만명(강계진, 2013, 「대지의 자녀 – 대만 원주민족 개설」, 『‘포모사’ 타이완 문화』, 부산박물관, p240)으로, 2013년 당시 전체 인구 2,337

만명의 2% 정도이다.

28  林會承, 2011, 『臺灣文化資産保存史綱』, 遠流, p.48

29  臺灣總督府民政部蕃務本署, 1912, 『理蕃槪要』

30   手島兵次郞(法學士), 1913, 『臺灣慣習大要』, 臺法月報發行所        

臨時臺灣土地調査局, 1901, 『臺灣舊慣制度調査一斑』

31 1890년대 후반 도리이류조에 의한 원산패총 발견과 조사, 1930년 대북제국대학 토속학인종학연구실에 의한 간정의 석관유적 발견과 발굴, 1939년 대북제국

대학 소속 우츠시카와, 가네세키, 미야모토, 고쿠분 등에 의한 대호패총의 발굴조사와 대만 서부평야 답사 등이 있었다고 한다(최석영, 2018, 『일본 고고학사와 

식민지 고고학을 만나다』, 서경문화사, pp.270~272). 그러나 이러한 조사와 연구들은 조선의 고적조사만큼 많은 학자에 의해 체계적이며 대규모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1922년 칙령 521호 「행정제법대만시행령(行政諸法台灣施

行令)」은 내지의 행정법 체계를 대만에 받아들이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었다23. 그러나 대만에만 적용하는 별도의 법률 

역시 제정·공포되었는데, 이 글에서 주로 살펴볼 「사적명승

천연기념물보존법시행규칙(史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法施

行規則)」 대만총독부 부령 제35호(1930.9.21.)이 그 예이다.

어쨌건, 대만의 일제강점 초기에 대만지역을 대상으

로는 별도의 문화재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시기(강점 이후 대만에 별도의 문화재 관련법이 시행되던 

1930년 전까지)에는 일본 본국의 문화재 법규가 대만으로 

연장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24. 

2) 역사적 환경

대만은 역사적으로 청조(淸朝)의 변방이었다25. 청조

가 대만을 영유(1684~1895)하기 전에는 정씨(鄭氏)왕조

(1662~1683), 네델란드·스페인(1624~1662) 등의 통치시기

26가 있었고, 그 전에는 토착 원주민의 땅이었다. 대만에 거

주하던 토착원주민은 17세기 이후 여러 외부세력이 대만을 

영유하면서 점차 그 위세가 축소되어 지금은 대만 사회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의 소규모27로 남아 있다.

조선과는 다르게 대만에는 자체적인 별도의 전통적 

통치세력이 역사적으로 강하게 유지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

에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유적·유물이 조선에 비해 상대적

으로 많지 않았다. 그리고 지리적인 특성상 대륙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재창조하고 인접 지역에 전할 만한 문화의 플랫

폼이 되기도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대만은 일본 역사학자들의 큰 관

심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강점 초기에 대만에서 활동한 

일본인 학자들이 이노카노리(伊能嘉矩), 도리이류조(鳥居龍

藏), 모리우시노스케(森丑之助), 카노타다오(鹿野忠雄)과 같

은 인류학자나 생물학자였던 것28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대만 영유 초기에 일본은 효율적 통치를 위해 위와 같

은 학자들과 법률가들을 동원해 대만 지역에 대한 인류학

조사(人類學調査)29, 관습조사(慣習調査)30 등 여러 조사를 

시행하는데, 역사적 유적·유물에 대한 조사(고적조사)는 

조선에서 만큼 주목할 만할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31.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만은 청조에서도 변방이었기 때문

에 비교적 중요 유적이 많이 남지 않았으며, 일본과의 역사

문화적 연관성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학자들의 관심 

밖에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조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역사적 자

산은 대만에서의 자체적 문화재 보호제도가 조선(19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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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화재’가 그러하며, 교과서나 언론을 통해 드러나는 사회 인식도 문화재에 대해서는 보존하고 전승해야 

할 절대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33 王世安, 2016, 앞의 책, pp 25~26

34 王世安, 2016, 앞의 책, p. 28

35 王世安, 2016, 앞의 책, p. 42

사찰령)이나 일본(1871년, 고기구물보존방)에 비해 늦은 

1930년이 돼서야 시행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1. 대만의 문화재 인식 및 제도 변화 과정 

1) 청대의 인식 및 보존

머리말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대만에서 문화재의 역사

를 정리한 글들을 보면 그 시작을 모두 청대의 고적(古蹟)

에 대한 기록으로 보고 있다32. 가장 최근에 정리된 글33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大清律例」 중 호율「戶律」과 형률「刑律」의 규정 중

에 국가의 중요 건축물(大祀邱壇、神御兼太廟, 宗廟, 

宮闕)을 훼손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

아 국가차원의 문화재 보존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 1685년 『대만부지(臺灣府志)』에 대만의 고적(古蹟)

이 기록되었다.

• 1695년 『고지(高志)』「외지권(外志卷)」에 고적이 ‘大

井、藥水、湯泉、大滾水山、仙人山、石湖、水漣潭、湯泉、火

山’ 등으로 기록되었다.

• 1741년 『중수복건대만부지(重修福建臺灣府志)』에 

대상을 ‘井泉、宮室、寺觀、宅墓’로 하여 ‘인문역사건

물’과 ‘자연경관’으로 구분하는 의식이 있었고, 고적

(古蹟)을 1권으로 독립하였다.

• 1792년의 『중수봉산현지(重修鳳山縣志)』와 1870년

의 『담수청지(淡水廳志)』에는 고적과 자연경관이 혼

재되었으며, 1894년의 『묘율현지(苗栗縣志)』「고적고

(古蹟考)」에는 고적과 무관한 내용이 있다.

앞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청대에 대만의 고적에 대해

서는 현재의 ‘문화재’와 유사한 의식(또는 인식)이 있었으나 

분류와 개념이 현재의 시각에서 보면 그다지 정돈되지 않

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왕세안(王世安)은 청대에 

문화재에 대한 보존의식이 있었으며, 자발적으로 묘우신단

(廟宇神壇)을 보수한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다고 했다34.

문화재의 인식과 보존에 관해 그 기준을 넓게 잡는다

면 왕세안이나 대만 연구자들의 인식이 맞을 수도 있다. 그

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면 과연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는 문화재의 개념을 어

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지는 문제이다. 

이는 문화재의 ‘개념사’를 다루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므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2) 일제의 점령 후 조사 및 보존

일본이 대만을 점령한 이후 일본은 통치의 필요에 의해 

관습조사와 인류학조사를 하였다. 점령 초기에는 고적(古蹟)

과 같은 유적·유물에 대한 조사 필요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많지도 않았거니와), 이에 대한 별다른 전문적 조

사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시기의 대만에 문화재 관

련 별도의 법이 시행되지 않은 사정도 비슷한 이유일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 일본 내지의 문화재 관련 법이 일본중

심의 국체를 강화하는 민족주의적 성격이 있었으므로 총독

부의 동화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법률을 대만에 

굳이 펼칠 이유가 없었고, 기초건설 등 사회기반 사업이 더 

시급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35. 하지만 유사한 통치체재를 

가진 조선에서는 일제의 강점 초기부터 고적조사 활동이 활

발하게 있었다는 점을 보면, 법의 성격과 총독부의 정책이라

는 차원만으로는 대만에서 고적 조사가 활발하지 않았던 이

유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당시 대만과 조선의 가장 큰 차이

(문화재 측면에서)가 남아있던 문화재의 규모와 문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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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王世安, 2016, 앞의 책, pp. 42~43

37  구리야마슌이치(栗山俊一)는 1919년부터 1931년까지 대만총독부 영선과 기사로 근무하였으며, 대만건축회를 창립하여 1929년부터 1934년까지 회장

을 맡았고, 고건축을 포함한 건축관련 여러 논문을 발표하였다(臺灣大百科全書(http://nrch.culture.tw) 참고). 그가 대만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

던 데에는 조선에서의 대규모 고적조사 참여 경험이 작지 않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38 이 조사는 식민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이었다. 통감정치를 확립하고 지방의 식민통치 기구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제가 조선의 고건축물을 행정

시설로 사용할 필요에 따라 역사상 중요한 가치가 있는 유적이 파괴·소멸되는 일이 생겨났다. 당시 통감부는 조선시대의 관아·廟祠·향교 등을 舊건축

물로 인식했는데, 그러한 건축물의 취급에 관해서 건축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었다. (金志宣, 2008, 『조선총독부 문화재정책의 변화와 특성 – 제

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대학원한국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p.11 인용) 

39 이 책은 대만에서 문화재로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331개의 풍경과 건물에 관한 사항을 행정구역별로 구분하여 수록한 것이다.(王世安, 2016, 앞의 글, 

p.43.인용 )

40 국립중앙도서관 원문정보 데이터베이스(http://www.nl.go.kr/nl/search/‘臺灣名勝舊蹟誌’, 2018.9.30) 

41  그 사례로 앞의 각주 24, 25와 다음의 자료가 있다.         

臺灣總督府番族調査會, 1913, 『番族調査報告書』         

臨時臺灣舊慣調査會, 1913, 『番族慣習調査報告書』         

臺灣總督府番族調査會, 1921, 『臺灣番族慣習硏究』 1~8

으로서의 비중이었다고 본다면, 이러한 점이 일제강점 초기

에 대만과 조선에서 문화재 조사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합

리적인 이유가 아닐까 한다.

이러한 배경 상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만총독부 차원

에서 대만 지역 내의 고적에 대한 정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

니다. 그 사례가 1896년 초대 대만총독(가바야마스케노리, 樺

山資紀)이 발표한 「본도에 있는 사사 보호의 유고에 관해(關於

本島在來社寺保護之諭告)」이다. 그 내용은 묘궁사원(廟宮寺

院)은 규범도덕(規範道德)과 치민보안(治民保安)의 기능이 있

으므로 군대가 이를 사용할 때 파괴할 수 없으며, 부득이 파괴

할 때에는 보존 수복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36.

왕세안은 당시 문화보존의 목적이 대만인 민심의 반항

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크게 틀리지 않은 해석이

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더 알 수 있는 것은 일제가 대만의 

묘궁사원을 군 주둔지로서 사용했다는 점이다. 점령지 내의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좋은 규모로 있던 건물이 묘궁사원

이었을 것인데, 이는 이민족을 제어해야 하는 군대가 위치하

기에는 가장 적당한 자리였을 것이다. 피지배민들이 신성시 

여기는 공간을 그들을 배려해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

용하되 그들의 반항을 고려해 조심하라는 것이다. 대만총독

부의 대만 내 고적에 대한 정책 방향은 선의적 ‘보존’이 아닌 

무리 없는 ‘활용’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군대가 잘 머무를 공간으로 식민지의 주요 건물들이 선

택된 것인데, 이는 대만점령 15년 후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조선에도 적용되어 일본 내 건축 전문가(세키노타다시(關野

貞), 구리야마 슌이치(栗山俊一)37)로 하여금 점령 전 미리 그 

전체규모를 파악하게 하는 조사38가 진행되게 하는 선례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대만에서는 일제의 대만점령 후 약 20년이 지나서야 대만

총독부 주도로 고적에 대한 종합적 조사와 기록이 진행되었다. 이

러한 조사기록의 결과로 1916년 대만총독부는 스기야마야스히

로(杉山靖憲)로 하여금 『대만명승구적지(臺灣名勝舊蹟誌)』를 발

행하게 하였는데, 이 책에는 대만 전역에 있는 자연물을 포함한 

331개의 명승구적(名勝舊蹟)을 나열하였다고 한다39. 적지 않은 

규모의 대상이 수록되어 있으나, 이는 당시 각종 지리지(『**府志』

나 『**縣志』 등)를 참고하여 그 내용을 정리·편집한 것이기 때문

에40, 조선에서 일본인 학자들의 고고학적·건축학적 현지조사 및 

기록을 위주로 진행되었던 고적조사와는 그 수준이 다르다.

일제의 점령 초기에 대만에서는 조선의 경우와 견줄만

한 고적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인류학 조사와 자연과학 

조사는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류학 측면에서는 일본의 유명 인류학자들이 활발한 조사

를 하여 조사보고와 관련 연구를 진행했던 자료가 많이 남

아 있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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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王世安, 2016, 앞의 책, p.45

43 王世安, 2016, 앞의 책, p.46

일본과는 다른 대만의 특별한 종족 구성과 자연환경

이 일본 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였고, 일본 제국주의라

는 우산 아래에서 그들은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조사 성과에 기반하여 1905년 오사카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에서는 ‘대만관(臺灣館)’을 설치하여 대

만 원주민의 생활상을 전시하였고, 1908년에는 대만 최초의 

공공박물관인 ‘대만총독부 민정부 식산국부속박물관(臺灣

總督府民政部殖產局附屬博物館)’을 세웠다. 이 안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원주민의 생활상을 전시한 ‘번족진열실(蕃族陳

列室)’이었다고 한다42.

이후 대만 각지에는 박물관이 생겨나고, 1910년에는 

대만 박물학회가 설립되었다. 1910년대 이후에는 대만 각계

에서 문화재 조사 및 보존에 관한 건의들이 다음과 같이 나

오게 되었다고 한다. 

• 1919년에 櫻峽學人即이 『新台灣』에 「史蹟名勝保存

及其調查之必要」를 게재함.

• 1923년에 素木得一이 총독에게 보존사업을 즉각 시

작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올림.

• 1930년에 佐佐木舜一이 『台灣山林會報』에 「關於臺

灣史蹟名勝天然紀念物（特別是天然記念物） 保存之

考察」을 게재함.

위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당시 총독부가 시라키토쿠이

치(素木得一)의 건의를 받아들여 1924년에 각 지방정부에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보존에 관한 자료를 내게 하였는데, 

지방정부의 비협조와 총독부의 재요청 과정을 거쳐 1927년

에 70건의 자료를 받았다고 한다43.

이 시기에는 1919년 일본 본토에서 「사적명승천연기

념물보존법(史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法)」이 제정되어 문화

재 보존에 대한 국가적 분위기가 고양되고 있었고, 1922년

에는 「행정제법대만시행령」이 공포되어 앞의 「사적명승천연

기념물보존법」이 그대로 대만에 적용될 조건을 갖추고 있

었다. 이렇게 문화재 보존의 분위기가 고양되는 환경에서 

1930년에 대만 최초의 근대적 문화재 법령이라고 할 수 있

는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시행규칙(史蹟名勝天然記念

物保存法施行規則)」이 대만총독부 부령으로 공포된다.

3)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시행규칙」 제정 및 문화재 지정

앞선 시기의 문화재에 관한 활동들을 바탕으로 1930

년 9월 21일에 대만 최초의 근대적 문화재 관련 법령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시행규칙」이 대만총

독부 부령 35호로 고시되었다. 1922년의 「행정제법대만시행

령」으로 그 전에 일본에서 제정된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

법」이 대만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시행되고 있었으나, 실효적 

법령 제정과 시행은 1930년의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

시행규칙」 제정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이 법은 일본 내지의 법률인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

법」(참고자료 1)을 모법(母法)으로 하여 대만에서의 문화재 

지정 및 관리와 행위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전문 8개 조에 

담고 있다.(참고자료 2) 

대만에서는 이 법령과 부속 규정을 기반으로 ‘사적명

승천연기념물조사회(史蹟名勝天然記念物調査會)’의 조사와 

심의, 의결을 거쳐 총독부에서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문화재 지정을 하였다.

문화재 지정은 1933년, 1935년, 1941년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3차례에 걸친 총 지정 수량이 50건(사적 31

건, 천연기념물 19건)으로 조선의 경우에 비해 많지 않다.

표 1. 대만총독부 지정 사적 중 일제 지배 관련 건수

구   분
1차 지정
(1933)

2차 지정
(1935)

3차 지정
(1941)

계

역사유적 
내용

4 11 1 16

일제지배 
내용

2 4 9 15

계 6 1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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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林會承, 2011, 앞의 책, pp. 219~223.

45 林會承, 앞의 책, p.204

사적 31건 중 일제의 지배와 관련된 것들이 15건으로 절

반에 육박하는데, 여기에서 일제강점기 대만에서 진행된 문화

재 지정의 정치적 성격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의 사례

가 있다44.

• 기타시라카와노미야 요시히사신노의 유적(北白川宮

能久親王御遺蹟, 사적 제 6~8호): 1895년 대만 영

유 전쟁에 참여하여 병사한 일본 왕족 기타시라카

와노미야 요시히사신노(北白川宮能久親王) 관련 유

적. 1, 2, 3차 지정 시에 각각 지정 절차가 추가로 진

행되었으며, 총 3건이지만 그의 상륙지, 군 주둔지 

등 사적으로 지정된 장소는 모두 38 곳에 이른다.

• 석문전적(石門戰蹟, 사적 17호): 1874년 타이완 주

민의 일본어민 살해 사건을 구실로 일본군이 상륙

하여 전투한 기념 유적.

• 내목관(乃木館, 사적 25호): 대만 3대 총독 노기 마

레스케(乃木希典, 1896.10.~1898.1. 재임)의 관저.

• 내목관 어머니의 무덤(乃木母堂之墓, 사적 26호): 3

대 총독 노기 마레스케와 함께 대만에 왔다가 두 

달 후 병사한 어머니(長谷川壽子)의 무덤.

다음의 그래프를 보면, 전체 문화재 지정 수량 중 일본

의 대만 강점과 관련된 것들이 상당 수 있으며, 후기로 갈수

록 그 경향이 더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 

앞서 본 것처럼, 일제강점기 대만 지역에서의 문화재 지

정(천연기념물을 제외하고는 사적만 있음)은 별도의 법령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량 면에서 적극적이지 않았

고 내용면에서도 다분히 정치적이었다. 다음과 같이 사적(고

적) 지정과 관련된 수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더 분명해진다.

• 1916년 대만총독부 주관으로『대만명승구적지(臺灣

名勝舊蹟誌)』발행, 331건의 유적 수록.

• 1933년~1941년 간 3차에 걸쳐 총 31건 지정(이중 

15건은 일본 관련)

• 1979년 대만 내정부(內政部) 주관으로 고적 334건

(1급 53, 2급 84, 3급 207건) 지정45

Ⅲ.  대만과 조선의 문화재 제도화 과
정 비교

1. 법률적 측면

일제강점기에 대만과 조선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문화재 관련 법령이 공포, 시행되었다. 같은 권력의 지배 아래 

있었기에 당연한 과정이었겠지만, 두 법령 간 3년이라는 공포 

시간의 차이는 전자에 의한 후자의 영향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다음의 표에서도 그러한 관계가 드러난다.

일본과 대만에서 공포·시행된 관련 법령들의 내용을 

보면, 1933년 조선에서 시행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

물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이 기본적

으로 일본과 대만 두 지역의 법령을 상당 부분 참고하여 

만들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1.  대만총독부 지정 사적 중 일제 지배 관련 수량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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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현재까지의 국내 연구성과로는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의 법률적 뿌리로 일본만 언급되고 있는데(김지선, 2008, 앞의 글, p.42), 3년 먼저 관

련법이 시행된 대만의 예도 참고가 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각 조문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보물은 일본의 「국보

보존법」과 「중요미술품 등의 보존에 관한 법률」을 상당부분 

차용 했으며, 고적명승천연기념물은 대만의 사례가 역시 차

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본과 대만에서 시행되던 문화

재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조선의 법령을 만든 것이다46. 그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또한 대만과 조선의 두 법령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만의 보존령은 일본 내지 법의 하위 법령적 성격이 

강한데 비해, 조선의 보존령은 정의부터 처벌 등 자세한 내

용이 일본 본토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독자적 시행이 

가능토록 되어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일본의 내지연장

주의가 조선에서는 형식적으로도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반증한다.

표 2. 일본·대만·조선 문화재 관련 법령 제정 시기 비교 표

일본 대만 조선

1871.5. 고기구물보존방

1876.4. 유실물취급규칙

1897.6. 고사사보존법

1911.6. 사찰령

1911.7. 사찰령 시행규칙

1916.7.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

1916.7. 고적조사위원회 규정

1919.4.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

1919.5. 사적명승천연기념물조사회 관제

1919.4.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

1922.12. 행정제법대만시행령

1929.7. 국보보존법

1929.7. 국보보존법 시행령

1929.7. 국보보존법 시행규칙

1930.9.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 시행규칙 

1930.9.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 취급규정 

1930.12. 사적명승천연기념물조사회 규정 

1933.4. 중요미술품등의보존에관한법률

1933.4. 중요미술품등의보존에관한법률 시행규칙

1933.8.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1933.8.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 
관제

1933.12.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시행규칙

1933.12.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시행수속

1933.12.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 
의사규칙

표 3. 국보(보물) 관련 형벌에 관한 사항 비교

국보보존법(일본)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  허가 없이 수이출 시 5년 이하 

징역, 2천엔 이하 벌금

•  파괴 은닉 시 5년 이하 징역, 

5백엔 이하 벌금

•  자기소유 문화재 파괴은닉 시 2년 

이하 징역, 2백엔 이하 벌금

•  허가 없이 수이출 시 5년 이하 

징역, 2천원 이하 벌금

•  파괴 은닉 시 5년 이하 징역, 

5백원 이하 벌금

•  자기소유 문화재 파괴은닉 시 2년 

이하 징역, 2백원 이하 벌금

표 4. 관련 위원회 규정 일부 비교

사적명승천연기념물조사회규정(대만)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제1조 대만총독부 설치 

사적명승 천연기념물조사회는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조사 및 

지정 보존 등 유관 사항의 심의에 

책임이 있다.

제3조 회장은 대만총독부 

총무장관이며, 부회장은 대만총독부 

내무국장이 맡는다.

제6조 조사회 내에는 서기 약간 

인을 두는데, 대만총독이 임명한 

부내의 판임관이 맡도록 한다. 

서기는 상관의 지휘를 받아 

보존 관련 서무를 한다.

제1조 조선총독부보물고적명승

천연기념물보존회는 조선총독의 

감독에 속하여, 그 자문에 응해 

보물 ·고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의 보존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제3조 회장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으로 한다. 

제7조 보존회에 서기를 둔다. 

조선총독부 판임관 중에서 

조선총독이 이를 임명한다. 

서기는 상사의 지휘를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표 5. 일제강점기 대만과 조선의 기본적 문화재 법령 비교

구분 대만 조선

명칭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법시행규칙
조선보물고적명승
천연기념물보존령

공포시기 1930년 9월 1933년 8월

조문 수 11개 24개

법 지위
내지(일본 본토) 
보존법의 하위법

내지(일본 본토) 
보존법과는 별도 법령

기본성격 내지연장적 성격 특별통치적 성격

동
산
문
화
재
관
련

역외 
반출

규정 없음 보물의 수출과 이출 금지

문화재
전시

규정 없음 보물 전시의무

처벌 규정 없음

무단 수이출 5년/2000원
보물 손괴은닉 5년/500원
상기 자기소유 2년/200원

현상변경 등 금지행위 
1년/500원

관리.조사 비협조 200원

처벌규정
행정상 신고의무(6, 7조) 

위반 20원 이하
유사규정(8, 18조) 

1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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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古蹟 61호 釜山日本城, 古蹟 62호 馬山日本城.

48 제도화된 문화재로서의 고적은 패총, 고분, 사지, 성지, 요지 등으로 제한되었는데, 역사적 서사가 배제된 물질 중심의 고고학과 긴밀히 관련 되었다. 일본에서 
사적은 먼저 황실 관련 유적을 들고 있으며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심지어 전승지까지 포함시킴으로써, 근대 국민국가 성립 과정에서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고
양이나 국민 정체성의 확립에 적극 활용한 반면, 식민지 조선에서는 그러한 지향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식민지에서는 역사가 깃든 사적

보다는 역사가 배제된 고적이 채택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오영찬, 2015, 「‘고적’의 제도화: 조선총독부 문화재 정책의 성립」 『광복 70주년, 식민주의 청산과 
문화재』 국외소재문화재재단, p.74 인용)

49 林春美, 2002, 「文化資産的槪念」『歷史文物』111, 國立歷史博物館, pp. 87~93.

대만에서는 조선보다 3년 먼저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

존법이 시행되기는 하였지만, 문화재 관련 법령의 제도화라

는 면에서 조선이 대만보다 늦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조선

에서는 독자적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이 이미 1916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이 규칙에 의해 문화재 조사와 목록

화가 진행되었고, 미진하나마 보존에 대한 근대 법적 기반

이 생성되었다. 1933년 12월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시행규칙(操船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施行

規則)」의 부칙에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을 폐지한다고 되

어있는 점을 보면,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전

의 문화재 관련 법령으로서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이 조

선 총독부 점령지에서 그 기능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2. 문화재 지정 내용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하였지만, 대만과 조선은 그 역사

문화적 환경이 많이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측 역사학

자나 정부기관의 관심도 대만과 조선에서 온도차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첫 식민지가 된 대만에서는 문

화재 지정활동이 조선보다 먼저 진행되었다. 대만과 조선의 

문화재 지정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지정 수량은 대만이 조선보다 훨씬 적지만, 정치색이 짙

은 대상물의 지정 비율은 대만이 훨씬 크다(앞 표1).

일제강점기에 조선에서 지정된 문화재 중 대만의 경우

처럼 일본의 왕족·총독·군대 등 당대 정치권력의 흔적을 

유적으로 하여 지정한 사례는 없으며, 조선에서 지정된 문

화재 중 굳이 일본에 관련 문화재를 꼽자면 경남 지역의 왜

성(倭城) 2기 정도이다47.

조선에서 ‘사적(史蹟)’ 대신 ‘고적(古蹟)’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을 일제에 의한 차별의 사례로 보는 시각이 있다. 

대만에서도 ‘사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니, 이 시각에 의

하면 조선은 대만보다도 더 차별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 

지정 결과만을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대만의 문화재 지정

이 조선보다 더 일제의 ‘정치수단화’ 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조선이 대만보다 더 일본에게 우호적 대우를 받았다고 

보는 것도 적절치 않다. 일제의 무단통치를 받은 두 나라에

서 차별에 대한 비교논쟁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조선에서 ‘고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의미에 대해서

는 정치적 지향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오영찬의 

글48이 참고할만하다. ‘사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일제강점

기의 대만에서 지정된 ‘사적’이 정치적 지향이 강했다는 점

은 오영찬의 견해를 증명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는지 

현재 대만에서는 강점 당시의 ‘사적’이라는 용어를 배제하

고 ‘고적’으로 고쳐 쓰고 있다49.

Ⅳ.  맺음말

대만과 한국은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라는 공통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시

표 6. 대만과 조선의 문화재 지정 현황(강점기 최종 수량 기준) 비교 표

구분 대만 조선

총 지정 횟수 3 9

총 지정 건수 50 710

분
류
별 
지
정 
수

사적/
고적

31 145

명승 - -

보물 - 419

천연
기념물

19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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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이 두 나라는 좋은 비교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대만과 조선의 문화재 제도 분야의 비교

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법제도적 측면으로 보면 대만에서는 일본의 내지

연장주의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대만의「사적명

승천연기념물보존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은 일본의 법에 

종속적이었고, 조선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이하 보존령)」은 대만보다는 독립적이었다. 그러나 이 두 차

이를 일본의 압제 수준의 차별로 등치시키기는 어렵다. 단지 

지배 환경과 체계의 차이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조선의 「보존령」 제정에는 일본에서 공포되었던 

관련 법령들이 참고되었으나, 대만의 「시행규칙」도 참고 되

었을 가능성이 크다. 조선의 「보존령」을 제정할 때에는 일본

과 대만의 문화재에 관련된 모든 법령을 참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문화재 지정 수량과 내용에서 대만과 조선의 차

이가 컸다. 대만과 조선의 지정 수량 차이는 두 지역 간의 전

통문화 자원의 차이가 가장 크며, 이에 따라 조선에서 지정

된 문화재가 대만보다 14배 정도 많았다. 그리고 대만의 사

적 중 절반 가까이는 당시 일본 지배세력의 흔적들이었던데 

비해, 조선에서 지정된 고적 중에는 당시 일본 지배세력들의 

흔적이 거의 없었다. 이는 두 지역 통치세력이 점령지의 문화

재에 대해 가졌던 시각의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위와 같이 두 지역의 비교검토를 통해 일제강점기 대

만과 조선의 문화재 정책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었다. 문화

재 정책의 수립과 진행 과정에서는 조사보고서(調査報告

書), 관보(官報), 행정문서(行政文書), 일기(日記), 사진(寫眞) 

등 수 많은 기록들이 남기 때문에 이 작은 연구를 통해 많

은 것을 파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연구는 두 지역 문화

재 정책사 비교연구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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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일본)50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

(법률 제44호)

제1조 이 법을 적용할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은 내무대신이 지정

한다. 전항의 지정 이전에 필요할 시에는 지방장관은 임시로 이를 지

정할 수 있다. 

제2조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정 

전후를 불문하고 해당 관원은 그 토지 혹은 인접지에 들어가서 토지의 

발굴이나 장애물의 철거 등 기타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 사적명승천연기념물에 관하여 그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

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제4조 내무대신은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보존에 관해 지역을 

정하여 일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필요한 시설을 명할 수 있

다. 전항 명령의 처분과 제2조에 의한 행위에 손해를 입은 사인에 대

해서는 (행정)명령으로 정하여 정부가 보상한다.

제5조 내무대신은 지방공공단체를 지정하여 사적명승천연기념

물의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전항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공공

단체가 부담한다. 국고로 전항의 비용에 대한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는 6월 이하의 금고나 구류 또는 백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료에 처한다.

부칙

본법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행정)명령으로 정한다. 본법

의 시행 기일은 (행정)명령으로 정한다. 고사사보존법 제19조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참고자료 2.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시행규칙(대만)51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시행규칙 

대만총독부 부령 제35호(1930.9.21.)

제1조 대만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해제는 대만총독부

보의 고시에 의하며, 지방 지사 및 청장이 임시 지정 및 임시 해제하

는 것 역시 같다.

제2조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이하 약칭 보존법) 제2조의 규

정 행위는 조사원이 3일 전에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보존법 제2조의 조사행위 시 조사원은 조사 전 신분증을 제

출해야 한다.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점유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보존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역 내에 들어갈 수 없다.

제3조 보존법 제3조 규정의 행위는 지방지사 혹은 청장의 수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보존법 제4조 제1항의 제한 또는 금지의 시설행위는 부보

에 고시가 되어야 한다.

제5조 보존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서 야기한 손해는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 전항의 보상 금액은 각 지사나 청장과 더불어 피손해

인이 협의하여 조처하며, 대만총독을 협의의 감정인으로 한다.

제6조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의  

변경이 있으면 10일 이내에 각지의 지사나 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7조 비록 보존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다만 토지 소유자・관

리자・점유자로 인하여 사적지에 현상변경이 발생할 때 발생 10일 내 

아래 사항을 각지의 지사나 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발생한 연월일  2. 소재지  3. 현상  4. 기타참고사항

제8조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국가에 속하는 수익 및 지방공공

단체의 소득을 부담관리의 비용으로 한다.

제9조 사적명승천연기념물 관리비용의 부담은 지방공공단체 지

사나 청장이 허가한 사적명승천연기념물 참관비용 부담으로 징수한다.

제10조 대만총독부는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대장을 구비해야 한다.

제11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2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소화5년 칙령 제27호 및 본령은 소화5년 11월 1일 정식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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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臺灣總督府 府(官)報 資料庫(http://db2.lib.nccu.edu.tw) 내용 번역 재편집

참고자료 3.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취급규정(대만)52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취급규정

대만총독부 훈령 제73호(1930.9.21.)

제1조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이하 약칭 보존법) 제1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해,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은 두 종류로 나누어 지정을 진

행한다.

제1류 국가급 

제2류 지방급

제2조 지사나 청장은 보존법 제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인가(지

정) 진행 시, 그 종류, 명칭, 소재지, 지적, 물건조사서 및 지적도를 대

만총독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3조 지사나 청장은 보존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

가를 하기 전에, 만약 응급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동법 제

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로 지정해야 한다. 전항에 따라 임시로 

지정할 때에는 대만총독에게 물건의 종류, 명칭, 소재지, 지적, 물건조

사보고 및 지적도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지사나 청장이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을 지정한 후에는 지

정 대상의 소유자・관리자나 점유자・기타 이해관계자 및 관할구역 경

찰서장이나 부청장(副廳長)에게 즉각 지정사실을 알려야 하며 위반자

에 대한 제재 요령도 알려야 한다. 이는 보존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관리자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관련된 보존조치를 취해야 한

다. 임시지정 역시 같다.

1. 표지판이나 고시판을 설치함

2. 필요한 경계표기를 설치함

3. 필요하면 울타리나 덮개를 설치함

4.  표지판의 크기는 20~30cm의 방형으로 하고, 지면으로부터

의 높이는 1.5~2.5m이다.

5.  표지판의 글은 아래의 예문에 따른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정면: 사적(명승, 천연기념물) ...... (지정명칭 표시)

후면: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에 의해 모년모월 대만총독

부가 지정함

주의: 문장을 사용할 때는 평이하고 쉽게 표현해야 한다.

제5조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 시행규칙(이하 약칭 시행규

칙) 제2조제1항 규정에 의거, 통지서에는 날짜, 토지의 구역, 행위종류 

등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제6조 사적명승천연기념물 조사관원의 증명서 양식은 길이 7.5

㎝ 폭 4.5㎝의 접는 두꺼운 종이판으로 하며, 양식은 첨부한 그림과 

같다.

사적명승천연기념물조사관원적직별등양식, 위장7.5공분 관4.5

공분절첩후지판, 양여부도

제7조 지사나 청장은 보존법 제3조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시

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승인 시에는, 대만총독에게 관련된 중요 자

료를 미리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지사나 청장은 보존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지역 지정 

시, 관련 이유 및 지역 도면을 대만 총독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9조 지사나 청장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보상액 협

의를 진행할 시, 협의과정 및 보상액을 대만총독에게 제출하여 보고 

해야 한다.

제10조 지사나 청장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

수한 후 10일 내에 대만총독에게 제출하여 보고해야 한다.

제11조 지사나 청장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

한 후 즉시 대만 총독에게 제출하여 보고해야 한다.

제12조 지사나 청장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진

행할 때에는 대만총독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지사나 청장은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이 이미 보존할 필요

가 없다고 인지될 때에는 대만 총독에게 구체적 사유를 보고하고 지정

해제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지사나 청장은 그 관할구역 내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을 

목록으로 만들어 제15조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기재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대만 총독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목록 기재 내용

1. 사적 또는 명승 (제류)

(1)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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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재지

(3) 지번

(4) 지적

(5) 소유자의 소재지, 성명

(6) 소유자 외 관리자나 점유자의 소재지, 성명

(7)  인조물 이외, 그 물건의 재질, 형태, 구조, 크기, 수량

(8) 현상

(9) 역사연혁

(10) 증명물건

(11) 지정사유

(12) 지정연월일 및 번호

(13) 조사보고의 번호

(14) 보존요건

2. 천연기념물

(1) 명칭

(2) 소재지

(3) 지번

(4) 지적

(5) 소유자의 소재지, 성명

(6) 소유자 외 관리자나 점유자의 소재지, 성명

(7) 형태, 구조, 크기, 수량

(8) 현상

(9) 원래 상태

(10) 지정사유

(11) 지정연월일 및 번호

(12) 조사보고의 번호

(13) 보존요건

참고자료 4. 사적명승천연기념물조사회규정(대만)53

사적명승천연기념물조사회규정

대만총독부 훈령 제84호(1930.10.16.)

제1조 대만총독부 설치 사적명승천연기념물조사회는 사적명승

천연기념물의 조사 및 지정 보존 등 유관 사항의 심의에 책임이 있다.

제2조 조사회에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및 위원 약간 인을 둔다.

제3조 회장은 대만총독부 총무장관이며, 부회장은 대만총독부 

내무국장이 맡는다.

      위원은 대만총독이 임명한 부내 관리나 기타 학식경험이 

있는 자가 맡는다.

제4조 회장은 회의 일을 관장하고 부회장은 회장의 상관 사무

에 대해 보좌나 대리를 한다.

제5조 조사회에는 간사 약간 인을 두는데, 대만총독이 임명한 

부내의 고등관이 맡도록 한다. 회장이나 부회장은 간사가 보존상관 서

무를 맡아 보도록 지휘해야 한다.

제6조 조사회 내에는 서기 약간 인을 두는데, 대만총독이 임명

한 부내의 판임관이 맡도록 한다. 서기는 상관의 지휘를 받아 보존 관

련 서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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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시기 구분 번호 명칭 소재지 일본관련

제1회 지정

1933.11.26

史蹟 史1 芝山巖 臺北州
天然記念物 天1 芝山巖 臺北州

史蹟 史2 北荷蘭城 臺北州
史蹟 史3 熱蘭遮城 臺南州
史蹟 史4 舊城跡 高雄州
史蹟 史5 琉球藩民墓 高雄州 ●

天然記念物 天2 海蝕石門 臺北州
天然記念物 天3 北投石 臺北州
天然記念物 天4 泥火山 高雄州
天然記念物 天5 儒艮 高雄州
天然記念物 天6 帝雉 全島

제1회 지정

史蹟
史6

北白川宮能久親王御遺蹟
全島 ●

제2회 지정 史7 全島 ●
제3회 지정 史8 全島 ●

제2회 지정

1935.12.5

史蹟 史9 艾爾騰堡 臺北州
史蹟 史10 圓山貝塚 臺北州

史蹟 史11 臺北 
景福門/麗正門/承恩門/重熙門 臺北州

史蹟 史12 竹塹迎曦門 新竹州
史蹟 史13 普羅民遮城 臺南州

史蹟 史14 臺南 
東安門/寧南門/靖波門 臺南州

史蹟 史15 恆春城 高雄州
史蹟 史16 明治七年龜山本營之址 高雄州 ●
史蹟 史17 石門戰蹟 高雄州 ●
史蹟 史18 墾丁寮石器時代遺跡 高雄州
史蹟 史19 佳平社蕃屋 高雄州
史蹟 史20 民蕃境界古令埔碑 高雄州
史蹟 史21 太巴塱社蕃屋 花蓮港廳
史蹟 史22 比志島混成枝隊良文港上陸地 澎湖廳 ●

天然記念物 天7 過港貝化石層 新竹州
天然記念物 天8 紅樹林 高雄州
天然記念物 天9 毛柿及榕樹林 高雄州
天然記念物 天10 熱帶性海岸原生林 高雄州
天然記念物 天11 寬尾鳳蝶 全島
天然記念物 天12 華南鼬鼠 全島

제3회 지정

1941.6.14

史蹟 史23 伏見宮貞愛親王御遺跡 臺南州 ●
史蹟 史24 南菜園 臺北州 ●
史蹟 史25 乃木館 臺北州 ●
史蹟 史26 乃木母堂之墓 臺北州 ●
史蹟 史27 三角湧戰跡 臺北州 ●
史蹟 史28 第二師團枋寮上陸地 高雄州 ●
史蹟 史29 文石書院 澎湖廳
史蹟 史30 千人塚 澎湖廳 ●
史蹟 史31 海軍聯合陸戰隊林投上陸地 澎湖廳 ●

天然記念物 天13 仙腳石海岸原生林 新竹州
天然記念物 天14 野生稻種自生地 新竹州
天然記念物 天15 臺灣原始觀音座蓮及菱形奴草自生地 臺中州
天然記念物 天16 臺灣高地產鱒 臺中州

天然記念物 天17 穿山甲 臺北州 / 臺中州
臺南州 / 高雄州

天然記念物 天18 臺灣原始觀音座蓮及菱形奴草自生地 臺東廳
天然記念物 天19 臺灣高地產鱒 全島

참고자료 5. 사적명승천연기념물 지정 목록(대만)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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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aiwan and Comparison of Joseon

Taiwan and Korea have common memories of colonization by Japan. Therefore, for researchers studying 

colonial times, the two countries are becoming good comparative studies.

In this article, a comparison of cultural properties systems between Taiwan and Joseon revealed the following.

First, from a legal point of view, Japan's internalism was reflected to some extent in Taiwan. Accordingly, 

Taiwan's "Enforcement regulations for Historical scenic spot scenic natural monument storage method(short, 

Enforcement regulations)" was subordinate to Japanese law, and the Joseon's "Enforcement ordinances for 

Treasure and Historical scenic spot scenic natural monument storage method in Joseon(short, Enforcement 

ordinances)" was less than the preservation order of Taiwan. But it is not possible to equate the two differences 

to Japan's oppressive levels.

Second, while the Joseon's "Enforcement ordinances" enactment referred to relevant laws that were 

promulgated in Japan, it is highly likely that Taiwan's "Enforcement regulations" When establishing Joseon's 

"Enforcement ordinances" order,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all laws concerning cultural properties of Japan 

and Taiwan were taken into consideration.

Third, the difference between Taiwan and Joseon in the quantity and content designated as cultural 

properties was huge. The difference in the designated quantity between Taiwan and Joseon was the difference 

between traditional cultural resources between the two regions, which led to 14 times more cultural properties 

designated in Joseon than in Taiwan. And while nearly half of Taiwan's history was the vestiges of Japan's ruling 

power, few of the ancient sites designated by the Joseon had traces of Japanese ruling forces. This is the result of 

a difference in the views that the two powers had on cultur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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