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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100여년간 프랑스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 보호·관리제도의 진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되, 그 보호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도시·지역계획과의 호환성을 증진시켜나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

다. 프랑스는 역사기념물(Les monuments historiques) 그 자체는 물론 그 주변까지 함께 보호·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한

국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기본적인 원리는 국가가 지정하는 역사기념물의 외곽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서 계획하는 모든 건축 행위는 공사 이전에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기념물(Les monuments 

historiques)로 분류되는 건축유산의 관리는 ‘1913년 12월 31일 역사기념물 관련법’을 계기로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다

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진화를 거듭해왔다. 처음에는 역사기념물을 그 자체만 고려하는 점적 단위로 보호·관

리하였지만 1943년부터는 그 주변까지 포함하는 면적 단위로 보호·관리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1980년대 초에는 

통치 체제가 중앙집권제에서 지방분권제로 전환함에 따라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을 보호·관리하는 주체가 중앙에서 지

방으로 일부 이전되는 정책적 변화가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

의 보호·관리제도가 도시·지역계획과의 호환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화되어왔

다. 프랑스의 역사기념물 보호·관리제도는 애초부터 국가 주도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방식이었지만, 지방분권화를 계기로 중앙의 감독 하에 지역 주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오고 있는 것

이다. 하지만 오늘날 프랑스의 역사기념물 보호·관리제도는 중앙의 조정과 중재 속에서 과거의 엄격한 보호·관리 방식의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며 조금 더 유연하게 주변 환경과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전체적인 특징을 가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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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프랑스에는 

수도 파리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에도 역사적 도심이 

잘 가꾸어져 있고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이 조화롭게 정비

되어 있다. 그런데 프랑스의 건축유산을 포함한 도시 경

관이 아름다운 이유가 프랑스가 많은 건축유산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는 매우 단순한 결론일 것이다. 적

어도 수세기 전에 세워진 각종 자재의 건물들이 오늘날

에 현대적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보유하고 있

는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을 오랫동안 연계성을 가지고 관

리해왔을 뿐만 아니라 보존된 건물들이 현재에도 사람들

이 사는 생활공간으로서 충분히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

이다. 역사기념물의 보호·관리에 있어서 역사기념물만의 

중요성을 강조하다보면 도시 개발과 충돌하여 사용자에

게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기념

물의 존재가 도시의 가치를 드러내주고 경제적 가치를 포

함한 여러 측면의 가치를 높이게 된다면 그러한 반발은 

현저하게 감소할 것이다. 프랑스는 건축물이 오래될수록 

시민의 선호도가 높고, 그 역사성과 가치를 중요하게 여

기고 보존하려는 경향이 국민의식에 담겨 있다. 

프랑스의 역사기념물(Les monuments historiques) 

관련 제도는 역사기념물 그 자체는 물론 그 주변까지 함

께 보호·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문화재 관련 제도

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기본적인 원리는 국가가 지

정하는 역사기념물의 외곽에서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계획되는 모든 건축은 공사 이전에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역사기념물을 하나의 점적 

단위로 취급하는 것을 넘어 그 주변 환경과의 관계 속에

서 면적 단위로 보호·관리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2000년

부터 유형문화재와 기념물(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

정구역 외곽 500미터 범위를 문화재와 함께 보호·관리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재 주변을 보호·관리하는 제도

의 운영이 프랑스는 이미 1세기를 초과하여 상당히 성숙

한 단계에 진입해 있지만, 한국은 불과 십수년에 불과하

여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까지 산적해 있는 실

정이다. 그러므로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을 보호·관리하

는 제도에 대한 프랑스의 오래된 경험을 조사하여 분석하

는 것은 문화재 주변의 보호·관리에 있어서 현재 한국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데 어느 정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1913년 12월 

31일 역사기념물에 관한 법률’을 계기로 프랑스 역사기념

물과 그 주변 보호·관리제도가 출범한 다음 한 세기 동안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며 진화한 과정을 분석해보

고자 한다. 각종 제도의 성립 배경과 동기, 주요 가치, 변

화의 방향을 분석함으로써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의 보호·

관리에 있어서 지구 단위의 접근이 도입된 과정과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통치 체제가 지방분권제로 전환

함에 따라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의 보호·관리가 지자체의 

자율적인 능력을 토대로 도시·지역계획과의 호환성을 증

진시켜나가는 과정을 추가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에 있어서 참고한 주요 자료는 프랑스 문화부가 제

공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자료만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

는 측면은 프랑스 문화부 관계자와의 면담1을 통해 그 내

용을 보충하였다. 그 밖에 필요한 정부 정책에 관한 자료

는 우선적으로 프랑스 문화부(Ministère de la Culture) 웹

사이트,2 그리고 환경 담당 부처인 생태 및 연대적 전환부

(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et solidaire) 웹사

이트3를 참고하였다. 사례 분석의 대상으로 선택한 뱅센 

1 2015년 7월 3일 파리 소재 프랑스 문화부 청사를 방문하여 도미니크-피에르 마송(Dominique-Pierre MASSON) 문화유산 총감독관, 그리고 프랑수와 테

라송(François TERRASON) 세계문화유산 담당관과의 면담을 총 3시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2 http://www.culture.gouv.fr/

3 https://www.ecologique-solidaire.gouv.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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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뮌(Commune de Vincennes)은 해당 지자체가 웹사이

트4를 통해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문화부에

서 오랜 기간 동안 해당 정책을 담당해온 프랑스 문화부 

명예 유산 총감독관 도미니크-피에르 마송(Dominique-

Pierre MASSON)과 서울에서 2016년 11월 29일과 31일 

심층 면담을 두 차례 실행하였다. 2016년 11월 30일 서울 

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개최된 ‘문화재 주변 규제 수용성 

제고 방안’ 국제세미나에서 도미니크-피에르 마송 총감독

관, 그리고 라파엘 갸스트부아(Raphaël GASTEBOIS) 프

랑스의 건물 건축사(ABF)가 발표하고 토론한 내용을 참

조하였다. 

II.   프랑스 역사기념물 
(Les monuments historiques)  
보호·관리제도의 개념적 토대

1. 역사기념물의 개념

프랑스에서 ‘문화유산’을 지칭하는 용어는 ‘파트리무

안(Patrimoine)’이며, 이는 사전적으로 다층적이고도 다의

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5 첫 번째로 이는 조상에게서 

물려받는 유산, 즉 재산을 총칭한다. 두 번째로 이는 자신

만이 가진 장점이나 특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특정한 인물

의 특징을 묘사할 때 이용된다. 세 번째로 이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함께 보유하고 있는 유산을 지칭한다. 네 번째로 

이는 개인이 선대로부터 상속된 것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

진 재산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로 이는 일정한 시기가 되

면 개인이나 집안, 기업, 공적인 집단이 소유주가 되는 것

으로 전달하거나 양도가 가능한 요소의 총체를 일컫는다. 

국가의 문화유산은 이상에서 나열한 파트리무안

(Patrimoine)의 의미 중에서 우선적으로 세 번째의 것, 그

리고 그 다음으로 다섯 번째의 것을 함축하고 있다. 파트

리무안이라는 용어가 오늘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의 문화유산을 뜻하는 개념으로 사용된 기원은 중세 초

기 가톨릭교회의 성물(聖物)을 공동체가 잘 보전하여 후

대에 물려주려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 당시 교회

의 성물은 공동체의 것이며, 이를 잘 보전하고 다음 세대

에 물려주는 것이 가톨릭 신자의 중요한 의무였기 때문이

다. 다른 한편으로, 왕정시대에는 왕들이 고대 로마시대

의 건축물을 귀한 것으로 평가하여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

다. 16세기 프랑수아 1세(Francois I, 1494~1547)는 프랑

스 남부 도시 님(Nîmes)을 방문했을 때, 고대 로마의 원

형 경기장을 비롯한 고대 건축물이 특별한 보호 조치가 

없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고대 건축물의 보호를 지시하

였다. 그 당시 지방 성주(城主)들도 이를 계기로 고대 건

축물에 대한 철거 금지령을 내리고 보호에 나선 것이 오

늘날 문화유산 보호정책의 시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문화유산을 국민 공동의 재산으로 여기고 이를 지

키기 위해 국가 차원의 보호정책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

나 왕정시대에는 한편으로 왕의 명령으로 건축유산을 보

호하기는 하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왕의 개인적 이

유로 건축유산을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개조하기도 하였

다. 이와 같이 그 당시만 해도 왕의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이익의 구분이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건축유산의 보호와 

철거에 있어서 일관성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6

문화유산은 그것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반

영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어

느 나라든 과거로부터 내려온 문화유산을 보존하고자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문화유산 중에서 가

치가 높다고 인정하는 것을 역사기념물(Les monuments 

historiques)로 지정하고 보호하는 제도가 오랫동안 시

행되어왔다. 오늘날 프랑스에서 법률상 역사기념물이란 

엄밀히 말해서 동산과 부동산을 모두 아우르는 용어이

4 https://www.vincennes.fr/

5 Disctionnaire Larousse https://www.larousse.fr/dictionnaires/francais/patrimoine/58700 (라루스 사전, 2016년 7월 1일 검색).

6 류제헌 외, 2016, 「문화재 주변 규제 수용성 제고 방안 연구: 주요국 역사문화환경 관리제도 비교·연구」, 문화재청,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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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 즉 역사기념물은 부동산 혹은 동산으로서 역사적·예

술적·건축적, 그리고 기술적 혹은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

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법적 지위를 가진 것을 총

칭한다. 프랑스의 역사기념물은 단순한 물건은 물론이고 

그림, 가구, 예술작품, 그리고 더 나아가 건축물과 건축물

의 집합, 그리고 경관 전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유산법전(Le code du patrimoine)’(2004)에 따

르면 국가가 보호·관리하는 문화유산은 아래의 표와 같

이 기록유산, 도서, 미술, 고고학 유물과 유적, 역사기념

물 등으로 분류된다. ‘문화유산법전’에 의하면 오로지 연

대가 매우 오래된 것만이 아니라 일정한 시점의 과거에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프랑스 국민 공동의 자산을 문화유

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유산 중에서 역사기

념물은 역사적·예술적·건축적·기술적·학술적 가치를 가

진 물건(동산)과 건조물(부동산)로 특정한 법률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역사기념물 보호제도 

건축유산(Le patrimoine architectural)은 인간이 건

설한 것 중에서 시대적·문명적·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후세대에 물려주고자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

어이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고대 건축물부터 다양한 시

대의 건축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하나로, 이러한 

건축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일찍부터 시작되었

다. 이러한 노력은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져 도시 전체

나 경관의 정비 사업에 광범위하게 반영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특정한 건축유산이 역사기념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이 지정(Classement) 또는 

등록(Inscription)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 하나

의 건축유산이 역사적·예술적·과학적·기술적 관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가치를 가졌다고 문화부 장관이 인정할 때

에는 국가는 역사기념물로 지정한다. 둘째, 비록 이와 같

은 정도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지는 않지만 역사적·예

술적 가치가 충분히 입증될 때에는 레지옹 수장(首長)8의 

명령으로 역사기념물로 등록한다.

문화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5년 2월 1일 현재 전 

국토에 43,600개의 부동산 역사기념물, 즉 건조물이 역사

기념물로 보호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14,100개는 지정

된 것, 그리고 29,500개는 등록된 것이다. 이에 비해 동산 

역사기념물(Objet mobilier)은 300,000개이며, 그 중에서 

135,000개 이상은 지정된 것이며 150,000여개는 등록된 

것이다.9 또한 고고학 유물과 유적은 발굴 작업을 한 다음 

일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적·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은 역

사기념물로 지정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 서부 브르타뉴

7 하지만 역사기념물 중에서 부동산은 앞에서 언급한 건축유산을 주로 가리키며, 동산은 그림, 가구, 예술작품, 교회의 오르간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위의 역사

기념물 개념은 한국이나 일본의 문화재 개념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8 프랑스의 레지옹(Région)은 프랑스 혁명 이전에 존속하던 각 지방의 역사적 단위로 봉건 영주의 영지에 해당한다. 그 후 레지옹은 계속 진화하여 프랑스 혁명 이

전에는 40개 미만의 레지옹이 있었지만 1981년 지방분권화를 거치는 동안 통합·조정되었고, 자체 의결권을 가진 22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그 법적 지위가 확고

해졌다. 2016년부터 적용된 행정 개편으로 인해 현재는 13개 레지옹이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기능하고 있다. 레지옹에는 역사적으로 나폴레옹 시대부터 중앙정부

가 임명한 수장인 프레페(Préfet)가 파견되어 있으며, 이는 지방분권제가 실시된 이후 레지옹 주민들이 선출한 레지옹 회장(Président de la région)과 구별된

다. 이러한 프레페는 레지옹의 하위 단위인 데파르트망 하나에 파견되기 때문에 레지옹의 중심 도시가 속한 데파르트망의 프레페가 레지옹 프레페를 겸하게 된다. 

9 http://www.culture.gouv.fr/Thematiques/Monuments-historiques-Sites-patrimoniaux-remarquables/Presentation/Monuments-historiques.

표 1 ‘문화유산법전’(2004)의 분류 목차

제1권: 문화유산 전체 공통 조항

제2권: 기록유산

제3권: 도서관

제4권: 미술관과 박물관

제5권: 고고학

제6권: 역사기념물, 지구, 보호구역 

제1편: 기관 

제2편: 역사기념물

제1장: 건조물(부동산)

제2장: 물건(동산)

제3장: 재정 조항

제4장: 형사 처분

제3편: 지구 

제4편: 보호구역 

제7권: 해외 영토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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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tagne) 지방에서 발견된 석기 시대 유적인 선돌은 그 

학술적·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문화부가 역사기념물로 

지정하였다.10  

이와 같이 역사기념물은 다양한 종류의 문화유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하위 분류는 오로지 지정 연도별로 

구분하는 방법밖에 없다. 역사기념물은 주로 건물이나 

공간으로 구성된 것으로 가옥, 종교시설, 산업시설 등은 

물론이고 선사시대부터 20세기까지에 이르는 시대의 것

들을 모두 포함한다.11 이러한 역사기념물의 포괄적 의미

를 전제로, 본 연구는 논의하는 대상을 국가가 지정한 역

사기념물 중에서 부동산으로 분류되는 건조물, 즉 건축유

산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한편 프랑스에는 역사기념물 보호·관리제도와 유사

하지만, 인공적 요소 대신 자연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대상을 면적 단위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자연지

구(Site naturel)’12라는 보호·관리제도가 있다. 이러한 제

도는 1900년대 초반 브르타뉴 중북부 데파르트망에서 건

축자재용 석재 채취가 심해지면서 붉은 빛 화강암 지대와 

같은 수려한 경관이 파괴되는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

지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예술가와 문인을 중심으로 ‘경

관 보호를 위한 민간협회’가 조직되는 것을 계기로 ‘1906

년 4월 21일 법률’이 제정되고 이를 근거로 ‘자연기념물

(Monument naturel)’과 ‘자연지구(Site naturel)’를 보호하

기로 하였다. 역사기념물의 보호·관리는 정부 부처 중에

서 문화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자연물과 자연지구의 보

호·관리는 ‘1930년 5월 2일 법률’13에 의거하여 환경부가 

담당한다. 특히 자연지구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절벽이나 

경치가 수려한 해안 경관은 물론이고 인문 경관이나 도시 

전체, 또는 정원이나 공원과 같이 인간이 조성한 환경 일

체까지를 포함한다.14 특히 희소성이 인정되는 자연기념

물은 물론이고 가옥의 지붕이나 마을의 경관과 같은 인문 

경관이 ‘예술적·역사적·과학적·전설적·회화적 특성을 가

진 지구(Site)’로 지정되는 대상이 된다. 일련의 건축물이 

연속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관은 역사기념물로 보호·관

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15 그러므로 하나의 지

역에서 역사기념물과 ‘예술적·역사적·과학적·전설적·회화

적 특성을 가진 지구(Site)’가 중첩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정원과 공원은 그 내

부 건축물의 건축적·역사적 가치를 중시하여 역사기념물

로 지정할 것을 문화부에 신청하는 동시에, 경관 전체의 

수려함을 강조하여 ‘예술적·역사적·과학적·전설적·회화적 

특성을 가진 지구(Site)’로 환경부에 지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10 https://www.inrap.fr/les-menhirs-de-belz-decouverte-et-fouille-extensive-d-un-ensemble-megalithique-4859 (국립예방고고학연구원, 

2016년 7월 1일 검색) 

11 http://www.culture.gouv.fr/Aides-demarches/Protections-labels-et-appellations/Protection-Monument-historique (프랑스 문화부, 

2019년 1월 4일 검색).

12 자연지구(Site naturel)는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보호·관리제도로서 예술적·역사적·과학적·전설적·회화적 관점에서 보호 내지 보존할 가치를 있다고 평

가되는 일정한 공간적 범위, 즉 지구(site)를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는 그 함축하는 의미를 고려하여 ‘Site naturel’을 ‘자연지점’이나 ‘자연장소’보다는 ‘자연지구’

라고 번역하기로 하였다. 

13 ‘1930년 5월 2일 법률’은 “Loi du 2 mai 1930 ayant pour objet de réorganiser la protection des monuments naturels et des sites de 

caractère artistique, historique, scientifique, légendaire ou pittoresque”을 요약한 것이다. 이는 “자연기념물, 그리고 예술적·역사적·과학적·전

설적·회화적 특성을 가진 지구의 보호를 재조직하기 위한 1930년 5월 2일 법률”이라고 번역된다.

14 심경미 외(2014)는 이를 ‘자연·문화 유적지’로 번역하였지만 본 연구는 원래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예술적·역사적·과학적·전설적·회화적 특성을 가

진 지구(site)’라고 칭하기로 하였다. 또한 프랑스의 자연기념물, 그리고 ‘예술적·역사적·과학적·전설적·회화적 특성을 가진 지구(site)’는 제각기 한국이나 일본에

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 유형 중에서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그리고 명승(名勝)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5 http://www.culture.gouv.fr/Thematiques/Monuments-historiques-Sites-patrimoniaux-remarquables/Presentation/Focus/Parcs-

et-jardins (프랑스 문화부, 2016년 7월 1일 검색)



99  프랑스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 보호·관리제도의 진화: 1913~2016

3. 공동 소유(La propriété collective)의 개념

오늘날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 차원의 강

력한 문화유산 보호제도는 프랑스 혁명(1789)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프랑스 혁명 직후는 혼란의 시기였다. 프랑

스 혁명 이후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에 

왕과 귀족의 재산을 폐기하자는 논의가 우세하였다. 성

(城)이나 성 내의 물건들이 귀족의 재산이기 때문에 불태

워 없애버려야 한다는 주장이 강경하였으며 실제로 그렇

게 사라진 건축유산들도 상당수 있었다. 가톨릭교회 내

부의 장식과 금전적 가치가 높은 각종 성물(聖物)이 도난

당하는 상황에서 가톨릭 주교들은 이를 국가가 보호할 것

을 호소하였다. 그레고아 대주교(Abbé Grégoire)는 이러

한 성물의 약탈을 파괴행위(Vandalisme)로 간주하고 국

가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지

식인들은 가치가 있는 건축유산을 훼손하거나 소유자 마

음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강하게 표명하

였다. 대표적으로 빅토르 위고(Victor Hugo)(1825)는 신

문, 그리고 본인이 발행한 소책자를 통해 “건물의 사용권

은 주인에게 있지만, 그 심미적 가치는 국민 모두의 소유

이다. 따라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그 소유주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다”16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공동 소유(La 

propriété collective)의 개념을 주장한 다음 그는 건축물

의 사용권과 외관에 대한 소유권이 같지 않음을 주장하고 

건축유산을 국가가 보호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17 

구체제(Ancien régime)를 폐지하고 공화국을 수립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건축유산을 중

심으로 하는 역사기념물이 국가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

한 요소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

렀다.18 이에 따라 프랑스 혁명 직후 약탈과 파괴의 대상

이 되기도 하였던 귀족과 교회의 물건들과 건물, 그리고 

다른 종류의 동산 유산과 부동산 유산이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역사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III.   국가 주도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 
보호·관리제도의 탄생과 발전

1. ‘1913년 12월 31일 역사기념물 관련법’의 제정

1830년 내무부 장관인 프랑수아 기조(François 

Guizot)는 처음으로 ‘역사기념물 검사관(Inspecteur général 

des monuments historiques)’이라는 직책을 도입하였다. 

이는 전국에 존재하고 있는 역사기념물을 발굴해내기 위

한 것이었다. 그 후 1837년 학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역

사기념물위원회(Commission des monuments historiques)’

를 조직하여 보존할 가치가 뛰어난 건축물을 목록으로 정

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목록을 정리하는 인력으로 전

국 각지로부터 엘리트들을 동원하였으며, 1840년 마침내 

934개 역사기념물을 대상으로 하는 목록을 발행하였다. 그

리고 1년 후 중앙정부는 광역지방단위인 레지옹(Région) 

수장(首長)들에게 각 레지옹 관내 역사기념물들을 지정하

여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

였다. 그 후에도 역사기념물 목록은 1862년과 1875년에 걸

쳐 보완되었다. 1887년 3월 30일 역사기념물의 지정 절차

를 규정하는 법안이 도입되었으며, 예외적으로 개인 소유

의 건물에 있어서 소유자가 요청할 때에는 역사기념물 목

록에서 제외되는 것을 허용하였다. 아직도 이때까지는 오

로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수의 건물들만이 역사기

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었던 것이다.19

이와 같이 역사기념물을 지정·보호하는 초기 단계

를 거쳐 ‘1913년 12월 31일 역사기념물에 관한 법률(Loi 

16 Victor Hugo, “Guerre aux démolisseur”, Revue des deux mondes, 1832.

17 류제헌 외, 2016, 앞의 책, p.43.

18 류제헌 외, 2016, 앞의 책, p.44.

19 류제헌 외, 2016, 앞의 책,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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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 31 décembre 1913 sur les monuments historiques)’이 

마침내 제정되었다.20 이러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소유주

의 동의 없이 특정한 건물을 역사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

게 되었으며, 그 지정 절차는 정부 부처 법령으로 명시하

도록 하였다. 이러한 역사기념물에 관한 법률은 문화유

산의 보호를 국가의 업무로 규정한 유럽 최초의 법률로 

향후 다른 국가에도 모범 사례가 되었다. 이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동산, 동산, 역사기념물의 관

리와 보존, 고고학 유적지와 발굴, 형사 관련 사항을 담고 

있다. 해당 법률은 지금까지 100년 이상을 존속하면서 계

속 수정과 보완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

도 이는 역사기념물을 포함한 문화유산의 보호와 도시·

지역계획과의 호환성을 더욱 높이는 한편 역사기념물 보

호 체계를 더욱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과제

를 안고 있다.21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국제적 

의제의 출현에 따른 생물종 다양성이나 친환경 에너지 사

용 등과 같은 목표를 환경 분야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하

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913년 역사기념물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19세기

에 조사한 각종 건축유산을 중심으로 역사기념물을 포함

한 문화유산을 보호·관리하는 토대가 되었다. 오늘날 국

가가 보호·관리하는 역사기념물은 총 4만3,000건에 이르

며, 이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등록(Inscription)된 

것과 지정(Classement)된 것으로 구분된다. 특정한 건축

유산이 역사기념물로 지정되거나 등록되려면 사전에 학

술적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 주무 중앙 부처인 문

화부(Ministère de la Culture)가 각 레지옹(Région)에 설

치한 레지옹 문화사업국(DRAC: Direction régionale des 

Affaires culturelles)에 근무하는 ‘문화유산 학예연구사

(Conservateur du patrimoine)’는 특정한 건축유산을 역

사기념물의 지정이나 등록을 신청하기 이전에 해당 건축

유산에 대한 학술적·기술적 검토를 한다. 이러한 검토를 

거친 다음 즉각적 지정 대상으로서의 가치는 부족하지만 

역사적 가치나 예술적 가치를 상당히 입증하는 건축유산

은 등록(Inscription) 대상으로 신청한다. 그리고 역사적·

예술적·과학적·기술적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가치를 충

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지정(Classement) 대

상으로 신청한다.

2.   역사기념물 주변(Les abords des monuments 

historiques) 보호·관리제도의 시초: 보호반경 

(Le périmètre de protection) 

‘1913년 12월 31일 역사기념물에 관한 법률을 수정

하는 1943년 2월 25일 법률(Loi n 92 du 25 février 1943 

portant modification de la loi du 31 décembre 1913 sur 

les monuments historiques)’은 1913년 법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역사기념물 주변까지도 해당 역사기념물과 함

께 보호·관리해야 한다는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역사기

념물 주변(Les abords des monuments historiques)’을 보

호하는 제도가 세계 최초로 프랑스에서 탄생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역사기념물로 지정된 건축유산을 독립적

으로 보호·관리하는 대신 그 주변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

에서 발생하는 신축·개축·증축 등과 같은 건축 행위를 역

사기념물 보호와 함께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제

도의 출현은 당시 독일 나치 정권의 침략이 프랑스의 건

축유산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프랑스 비쉬 정권(Régime 

de Vichy)이 건축유산에 대한 강력한 보호 조치를 마련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22 역사기념물로 지정된 것 중에서 동

20 Bady, Jean-Pierre(dir.), 2013, Comité d'histoire du Ministère de la Culture, 2013, 1913 Genèse d'une loi sur les monuments historiques - 

Mémoire des grandes lois patrimoniale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pp.128~135.

21 Verjat & Touzeau, 2015, La protection des monuments historiques, Dalloz, pp.4~5.

22 Gourbin, Patrice, 2008, Les monuments historiques de 1940 à 1959: administration, architecture, urbanisme, Presse Universitaire de Rennes, 

pp.17~30.



101  프랑스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 보호·관리제도의 진화: 1913~2016

산은 제외하고 부동산, 즉 건축유산은 해당 건축물은 물

론 그 주변까지를 보호의 대상으로 한다고 법률로 규정하

였던 것이다. 이러한 조처는 훗날 보호·관리의 대상이 역

사기념물 주변으로부터 특정한 도시의 역사적 도심이나 

역사지구, 그리고 역사도시 전체로까지 확대되는 토대가 

되었다. 

프랑스에서 역사기념물의 외곽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를 특별히 지칭하여 ‘보호반경(Le périmètre 

de protection)’이라고 한다.23 이와 같이 보호반경의 설

정을 지지하는 논리는 ‘공용제한(La servitude d'utilité 

publique)’이라는 개념이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가

하는 구속 또는 속박’이라는 의미로 공적 이익을 위해 특

정한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개

념이다. 여기에서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취득 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규정하는 사항을 위반하

였을 때는 소유자는 행정적인 처벌이나 절차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출현과 정착은 역

사기념물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까지도 역

사기념물의 연장선상에서 함께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국가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프랑스에서 역사기념물의 보호반경은 각 지방정부

에서 수립하는 가장 기초적인 도시계획문서에 반드시 포

함되어 있어야 한다. 토지나 건축의 소유자가 건축허가

신청서를 지방정부에 제출할 때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도

시계획문서에 역사기념물 보호반경으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정한 지구 내

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려고 할 때 도

시계획문서(POS 또는 PLU)24를 열람해보면 해당 건물이 

‘역사기념물 주변’에 설정되어 있는 ‘보호반경’ 구역에 위

치하고 있는가 여부를 알 수 있다.  

3.   전문 인력의 선발과 양성: ABF 

(프랑스의 건물 건축사) 

건축유산 중에서 공식적 보호 대상을 정하고, 이러

한 대상을 역사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

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프랑스에

서 역사기념물을 관리하는 전문가로 ‘역사기념물 총괄건

축사(Architectes en chef des monuments historiques)’를 

뽑는 자격시험(Concours de recrutement des architectes 

en chef des monuments historiques)이 1893년 최초로 

실시되었다. 그 후 1905년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는 ‘1905

년 정교분리법(Loi du 9 décembre 1905 concernant la 

séparation des Eglises et de l'Etat)’이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역사기념물이 공공의 이익

을 대변하는 모든 건물로 확대되었다. 

1943년부터 법률에 의거하여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 

즉 보호반경을 함께 보호·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

라 보호반경을 관리하는 전문가를 기용하기 위해 1946년 

ABF(Architecte des bâtiments de France: 프랑스의 건물 

건축사)25라는 제도가 탄생하였다. ABF는 건축유산을 중

심으로 하는 역사기념물뿐만 아니라 비지정 건축유산을 

포함한 문화유산 전반에 대한 보호·관리에도 관여하는 직

책이다. 허가 신청을 하는 건축공사가 만약 특정한 역사

기념물의 보호반경 이내에 위치해 있다면 그 신청자는 신

청 이전에 ABF와 협의해야 한다. ABF는 특정한 건축공사

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지방정부가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속적 의견이나 의견 반영 여부의 

선택이 가능한 참고적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3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중에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을 그 주변과 함께 보호·관리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개념을 가진 용어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4 여기에서 POS(Plan d’occupation des sols: 토지이용계획)는 ‘1967년 토지이용계획법’에 근거해 수립되며 코뮌 관내 도시계획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PLU(Plan local d’urbanisme)는 2000년부터 POS를 대체하여 새로이 생겨난 코뮌 단위의 도시개발계획이다. 

25 ABF에 대한 다양한 번역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건축사에 관한 다른 용어들과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프랑스어에 충실한 직역(直譯)으로 ‘프랑스의 건물 건축사’라 

칭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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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구 단위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 보호·관리제도

의 시초: SS(Le secteur sauvegardé: 보존지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국토에서 도심이 파괴

된 곳이 많았으며, 오래된 도심에는 전쟁 후 인구가 집중

되면서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하였다. 그 당시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현대적 건축이 전국적으로 성행

하면서 구도심은 점차 슬럼(slum), 즉 빈민가로 쇠락해가

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파괴된 도심의 재건축을 위해 다

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그 재건 방식을 분류하였다. 

①전통적 양식의 복원 유형, ②현대적 양식의 신규 건설 

유형, ③두 가지 유형을 절충한 복합적 유형. 그 결과 파

괴되지 않은 도심에 대한 관리 대책은 매우 미흡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앙드레 말로(Andre 

Malraux) 초대 문화부 장관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역사적 도심을 살리려는 정책을 수립하고 강력히 추진하

였다. 그는 1959년 정부 부처로 창설된 문화부(Ministère 

des Affaires culturelles) 초대 장관으로서 문화부 첫 번째 

주요 사업으로 SS(Secteur sauvegardé: 보존지구)라는 제

도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보존지구를 지정하는 법적 근거

를 제공한 것이 초대 문화부 장관의 이름인 앙드레 말로를 

따라 명명한 ‘말로 법률(Loi Malraux, 1962)’이다.26 여기에

서 SS는 종래와 같이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을 함께 보호·

관리하는 소극적 방식을 넘어 구도심 전체를 지구로 지정

하여 보호·관리하는 적극적 방식이다. 이는 지정된 역사

기념물과 그 주변에만 치중하지 않고 이들과 유기적 관계

로 얽혀 있는 비지정 건축유산을 포함한 문화유산 전체를 

총체적으로 보호·관리하는 제도인 것이다. 지금까지 프랑

스 문화부가 지정한 SS는 전국적으로 총 107개소에 이르

며, 현재에도 연평균 1~2개가 새롭게 지정되고 있다.27 

SS 제도는 건축유산이 밀집해 있는 일정한 지구에서 

도시의 정비와 개발에 있어서 역사기념물을 포함한 건축

유산의 보호·관리에 대한 지침을 국가가 구체적으로 제

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두 개의 중앙정부 부처, 즉 

문화부와 도시계획 관련 부처의 협력으로 운영된다. 특

히 도시 재생에 관한 사항은 매우 세밀하게 제시하며, 계

단과 창문의 형태와 같은 건물의 작은 부분까지 명시하고 

있다. SS로 지정되면 중앙정부는 ‘보존지구 국가위원회’

를 통해 해당 지구에 대한 안내와 자문을 제공하며, 그 보

존지구에 대한 PSMV(Plan de Sauvegarde et de Mise en 

Valeur: 보전과 이용 계획)를 직접 수립한다.28 이때 PSMV

는 개발에 치중한 기존의 도시계획문서를 대체하는 것으

로 ’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는’ 도시계획문서이다. 이러

한 PSMV는 1980년대 지방분권 이후 그 수립 주체가 중

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 이제 국가는 

PSMV의 질적 수준과 지속성을 보장하고 재정을 지원하

는 역할에 그치고, 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

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의 SS는 특정한 역사적 도심을 우선적으

로 포함하되, 그 지정 범위를 오로지 역사적 도심으로만 

제한하지 않으며 이와 기능적으로 연계된 다른 구역을 포

함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SS를 설정할 때에는 역사

적 도심을 넘어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특정한 SS의 설정은 일정한 코뮌의 

POS와 같이 코뮌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때로는 주변 코뮌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또

한 특정한 코뮌의 SS에 대한 POS를 수립할 때에는 주변 

코뮌 SS의 PSMV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PSMV는 문화

유산의 보호라는 목표를 우선시하지만 해당 지구의 POS

26 Amitiés internationales André Malraux, 2013, Les secteurs sauvegardés: cinquante ans d'une politique au service des centres anciens et de 

ses habitants, pp.41~43.

27 이러한 보존지구(Secteur sauvegardé) 제도는 훗날 더 넓은 구역을 대상으로 도시의 문화유산 전체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관리하는 ZPPAUP와 AVAP라는 제

도가 탄생하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28 Blanc, Elisabeth ·Daniel duche, 2013, Atelier l'Architecture et d'urbanisme, Révision du Plan de sauvegarde et de mise en valeur de Paris, 

le Marais Règlement,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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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체하므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주, 서

비스, 교통 등과 같은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야 

한다. 즉 PSMV는 도시 문화유산의 보호와 기능적 효율성

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SS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내용을 계획할 때에는 도

시 형태(Urban morphology)와 문화유산의 분석을 통하

여 그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도시의 문화유

산에 관한 분석은 도시의 현재 형태와 그 역사적 진화 과

정, 역사적 건물을 포함한 각종 건축유산, 그리고 도로와 

같이 다른 종류의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최종적으로 사

회적·경제적 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SS의 인구 통계 현황, 

거주, 고용, 상업 활동, 교통(주차 및 접근성), 공공 서비

스, 인프라 등과 관련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IV.   지방분권에 따른 지구 단위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  
보호·관리 제도의 발전

1.    경관 관점을 도입한 유형: ZPPAUP 

(건축·도시·경관유산 보호지대)

1982년 프랑스는 국토를 정비하는 체제의 전환을 파

격적으로 실행하였다. 그 당시 내무부 장관의 이름을 따서 

제정한 ‘1982년 드페르 법(Lois Defferre)’을 근거로 프랑스

는 전통적으로 유지하던 중앙집권 통치 방식에서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지방분권(La décentralisation)을 실시하였

다. 여기에서 지방분권이란 오늘날에도 진행 중으로 국가

의 행정 기능을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지방분권이 실시된 이후 일어난 주요 변화는 행정법

원의 사후 통제가 ‘1982년 3월 2일 코뮌, 데파르트망, 레지

옹의 권한과 자유에 관한 법률(Loi du 2 mars 1982 relative 

aux droits et libertés des communes, des départements et 

des régions)’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것이다. 이

러한 법률에 의거하여 데파르트망의 선출직 수장(Président 

du conseil général)과 레지옹의 선출직 수장(Président de la 

région)이 행정의 집행 기능을 갖게 되었으며, 레지옹 의회

는 전적으로 독자적 기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되

었다. 이러한 지방분권화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

치단체로 이양된 주요 업무는 도시계획, 사회복지, 직업교

육, 중고등학교 운영 등이 있다. 지방분권을 계기로 중앙정

부의 권한이 많은 부분 지방정부로 이양되었으며, 중앙정

부가 담당하던 문화유산 관련 업무도 지방자치단체로 점

차적으로 이양되어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점차

적으로 행정 권한을 증대하고 있지만, 이러한 과정은 어디

까지나 중앙정부와 협력하며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지방분권의 과정에서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의 보호

반경’에 관한 제도는 중앙으로부터 통제를 받는 방식이 

계속 유지되는 한편 부분적으로는 이에 대한 지방자체단

체의 권한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진화하였다. 1983년 최

초로 시행된 ZPPAUP(Zone de protection du patrimoine 

architectural, urbain et paysager: 건축·도시·경관유산 보

호지대)는 역사기념물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존재하는 

각종 건축유산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건축유산 전체를 보호·관리하는 구역을 설정

하는 방식이다.29 예를 들어 역사기념물로 지정된 하나의 

탑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탑의 주변에 있는 도로와 

건물, 그리고 탑의 가시권 등과 같은 요인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특정한 ‘유산 보호지대’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

러한 지구 단위의 유산 관리 방식은 도시 경관 전체의 외

관을 고려하는 것으로 종래와 같이 역사기념물 외곽 경계

로부터 반경 500미터를 보호반경으로 균일하게 설정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ZPPAUP는 관할하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위

임되어 있으므로 그 지자체는 자율성을 가지고 ABF와 협

력하며 그 지대를 설정하고 관리한다. 종래와 같이 국가 

29 Direction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2008, Elaboration des zones de protection du 

patrimoine architectural, urbain et paysager (ZPPA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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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로 설정하여 관리한 보호반경과는 달리, 기초자치단

체 코뮌(Commune)의 수장이 ZPPAUP의 설정을 위한 사

전조사를 ABF에게 의뢰한다. 이때 조사는 한 개 이상의 

민간 경관 전문가팀이 실시하되, 그 실질적 진행은 코뮌 

수장의 감독 하에 ABF가 담당한다. ZPPAUP의 설정을 위

한 조사에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가 그 실행 

권한을 가지지만, 내용적으로는 문화부가 파견한 공무원

인 ABF가 주도하는 것이다. 이때 소요되는 조사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50%씩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가 

분담해야 하는 조사비용은 중앙 부처인 문화부 산하의 레

지옹 문화사업국(DRAC: Direction régionale des Affaires 

culturelles)에서 지불한다. 문화부 산하 레지옹 문화사업

국은 지방분권기관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사무국을 두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특정한 지자체가 ZPPAUP를 설정하고 나면 도시계

획문서에 ZPPAUP의 범위와 내용을 그래픽 자료로 명시

해야 한다. 또한 ZPPAUP가 설정되면 보전과 개발을 함께 

도모해야 하는 구역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수립한 

도시계획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

와 같이 ZPPAUP는 역사기념물과 비지정 건축유산은 물

론이고 도시 경관 전체를 역사적·심미적 관점에서 보호·

관리하는 제도이다. ZPPAUP는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

하는 지구를 단위로 하여 문화유산을 총체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실제로 이는 ’역사기념물

을 둘러싼 지대로 심미적·역사적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

에 보전과 보호가 필요한 구역이나 장소’라고 법률로 규

정하고 있다. 2012년 현재 프랑스 전역에 ZPPAUP가 총 

650개 설정되어 있다.  

2.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포함한 유형: AVAP 

(건축·문화유산 중점지역)

2000년대 후반부터 유럽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

념이 점차 부각되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환경법으로 ‘그

르넬 법 II(La loi Grenelle II)’(2010)을 제정하여 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적 전략을 수립하였다. 국가 정책이 전체적으로 

친환경 정책으로 방향을 설정함에 따라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의 보호·관리제도에도 다시 한 번 변화가 있었다. 2010

년 종래의 ZPPAUP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강조하는 바가 다

소 다른 AVAP(Aires de mise en valeur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 건축·문화유산 중점지역)라는 제도가 새로

이 출범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지구를 단위로 하는 기존의 

문화유산 보호·관리제도, 즉 ZPPAUP는 2016년까지 AVAP

로 전환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30 이와 같이 새로

이 출범한 AVAP라는 제도는 ZPPAUP라는 기존 제도와 큰 

틀은 같이 하지만,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ZPPAUP와 비교할 때 AVAP는 기본 골격은 유지하

는 한편으로 그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이 조금 더 강조되었으며 해당 지역의 주민 참여가 

더욱 확대되었다. 무엇보다도 AVAP는 지속가능한 발전

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전제로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

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ZPPAUP와 가장 커다란 차이가 있

다. 이와 같은 양자의 차이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ZPPAUP는 여론조사를 할 때에만 행정

기관과 민간협회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협의를 하였지

만, AVAP는 여론조사를 포함한 제도의 운영 과정 전체에 

걸쳐 이러한 양측의 협의를 반드시 실행하도록 보장하였

다. 둘째, AVAP는 해당 지역에 자문기구를 설립하여 여

론조사 이전과 이후에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도록 하였

다. 이러한 조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합의 절차를 더

욱 강화하는 가운데 지자체에게 권한과 자율성을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이다. 셋째, AVAP는 문화유산 보호·관리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의 역동성이라는 새로운 

30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direction générale des patrimoines, juin 2012, Les AVAP les aires de mise en valeur de 

l’rchitecture et du patrimo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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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가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건축물의 진화는 인정

되고 허용되어야 하며, 건물의 재생과 재활용이 가능하고 

사회적·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

어야 한다. 

그러므로 AVAP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문화유산 보

호와 환경 보호의 논리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

는 환경 보호의 논리가 문화유산 보호의 논리를 우선할 

수 있다. 건물의 단열 혹은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위한 보

수나 건축 공사가 요구될 때에는 종래와 같이 단지 문화

유산이라는 이유로 환경 보호의 논리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없다. AVAP가 출현한 다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역사기념물 주변의 건축허가 신청을 심의하는 기

간이 단축되는 동시에 이에 대한 ABF의 권한과 영향력

이 과거에 비해 약화된 것이다.31 또한 종래 보호반경이

나 ZPPAUP는 건축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ABF

가 제시하는 의견이 구속적인 것이었다면, AVAP는 참고

적 의견으로 그 비중이 크게 약화되었다.32 이러한 변화

에 대하여 문화유산과 경관의 보호를 주장하는 민간협회

인 ‘프랑스의 경관과 아름다움을 보호하기 위한 협회(La 

société pour la protection des paysages et de l'esthétique 

de la France)’, 그리고 ‘프랑스 농촌 가옥(Villes maisons 

françaises)’이라는 민간협회는 극심한 비판을 가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 1943년 역사기념물 주변 500

미터를 보호반경으로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는 현지 사

정에 따라 보호반경의 범위와 형태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진화하였다. 과거에 일괄적으로 500미터 반경을 보호하

던 것을 지역적 맥락에 맞추어서 ABF가 수정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와 같이 수정되는 보호반경을 ‘수정보호반

경(Périmétre de protection modifié)’ 또는 ‘조정보호반경

(Périmétre de protection adapté)’이라고 부른다.33 

< 파리 근교 뱅센 코뮌의 사례 > 

지금까지 언급한 프랑스의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을 

보호하는 제도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로 파리시 인근

에 위치한 ‘뱅센(Vincennes)’이라는 코뮌34을 들 수 있다. 

뱅센 코뮌은 파리시 외곽 동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파리

시를 가로지르는 지하철 1호선의 종점으로 통학권과 통

근권 이내에 있다. 여기에는 국가가 지정한 역사기념물

로 코뮌 청사, 성곽, 교회 등 총 3개가 있으며, 이러한 역

사기념물과 그 주변을 보호하고자 하는 지자체 코뮌의 의

지가 매우 강하다. 

<사진 3>과 같이 뱅센 성(Château de Vincennes)

은 뱅센 코뮌을 대표하는 가장 오래된 건축으로 14세기에 

건설된 방어용 성곽이다. 이러한 성곽은 원래 왕정 시기

에 단순히 국가를 방어하는 용도로 사용되다가 루이 14세 

때에 이르러 방어벽에 화려한 장식이 더해졌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화려한 모습의 방어벽은 그 주변에 훌륭한 건

축물들이 건설되는 데 기여하였다. <사진 2>에서 뱅센

소재 생루이 교회는 콘크리트 아치(Arch)를 사용한 아르

데코 형식의 건물로 당대 이름난 예술가들이 내부 장식을 

하였으며, 이는 20세기 교회 건축과 예술의 쇄신을 증명

하는 건축물이다. <사진 1>에서 코뮌 청사는 19세기 인

구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관청의 건립이 필요하게 되어 건

설된 것이다. 이는 르네상스 양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

31 AVAP로 설정된 구역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심의하는 기간은 최종 결정까지 종래 2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되었다. 

32 참고적 의견(Avis simple)이란 해당 관청이 공사허가를 심의할 때 ABF의 의견을 해당 관청이 참고만 해도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참고적 의견은 특정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법적 판단의 준거로 활용된다. 이에 비해 구속적 의견(Avis conforme)은 해당 관청이 공사허가를 심의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ABF의 의견이다. 

이때 만약 해당 관청이 ABF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이와 다른 의견을 원한다면 행정적 제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

33 2015년 8월 문화부 관계자, 즉 도미니크-피에르 마송(Dominique-Pierre MASSON) 문화유산 총감독관, 그리고 프랑수아 테라송(François TERRASON) 세계문

화유산 담당관과의 면담 자료.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코뮌의 동의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명시하는 방법으로 시기에 맞추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정보호반경은 지금까지 36,000건이 제안되었으며 이 중 1000건 정도가 조정되었다.

34 코뮌(Commune)은 프랑스의 최소 규모 행정 단위로서 전국에 총 3만6,000여개가 분포하며 그 수장(首長)인 메르(Maire)는 주민투표를 통해 직접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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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19세기 말 건설을 마친 다음 1935년에는 기존 양식의 

틀 안에서 확장 공사를 한 것이다.35

<그림 1>은 뱅센 코뮌이 설정한 AVAP의 경계와 내

용을 자세히 지도에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서 검은 실선

은 역사기념물 주변 500미터 이내에 설정된 보호반경의 

경계이며, 검은 점선은 AVAP의 경계이다. 검정색으로 칠

한 부분은 국가가 지정한 역사기념물로 하단 중심부는 뱅

센 성곽, 중앙의 검은 표시는 코뮌 청사, 왼쪽 끝부분은 

생 루이 교회이다.   

<그림 1>에 표현되어 있는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AVAP의 외곽 경계는 기존 보호반경의 경계와는 완

전히 개념이 다른 것이다. 지도 전체는 뱅센 코뮌을 나타

내고 점선(-·-)이 AVAP의 경계이며, 실선이 기존의 보호

반경이다. 보호반경이 지역적·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500미터 반경을 그린 단순한 경계선이

라고 한다면, AVAP는 역사기념물이 위치한 지구의 전체

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현재의 도로와 토지 이용 상황에 

맞추어 조금 더 현실적인 경계를 설정한 것이다. 또한 지

도의 범례를 보면 역사기념물 주변의 관리가 조금 더 구

체화되었으며, 또한 건축유산의 가치에 따라 보호의 강도

를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붉은 색으로 표시된 

건물들은 ‘뛰어난 건물 혹은 그 건물의 일부분’, 주황색 표

시는 ‘관심을 끄는 건물 혹은 그 건물의 일부’, 파란색 표

시는 ‘최소한의 관심을 끄는 건물 혹은 그 건물의 일부’이

다. 또한 ‘시각 축(Axe de vue)’을 고려하여 가로의 구조

물을 정비하고자 하였으며, 최소한의 유산 가치가 있는 

도시 내부 공간들을 ‘질 높은’ 도시 공간, 개인 정원 등으

로 가려내어 향후 도시 정비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결

론적으로 뱅센 코뮌에 설정된 AVAP는 도시 전체를 역사

기념물과 더불어 하나의 경관으로 총체적으로 보호·관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3.   기존 보호·관리제도를 통합한 유형: SPR 

(괄목할 만한 문화유산 지구)

가장 최근의 변화는 2016년 제도의 개정으로 인

해 지금까지 나열한 모든 제도와 정책이 하나로 통합되

었다는 것이다. 새로이 출현한 SPR(Le site patrimonial 

remarquable: 괄목할 만한 문화유산 지구)이라는 제도는 

사진 1   19세기 후반 신축된 뱅센 코

뮌 청사(좌), (출처: Ville de 

Vincennes, 2013).

사진 2   뱅센 코뮌 소재 역사기념물 생 루

이 교회(Eglise Saint-Louis)(20

세기 초), (중앙) , (출처: Ville de 

Vincennes, 2013).

사진 3   뱅센 성의 탑 ( D o n j o n d u 

Château de Vincennes) (14세기), 

(우), (출처: Ville de Vincennes, 

2013).

역사기념물 보호반경 500미터

건축 문 문화유산 중점지대

지정 혹은 등록 역사기념물(건물)

지정 혹은 등록 역사기념물(대지)

뛰어난 건물 혹은 건물의 일부

관심을 끄는 건물 혹은 건물의 일부

최소한의 관심을 끄는 건물 및 건물의 일부

시각축

질높은 도시공간

질높은 개인정원

질높은 공공공원 및 정원

질높은 공원 및 정원

질높은 벽

질높은 지역내 문화유산

유산적 가치가 없는 개인 및 공공 공간

그림 1   파리 근교 뱅센(Vincennes) 코뮌에 설정된 AVAP(출처: Vi l le de 

Vincenne, 2013).

35 류제헌 외, 2016, 앞의 책,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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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언급한 SS, ZPPAUP, AVAP를 모두 아우르는 것으

로서 기존 제도의 고유한 특성을 하나의 제도로 통합한 

유형이다. SPR의 목적은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을 하나의 

지구 단위로 설정하여 관리함으로써 더 단순하고 유연성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2016년 7월 현재 SPR은 총 

800개로 집계되고 있으며,36 이는 역사적·건축적·고고학

적·예술적 측면 또는 경관적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을 표

방하는 일정한 도시 혹은 지구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

는 반드시 도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 포함된 

농촌의 공간이나 경관을 지칭하기도 한다. SPR은 코뮌 혹

은 코뮌상호협력체(Intercommunalité)의 제안이나 동의

를 토대로 ‘국가문화유산 및 건축 위원회(CNPA)’의 의견

을 듣고 문화부 장관이 그 지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러한 제도는 쇠락한 역사적 도심에 활기를 주고 

상권을 개발하며, 사회계층을 통합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출범하였다. 이전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명칭으로 구분되어 있는 역사기념물과 공간을 

보전하는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

다. 또한 SPR은 역사기념물의 보전보다는 종합적 도시계

획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에 해당하

는 PSMV는 물론이고 ’유산을 중심으로 하는 보전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SPR은 제도를 단

순화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강화하여 지역 내부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시민의식을 일깨우는 한편 개발

자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한국과의 비교 연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프랑스에서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 보호·관리제도가 지

난 100여년에 걸쳐 진화해온 과정을 분석해보았다. 그 결

과 오늘날 프랑스에서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에 대한 보

호·관리제도가 도시·지역계획과의 호환성을 계속 향상시

키는 방향으로 진화되어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건축유산을 중심으로 하는 역

사기념물의 보호·관리제도가 각종 법률을 비롯한 확고한 

틀을 기반으로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며 계속 진

화해왔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을 보호·관리하는 제도의 진화 과정은 다음과 같

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①역사기념물 

주변(abords) 개념의 변화와 지역 경관에 관한 인식의 재

정립, ②지방분권의 진행에 따른 중앙과 지방의 원활한 

협조.

① 역사기념물 주변(abords) 개념의 변화와 지역 경

관에 관한 인식의 재정립: 비록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의 

지지(支持)가 있었지만, 100여년 전에 역사기념물이라는 

것을 지정하고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후 그러한 역

사기념물을 도시 재건 과정에서도 지켜낸 것은 국가의 확

고한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초기에는 역

사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들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역사기념물 자체의 보존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 하지만 그 후에는 1943년 새

로운 법률의 제정을 통해 보호반경이라는 개념을 고안한 

다음 역사기념물을 그 주변과 함께 보호하는 방식으로 진

화하였다. 이때부터 역사기념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역사기념물을 그 주변과 함께 보호하는 면적 관리 방식을 

세계 최초로 채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역사기념물을 그 

자체를 넘어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작

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관점이 도

입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반경이라는 제도를 

시발점으로 역사기념물을 보호·관리하는 단위가 초기의 

점적 단위에서 면적 단위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지구 단위

로까지 발전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프랑스 특유

36 http://www.culture.gouv.fr/Thematiques/Monuments-historiques-Sites-patrimoniaux-remarquables/Presentation/Sites-

patrimoniaux-remarquables(프랑스 문화부, 2016년 10월 3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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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호반경 제도는 지방분권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980년대에 이르러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때 새

로이 출범한 ZPPAUP라는 제도에 적응하여 보호반경의 

수정이나 변형이 허용되었던 것이다. ZPPAUP 공간 범위

의 설정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가며 역사기념

물 주변과 구역 전체에 소재하는 건축유산을 조사·분석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종 건축물, 공간, 경관의 심미적·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여 

기존 보호반경을 새로이 설정되는 지구 단위의 보호구역

에 전부 또는 일부를 흡수시키든지, 아니면 그 경계 자체

에 수정이나 변경을 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초기에는 오직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만을 

보호·관리하는 제도가 나중에는 그 외의 건축유산과 경관 

전체를 보호·관리하는 방향으로 점차로 진화하며 도시·지

역계획과 통합되어갔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지방분권화

와 궤를 같이하며 역사기념물의 존재 여부, 역사기념물과

의 거리와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도시 내부 공간을 평가

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역사기념물 

보호·관리의 공간적 범위가 점적 단위로부터 면적 단위

로, 그리고 면적 단위로부터 지구 단위로 확대되면서 도

시 정비나 도시 개발과의 호환성이 증진되어왔던 것이다. 

일정한 지구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SS는 역사기념물

을 포함한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최초의 제

도로 평가된다. 이러한 제도를 창설할 때에는 그때까지 

약 20년 가까이 공동화된 구도심을 재정비해야 하는 시대

적 상황에 대처하려는 국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었다. 

그 결과 재정적 측면, 그리고 국민적 합의 측면에서 이러

한 제도는 개발자에게는 별로 이익이 없지만 도시 그 자

체는 역사와 개성을 지닌 가장 오래되고 잘 보전된 도시 

중심부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분권을 계기로 역사기념물은 더 이상 보존만을 

위한 대상이 아니라 일정한 지구, 또는 지역 내부 하나의 

문화적 중심축이 되어 도시 경관을 정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는 커다란 유산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은 작

은 건축물은 물론이고 도시 경관 전체를 보전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뱅센 코뮌

의 AVAP를 보면 코뮌이 가진 3개의 역사기념물을 중심으

로 코뮌 내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과 공간들이 새

로이 발굴되고 분류되었다. 그 가치의 수준에 따라 ‘관심

을 끄는 건물’, ‘질 높은 공공 공간’, ‘질 높은 개인 정원과 

벽면’ 등으로 조사·분류한 것은 물론이고 그다지 문화적 

가치가 없는 공간까지도 지도에 표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은 물론 개발자들까지 도시 경관의 문화적 맥락

을 이해하여 도시 내부 공간의 문화적 가치를 한눈에 파

악함으로써 문화유산을 존중하는 ‘건축 및 재건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도모하려고 하였다. 

② 지방분권의 진행에 따른 중앙과 지방의 원활한 

협조: 1980년대 지방분권을 계기로 오늘날 역사기념물을 

포함한 건축유산과 그 주변의 실질적 관리 주체가 지방자

치단체로 점차 이관되었다. 또한 역사기념물 외곽 반경 

500미터를 보호하는 제도는 현지 사정에 알맞도록 현실

적으로 그 경계를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 하

지만 프랑스는 비록 지방분권을 계기로 지자체에 주도권

을 이양하였다 하더라도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여전히 중

앙의 조정과 제한을 피할 수 없는 국가이다. 역사기념물

과 그 주변을 보호·관리하는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

는 전문가는 중앙 부처인 문화부가 직접 선발하여 지방에 

배치한 ABF이다. 특정한 지자체가 이러한 ABF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행정 제소를 하는 경우에도 국가에서 임명

하여 레지옹에 파견한 레지옹 수장이 이를 심의한다. 

프랑스는 나폴레옹 시대부터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운영하며, 데파르트망에 경시청(Préfecture)을 두어 중앙 

정부의 정책을 실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이러

한 경시청의 수장은 프레페(Préfet)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

하여 파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프랑스는 중앙의 권한

과 상호 보완하는 지방분권을 실시하고 있는 독특한 국가

이다. 비록 오늘날 건축유산의 보호·관리가 지방화되었다

고는 하지만, 선출직 대표로 운영되는 것은 최소 행정 단

위인 코뮌(Commune)에 국한되어 있다. 코뮌의 수준에

서 코뮌 수장은 관리의 주체가 되기는 하지만 데파르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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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레지옹의 프레페와 협력하며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물론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을 보호·관리하는 제도의 

운영에는 ABF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ABF

는 현지에 거주하기 때문에 관내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

으며 지역 주민과 면대면 소통을 할 수 있는 실무자이다. 

지역 주민이 코뮌 관청에 제출한 공사 계획이 거부되었

을 때에는 ABF를 만나서 해당 건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

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건

은 매우 드물지만, 만일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프레페

(Préfet)에게 제소할 수 있다. ABF의 역할은 무조건적인 

통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이를 통해 해결 방

안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지방분권의 실시를 계기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역

사기념물과 그 주변을 직접 관리하는 ZPPAUP라는 제도

가 최초로 출범하였다. 그 후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는 국제적 동향에 따라 AVAP라는 제도를 거쳐 SPR이라

는 제도로까지 진화하였다. 비록 그 진화의 과정에서 변

화에 대한 저항이 약간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역 

내부의 거버넌스가 좀 더 강화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상호 자문하고 감시하는 시스템도 강화되어왔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ABF라는 전문가는 다

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소통 및 결정 과정에 

있어서 항상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프랑스의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 보호·관리

제도의 진화과정을 한국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특

히 중앙집권국가에서 지방분권국가로의 통치 체제의 변

화가 이러한 진화과정에 끼쳐온 바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 하였다. 그 결과 지난 100여년간 프랑스의 제도는 여

러 차례 변혁을 거쳐왔으며, 앞으로도 진화를 계속할 가

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문화재

와 그 주변의 보호·관리제도라는 측면에서 한국과 프랑

스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속하는 기초 연구

이다. 비록 프랑스와 한국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역사

적·사회적·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의 특성상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 속에서 지방분권화라는 시대적 과

제를 추진해야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

난 100여년간 이러한 방면에 대해 겪은 프랑스의 경험을 

자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이해한 다음 프랑스와 한국의 비

교 연구에 착수한다면 향후 한국이 모색해야 할 제도의 

발전 방향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

라고 생각된다.* 

* 본 연구는 2016년 12월 문화재청이 발간한 보고서 「문화재 주변 규제 수용성 제고 방안 연구: 주요국 역사문화환경 관리제도 비교·연구」에 수록된 국외 사례 중

에서 프랑스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며 논문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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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volutionary process of  the protection-management system for historic 

monuments and their surroundings in France over one-hundred years. Because France and Korea shared 

policies and institutions regarding the management of  historical monuments (cultural property) along with their 

surroundings,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French experience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In France, historical 

monuments began to be recognized as national heritage according to “the 1913 law” which has continued to evolve 

for more than one hundred years. In the beginning, a historical monument was preserved as a single building unit; 

however, since 1943, a new policy has been implemented to preserve sets of  historical monuments along with their 

perimeters of  protection zones. Moreover, since 1980, in the context of  decentralization, local authorities have been 

given more roles and autonomy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historic monuments and their surroundings. Local 

authorities have played a key role in the protection-management of  historic monuments and their surroundings, 

and have become more active in the conservation of  their architectural heritage, including historic monuments.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remains as the headquarters whose rigorous policies provide a solid foundation 

for the decentralized management system of  architectural and cultural heritage, including historic monuments. 

The final goal in the evolutionary process, then, targets the effective and harmonious integration of  the protection-

management system for historic monuments and their surroundings into urban and region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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