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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문화재 관리 제도는 일제강점기에 제정 시행된 근대 문화재 법제와 구황실재산 관리 제도를 기반으로 성립

되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근대 문화재 법제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 관리 제도에 대한 연구 성과는 축적해 왔으나 문화

재 관리 제도의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는 구황실재산 관리 제도에 대해서는 이를 문화재 제도사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

가 거의 없다.

구황실재산은 갑오개혁에 의해 봉건적 가산에서 분리 독립하였으나 일제의 식민지 침탈과정에서 정리 해체되어 일

제강점기에는 식민지 왕가의 세습 재산으로 관리되었다. 그 후 정부 수립 후인 1954년 「구황실재산법」이 제정 시행됨

으로써 구황실재산은 국유화와 함께 역사적 고전적 문화재로 규정되었고 구황실재산사무총국에 의해 관리되었다. 이때 

구황실재산 중 영구 보존 재산으로 지정된 재산은 1963년 「문화재보호법」 1차 개정 시 부칙 제2조에 의거 국유 문화재

로 정식 편입됨으로써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국의 문화재 형성과 문화재 관리 제도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연원인 근대 문화재 법제와 구황실

재산 관리 제도가 하나로 통합되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근대 문화재 법제의 변천이 일본의 그것을 식민지 조선에 

이식・적용하여 문화재를 규율하고 관리하는 과정이었다면 구황실재산 관리는 일제가 대한제국을 식민지화 하면서 구황

실재산을 침탈하고 정리하여 운용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이 각기 다른 두 개의 흐

름이 하나로 합쳐지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마침내 1961년 문화재관리국 설치와 1962년 주체적인 「문화재보호법」 체제

가 성립됨으로써 제도적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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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한국의 주체적인 문화재 관리 제도 성립 시기를 

1961년 10월 문화재관리국 설치와 1962년 1월 「문화재보

호법」 제정 시점으로 볼 때, 문화재 관리 제도는 일제강점

기부터 두 개의 방향에서 전개되어 오다가 통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한국의 문화재 관리 제도가 각

기 다른 연원에서 발생하여 성격을 달리하면서 변천되어 

오다가 이 때 하나로 통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다시 풀어보면 하나는 일본의 근대 문화재 법제

가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에 이식되어 식민지의 문화재

를 규율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정착되고 기능하다가 광복

과 정부 수립 이후에 이를 이어받아 한국의 문화재 관리 제

도로 성립된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 왕조의 왕실 재산

이 정부 재정에서 분리 독립되어 운영되다가 일제강점기 

일제의 관리를 통해 유지 변천되었고 그것이 광복 후 한국 

정부에 의해 문화재 관리 제도에 편입된 측면을 말한다.

전자가 근대적 문화재 관리 제도의 이식과 변천 양

상을 보여준다면 후자는 봉건 시대 가산 관리 제도가 식

민지 체제에서 변용되어 국유 문화재로 계승된 변화 양상

을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다. 여하튼 한국의 문화재 관리 

제도가 이 두 개의 각기 다른 흐름을 통합하여 형성된 것

임은 부인하기 어렵다.1

한국의 문화재 구성은 크게 두 가지의 형성 과정으

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일제강점기 고적 조사와 총독부 박

물관 소장품 등이 근대적 문화재관리체계 범주에 포함되

1 김종수, 2019년, 「한국문화재제도 형성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pp.234~240.

2 이상찬,1992, 「일제침략과 황실재정정리(1)」, 『규장각』1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김윤희, 1995, 「대한제국기 황실재정 운영과 그 성격 : 탁지부 豫

算外 支出과 내장원 재정운영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90 ; 이윤상, 1996, 「대한제국기 내장원의 황실재원 운영」, 『한국문화』17,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

구원 ; 이윤상, 1996, 「통감부 시기 황실재정의 운영」, 『한국문화』18,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이윤상, 1996, 「1894~1910년 재정제도와 운영의 변

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 박성준, 2008, 「대한제국기 신설 宮의 재정기반과 황실재정 정리」, 『역사교육』105 ; 신명호, 2015, 「일제강점기 이왕

가 재산의 구성과 관리 : 기본재산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16권 제4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신명호, 2017, 「일제강점기 이왕가의 세습재

산」,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8권 제1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김명수, 2016, 「1915~1921년도 구황실 재정의 구성과 그 성격에 관한 고찰」, 『장서

각』35, 한국학중앙연구원. 

3 문화재청, 2011, 『문화재청 50년사』(본사편), pp.35~38. 

었고, 여기에 왕가의 자산인 궁능원과 전세 보물을 기반

으로 하는 구황실재산이 국유 문화재로 편입되면서 한국 

문화재가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황실재산의 형성과 변천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 성과가 있었다.2 이들 연구는 구황실재산의 형성과 

일제의 침탈 과정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왕직에 의한 구황

실 재산 관리 양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그런데 구황

실재산은 광복 후 한국 정부에 의해 국유화되어 문화재로 

편입되었다. 이 시기 구황실재산의 문화재 편입에 대해

서는 문화재 행정 백서에서 연혁으로 간단하게 언급되었

을 뿐3 학문적 접근과 연구는 미흡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은 구황실재산이 왕실의 가산적 성격

에서 벗어나 공공적인 성격으로 전환되면서 민족의 문화

유산으로 변화 통합되는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즉 문

화재 제도사 관점에서 구황실재산 관리의 역사적 변천과 

성격을 살펴본다. 따라서 대한제국기와 일제강점기의 구

황실재산 관리보다는 광복 후 구황실재산에 대한 법제화

와 공공성이 인정되어 문화재 범주에 포함되는 과정을 역

사학적으로 고찰하는 데에 그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Ⅱ.  일제강점기 구황실재산 관리 
제도

왕실 기능이 정무 기능과 형식적이나마 분리된 것은 

1894년 갑오개혁에서였다. 이는 궁내부 관제를 통해 이

루어졌으며 궁내부에서 왕실과 왕실 재산을 관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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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내부 관제는 1894년 7월 22일 최초로 공포된 후 1910년 

한일병합 때까지 4차례에 걸친 전면 개정이 있었다.4 당

초 궁내부의 설치는 개화파들이 왕실의 국정 관여를 배제

하여 군주권을 제약하려는 것이었으며 이는 일본 측의 의

도이기도 하였다.5 그러나 고종은 궁내부를 통해 군주권

을 강화하고자 하였고 그것은 왕실 재산의 증대로 나타났

다. 실제로 1897년 대한제국 성립 이후 1900년 초까지 궁

내부는 군주권의 강화와 황실 재산 증식을 통해 그 기능

을 확대하여 갔다.

특히 황실 재산 증대는 궁내부 내 내장원의 기능 확

대를 통해 추진되었는데6 내장원은 ‘황실 보물 보존’과 ‘세

전 장원 관리’를 직무로 하였다가 점차 그 기능이 확대되

어 삼정(蔘政), 광무(礦務), 종목(種牧), 수륜(水輪)까지 

담당하게 되었다.7 인삼과 광산, 종목과 수륜 사업은 당시 

수입이 많이 생기는 사업으로서 이것들을 정부 재정이 아

닌 황실 재정으로 편입시킨 것에서 대한제국 초기 황실의 

재정을 확충하여 황권의 기반을 공고히 하려고 했던 고종

4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1971, 「궁내부 관제 개정」, 『한말근대법령자료집』(이하 ‘법령자료집’이라 한다.)Ⅰ~Ⅵ.

5 서영희, 1990, 「1894~1904년의 정치체제 변동과 궁내부」, 《한국사론》23, p.361. 

6 내장원의 기구 확대는 내장사(1894~1899년), 내장원(1899~1904년), 경리원(1905~1907년 11월)으로 변천하였다.

7 「포달 제50호 궁내부 관제 개정」(관보 광무3년 1899년 8월 24일), 『법령자료집』Ⅱ, pp.545~546. 

8 메가다 수타로((目賀田種太郞)(1853~1926년)는 일본 대장성 주계국장으로 있다가 1904년 10월 17일 대한제국 탁지부 고문으로 임명되었다.(국사편찬위원

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9 이윤상, 1996, 「통감부시기 황실재정의 운영」, 《한국문화》18,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pp.380~381. 전체 10개 항목 중 3개 항목이 황실 재정과 관련된 

것으로 그 내용은 ‘내장원의 정리는 재정 고문이 인수하여 그 감독 하에 속히 정리할 것’, ‘한국 황실에 속하는 광산을 정리하여 장래 황실에 속하여야 할 것과 정

부에 속하여야 할 것을 구분할 것’, ‘황실에 속하는 광산 및 기타 사업의 경영과 황실의 부담이 되는 사업 및 그 계획 등에 관해서는 모두 재정 고문의 승인을 요하

게 할 것’ 등이다. 

10 「詔勅, 제실제도정리국을 설치하는 件」(관보 광무8년 1904년 10월 8일), 『법령자료집』Ⅲ, pp.682~683. 궁내부의 황실제도를 일본식 제도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11 「포달 제130호 궁내부 관제 개정」, (관보 광무10년 1906년 2월 3일), 『법령자료집』Ⅳ, pp.500~501. 제도국은 신설된 <제실재정회의> 운영을 통해 황실 재

정의 개편을 추진하였다. 

12 「포달 제149호 궁내부 소관 각궁사무관리에 관한 건」, (관보 광무11년 1907년 3월 5일), 『법령자료집』Ⅴ, p.430. 내수사와 각궁을 폐지, 동 정리소에서 宮司의 

사무를 관리토록 하였다. 

13 칙령 제44호, 「임시재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 관제」, (관보 광무11년 1907년 7월 8일), 『법령자료집』Ⅴ, p.576. 제실소유 재산과 국유 재산을 조사하여 그 소속

을 판정하고 정리하는 사무 관장. 

14 「포달 제162호, 제실재산정리국 관제」, (관보 융희원년 1907년 11월 29일 부록), 『법령자료집』 Ⅵ, pp.86~87. 제실 소유 동산과 부동산의 정리 및 유지 경영

에 관한 일체의 사무 관장. 

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1904년 러일전쟁 후 조선에 대한 일본의 대

내외적 입지가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고 판단한 일제는 본

격적으로 대한제국의 식민지화를 도모하였고 우선적으

로 황실 재산의 침탈과 정리에 착수하였다. 1904년 10월

에 부임한 재정 고문 메가다 수타로(目賀田種太郞)8는 부

임 시 일본 외무대신으로부터 「재정 통일에 관한 각서」를 

받았는데 총 10개 항목 중 3개가 황실 재정과 관련된 것

이었다. 이는 일제가 메가다를 통해 처음부터 정부 재정

뿐만 아니라 황실 재정의 장악을 목표로 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9

1904년부터 시작된 일제의 황실 재산 침탈과 정리

는 근대적 법제와 기구를 설치하고 합법을 가장하여 단

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제실제도정리국’(1904년 

10월)10, 궁내부 ‘제도국’(1906년 2월)11, ‘각궁사무정리소’

(1907년 2월)12,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1907년 7

월)13, ‘제실재산정리국’(1907년 11월)14, ‘임시재산정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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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7월)15 등을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추진되었으며, 

이들 기구는 궁내부 관제 개정, 황실 재산의 회계 관리 감

독, 재실재정회의 운영, 궁내부 소관 삼정과 광산의 국고 

이속, 역둔토 수조권의 탁지부 이관, 경리원 소속 잡세의 

국고 이속, 宮庄土 관리 이관과 導掌의 폐지 등을 실행하

였다.

일제는 1908년 6월 25일 황실 재산 정리가 어느 정

도 완료되었다고 판단하고 궁내부 소관 및 경선궁 소속의 

재산을 국유로 이속한다는 내용의 칙령 제39호를 공포하

도록 하였다.16

第一條 宮內府所管及 慶善宮所屬의 不動産은 此를 國有

로 移屬 함.

但 宮殿 太廟의 墓址及 李朝의 陵園墓의 內垓子內는 此

限에 不在 함.

第二條 漁磯 洑稅 기타 宮內府에서 從來 徵收하는 諸稅

는 此를 國有로 移屬 함.

第三條 帝室債務의 整理에 관한 事務는 度支部대신이 

此를 掌理 함.

이때의 국유화 조치는 앞서 6월 13일의 ‘임시제실유

급국유재산조사위원회’ 제18차 회의 결과17를 그대로 이행

15 「칙령 제55호, 임시재산정리국 관제」, (관보 융희2년 1908년 7월 23일), 『법령자료집』 Ⅶ, pp.106~107. 궁내부 소속 황실 재산의 국유 이속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기구. 

16 「칙령 제39호, 宮內府所管及 慶善宮所屬財産의 移屬과 帝室債務의 整理에 관한 件」, (관보 융희2년 1908년 6월 29일), 『법령자료집』Ⅵ, pp.491~492.

17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위원회」는 위원장1, 위원6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송병준이었다. 동 위원회는 1908년 6월 13일 제18차 회의를 개최하고 다

음 사항을 결의하였다. ① 궁내부 및 경선궁 소속 일체 부동산(陵園墓 附屬 土地 森林 포함)은 국유로 이속하여 탁지부 소관으로 속히 정리 ② 궁내부 諸稅의 

징수권을 일체 국고에 귀속함 ③ 제실 채무에 관한 사항은 탁지부에서 掌理 등이다. 「調査局來去文」(奎 17827), 이상찬, 1992, 「일제침략과 황실재정정리

(1)」, 《규장각》1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pp.137~139에서 재인용.

18 「칙령 제55호, 임시재산정리국 관제」, (관보 융희2년 1908년 7월 23일), 『법령자료집』 Ⅶ, pp.106~107.

19 「세습 재산」은 「왕공가궤범」과 「왕공세습재산규칙」에 의하면, 토지, 건물, 기타 물건으로 구성되었다. 

20 「기본 재산」은 1915년에 제정된 「기본재산관리규칙」과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李王職豫算送付에 관한 건」 자료에 의하면, 유가증권, 대부금, 현금으로 구성되

었음을 알 수 있다. 

21 「보통 재산」은 기본 재산으로 분류되지 않은 부동산 중심의 다른 재산을 말하며, 국가기록원 소장의 「普通財産調內譯『李王職豫算送付에 관한 건』에 의하면, 

田, 沓, 垈, 寺社地, 林野 등으로 구성되었다. 

22 「기본재산관리규칙」, 『순종실록 부록』 제6권(1915년 3월 31일).

23 조선총독부, 「王公世襲財産規則」, 『朝鮮法令輯覽』 제1집, 昭和 15年(1940), 학연문화사, 1990, pp.23~24. 

한 것이었다. 다만 종묘와 궁능원묘는 종전처럼 궁내부에

서 관할토록 하였다. 이로써 1904년부터 일제의 의해 추

진되었던 대한제국의 황실 재산 정리 및 해체 작업은 황실 

재산의 대부분을 국유로 이속함으로써 마무리 되었다.

1908년 7월 23일 일제는 ‘임시재산정리국(臨時財産

整理局)’18을 설치하여 궁내부 소관 황실 재산의 국유 이속

에 따른 후속 조치를 단행하였다. 탁지부 산하의 ‘임시재

산정리국’은 ① 재산의 조사 및 정리에 관한 사항 ② 토지 

측량에 관한 사항 ③ 부동산상의 권리에 관한 이의 신청

의 심리 ④ 제실 채무 정리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했다.

일제의 황실 재정 정리는 대한제국 황실의 경제적 

기반을 해체하는 것인 동시에 그것을 식민지 재정으로 편

입시키는 과정이었고 그 논리는 ‘국유화’였다. 일제는 황

실 재산을 국유화하여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다음 정치적

으로 한일병합을 추진하여 대한제국을 식민지화 하였다.

일제강점기 구황실재산은 국유화에서 제외된 구황

실 소유 재산 중 왕족과 공족의 세습에 필요한 재정적 기

반을 위해 설정한 ‘세습 재산’19과 구황실의 현상 유지에 

필요한 재정적 기초로서 세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본 

재산’20 그리고 그 외 ‘보통 재산’21으로 분류되었으며 「기본

재산관리규칙」22과 「왕공세습재산규칙」23 등에 의거 이왕

직에서 관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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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12월 30일 「황실령」 제34호에 의거 「이왕

직 관제」가 공포되었다.24 이왕직은 일본 궁내성 소속의 

기구로 조선의 왕족과 공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1911년 2월 1일 이왕직 직제 시행과 함께 <이왕직 사무분

장규정>이 공포되었다. 이때 계를 두어 사무를 분장했는

데25 서무계(庶務係), 회계계(會計係), 장시계(掌侍係), 장

24 「황실령 제34호, 이왕직 관제」(1910년 12월 30일), 『조선총독부 관보』 제106호(1911년 1월 9일). 

25 「李王職事務分掌規程」. 『순종실록 부록』 제2권(1911년 2월 1일). 

26 1909년 11월 창경궁에 박물관과 동물원, 식물원을 개관하여 일반에게 공개하였다. 이에 앞서 같은 해 5월 18일 <御苑事務局>을 신설하고 박물관부, 동물원

부, 식물원부를 두어 관리해 오다가 1910년 12월 30일 이왕직 발족과 함께 이왕직 장원계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御苑事務局事務分掌規程」(1909년 5월 18

일)(관보 융희3년 5월 18일), 『법령자료집』Ⅷ, pp.253~254. 

27 「議案, 궁내부 관제」(관보 1894년 7월 22일), 『법령자료집』Ⅰ, pp.68~69.

사계(掌祀係), 장원계(掌苑係) 등 5개의 계이다. 그 외 직

제로 이태왕부(李太王附)와 왕세자부, 공족부를 두었다.

이왕직은 위의 <표 1> 사무분장규정에서 보듯이 이

왕(순종)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그런데 순종 이외에 

이태왕부(고종), 왕세자부(영친왕), 공족부(李熹公과 李堈

公)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이들의 주거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 별도 관리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기능별로는 일반

행정(서무계), 재산 관리(회계계), 이왕(순종)과 이태왕(고

종)의 근시(장시계), 제사와 능묘 관리(장사계), 창경궁의 

박물관·동물원·식물원26 관리(장원계)로 나눌 수 있다.

이왕직은 형식적으로는 대한제국기의 궁내부를 이

어받은 것이나 1894년 갑오개혁 시기 궁내부 발족 시 16

개 관서였고27 일제에 의해 1907년 개편된 궁내부 관서가 

표 1 이왕직 사무분장(1911년 2월)

부서명 주요 사무분장 비고

서무계(庶務係) 증답(贈答), 왕가의 부책류, 도서 보관 출납 행정

회계계(會計係) 출납, 재산 관리, 영선, 궁제・청사 관수 재산 관리

장시계(掌侍係) 창덕궁의 신변, 창덕궁 나인, 의식・빈객 접대 근시

장사계(掌祀係) 제사, 묘(廟)・전(殿)・궁(宮)・분영(墳塋)의 관수 제사

장원계(掌苑係)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 등에 관한 사항 부속 시설 

표 2 1911년 2월 <이왕직 사무분장>과 1915년 3월 <이왕직 사무분장> 비교표

1911년 2월 1915년 3월 

庶務係 

<文書室> 贈答, 왕가의 譜牒・詞章・古印, 簿冊類의 管守, 관인관수, 

官規 등 공문서의 기초 심사, 공문서 접수・발송・보관・통계
掌侍司

창덕궁 身側, 창덕궁의 診候・調藥・위생, 창덕궁 內人, 창덕궁 供膳과 

향연, 의식・빈객 접대, 왕가의 보첩・詞章・古印・簿冊 등 官守 <人事室> 직원의 進退 신분

<圖書室> 도서의 보관 출납 및 열람 

會計係

<經理室> 경리, 재산 

庶務課
직원 進退 신분, 관인 관수, 宮規 등 기초 심사, 공문서 접수・발송, 도

서 보관・출납 열람, 贈答

<營繕室> 營繕 

<主殿室> 宮第, 庭園, 창덕궁 청사와 우물, 기타 부속물의 관수 

<廐舍室> 마사 관리 

掌侍係 

<贊侍室> 창덕궁의 身側, 창덕궁의 診候・調藥・衛生, 창덕궁 內人 

會計課 출납과 用度, 재산, 美術工場과 廐舍, 公家의 회계 감독 <禮式室> 儀式・빈객 접대, 車馬 사용 

<膳務室> 창덕궁의 供膳과 饗宴 

掌祀係 
<祭儀室> 祭祀와 雅樂 

主殿課 宮第, 창덕궁 소재 청사와 우물, 기타 부속물의 관수, 營繕
<陵務室> 廟・祭殿・祭宮과 墳塋의 管守 

掌苑係 

박물관 

祭祀課 제사, 廟・祭殿・祭宮과 墳塋의 官守 동물원 

식물원 

農事課 임업, 농장, 種馬牧場과 牛乳場

掌苑課 박물관, 동물원, 정원과 식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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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관서28였던 것에 비해 이왕직은 불과 5개 계 단위 부

서로 대폭 축소하여 이를 정리한 것이다. 대한제국기의 

궁내부가 황제의 권한을 강화하고 황실의 재정을 확충 증

대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면 식민지 치하에서의 이왕직

은 이왕가로 격하된 구황실을 현상적으로 유지하고 관리

하는 소극적 기능에 국한되었다.

이왕직의 관제는 1911년 2월 1일 시행된 이후 1915

년 3월 18일 개정이 있었다.29 이어 3월 26일 <이왕직 사

무분장규정> 개정도 뒤따랐다.30

1911년 2월 <이왕직 사무분장규정>과 1915년 3월 

<이왕직 사무분장규정>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두 

규정을 비교해 보면 <표 2>와 같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농사과>의 신설이다. 이에 

앞서 1913년 7월 24일 이왕직발 제185호로 <이왕직 사무

분장규정> 개정31이 있었는데, 이때 회계계의 구사실(廐

司室) 대신에 농림실을 설치하였다. 농림실은 삼림과 농

포(農圃), 목장 업무를 맡았으며, 화산산림 연구소, 화산

산림 보호구, 경성산림 보호구, 월곡리 농포, 동대문 목장 

등을 관리하였다.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회계과 업무 중에 미술 공

장과 공가의 회계 감독이 추가된 것이다. 미술 공장이란 

1908년에 설립된 한성미술품제작소가 1913년 6월 5일 이

왕직 직영으로 전환되어 보조금을 지원받다가 1915년 3

월에 회계과 사무 분장에 포함된 것이다.32

1916년 6월 3일 황실령 제1호로 <李王職官制中改

正件〉이 공포되었다.33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시사에 

찬시 5인, 전의 2인, 속(屬) 및 전의보를 나누어 분속하고 

28 「포달 제161호, 궁내부 관제 개정」(관보 융희원년 1907년 11월 27일), 『법령자료집』Ⅵ, pp.78~86.

29 「李王職官制中改正」(1915년 3월 18일), 『조선총독부관보』 제790호(1915년 3월 25일). 

30 「李王職事務分掌規程中改正」(1915년 3월 26일), 『조선총독부관보』 제791호(1915년 3월 26일).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31 「李王職事務分掌規程中改正」, 李王職庶務係人事室(大正三年七月一日 現在 李王職職員錄), 1914. pp.14~39. 

32 장신, 2016, 「일제하 이왕직이 직제와 인사」, 《장서각》35, 한국학중앙연구원, p.77.

33 「李王職官制中改正案」, 『순종실록 부록』 제7권(1916년 6월 3일). 

34 「이왕직 사무분장규정 개정」, 『순종실록 부록』 제7권(1916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 관보』 제1156호(1916년 6월 12일). 

35 「李王職事務分掌規程中改正」, 『조선총독부관보』 제1763호(1918년 6월 22일). 

장시사장(掌侍司長)을 두어 찬시로 보충하며 장시사장은 

상관의 명령을 받들어 이왕의 신변과 그 전의에 관한 사

무를 맡아 처리케 한다는 것이다.

이왕직 관제 개정안이 공포된 지 1주일 후인 6월 12

일 이왕직의 <사무분장규정>도 개정 공포되었다. 새로

운 것은 <의식과>를 설치하여 1사 7과가 된 것이다. 개

정된 <사무분장규정>은 다음과 같다.34

1916년 6월 12일 <이왕직사무분장규정> 개정에서 

특기사항은 <의식과(儀式課)>의 신설이다. 의식과 소관 

사무는 ① 의식(儀式) ② 빈객 접대와 향연으로 이는 장시

사의 업무를 이관한 것이다. 장시사의 위생 업무 또한 주

전과로 이관되었다.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고 장시사의 

업무를 일부 이관하여 업무량을 덜어주려고 한 것 같다.

이왕직은 1918년 6월 15일 이왕직발 제120호로 네 

번째 <이왕직 사무분장규정>을 개정하였다.35 개정의 주

요 골자는 주전과의 명칭을 영선과로 고치고 농사과를 폐

표 3 이왕직 사무분장(1916년 6월)

부서명 주요 사무 분장 비고

장시사(掌侍司) 
창덕궁의 近側, 診候調藥, 나인, 왕가의 보첩・

詞章・古印 관수 
근시 

서무과(庶務課) 궁규・공문서 관리, 도서 보관 출납, 직원 진퇴 행정 

회계과(會計課) 출납, 재산 관리, 미술 공장 및 廏舍, 公家 회계 재산 관리 

주전과(主殿課) 궁제, 청사, 營繕, 의생 등에 관한 사항 궁제・ 영선

제사과(祭祀課)
제사, 묘(廟)・전(殿)・궁(宮)・능(陵)・원(園)・묘(墓)

의 관수
제사 

의식과(儀式課) 의식, 빈객 접대 및 향연 의식 

농사과(農事課) 임업, 농장, 목장, 유우장 관리 농장 

장원과(掌苑課) 박물관, 동물원, 정원 및 식물원 관리 부속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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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 것이다. 폐지된 농사과 사무 중 임업은 제사과로, 종

마 목장은 회계과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아악은 제사과로, 행사에 필요한 양악대는 의식과 사무로 

새로이 명시되었다. 매일신보에 실린 직제 개편 이유를 

보면 농사과는 원래 설치 때 월곡리 농장과 동대문 목장 

등으로 사업이 매우 광범하였는데 1917년에 농장과 목장 

경영을 폐지해서 임업과 종마장 둘 만으로 과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임업은 능묘 부속의 산림이어서 

능묘를 주관하는 제사과로 이관하였고 종마 목장은 종래 

회계과에서 구사(廐舍)업무를 맡아서 다수의 마필을 관

36 「李王職執務改制」, 《매일신보》(1918년 6월 16일). 

37 「李王職事務分掌規程」, 『순종실록 부록』 제11권(1920년 10월 30일). 

38 「李王職의 洋樂隊가 지난 십삼일부터 없어져」, 《매일신보》(1919년 9월 15일). 

39 「李王職 內部革新-관제 분장 규정 개정, 課廢合 직원의 淘汰」, 《매일신보》(1920년 10월 17일). 매일신보는 “시세의 추이로 개조 혁신이 필요한데 이왕직만 예외

가 될 수 없어 총독부에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궁내성 등과 협의하여 이왕직 관제와 사무분장규정을 개정(1사 3과 체제)하게 되었다”면서 “규모는 다소 축소

되었으나 기능면에서는 종래의 결함을 보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40 경성일보사・매일신보사編, 1933, 『昭和九年版 朝鮮年鑑』, pp.8~9. 

리하였기 때문에 상호 연쇄를 위함이었으며 주전과를 영

선과로 개칭한 것은 소관 사무에 대한 이름을 같게 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것이다.36

1920년 10월 30일 다섯 번째 <이왕직 사무분장규

정> 개정이 있었다.37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왕직 기구가 대폭 손

질되었다. 1사 6과가 1사 3과로 축소된 것이다. 장시사와 

서무과, 회계과 이외에 다른 과를 정리하고 새로 <예식

과>를 신설하였다. 예식과는 기존의 제사과와 의식과를 

통합한 것이며 제사과의 임업은 회계과의 삼림 경영으로, 

의식과의 향연은 장시사로 이관되었다. 영선과의 사무는 

회계과로, 장원과의 사무는 서무과로 각 이관 통합되었

다. 의식과의 양악대는 1919년 9월에 해산되었다.38

이때의 이왕직 기구 축소는 우선 1919년 1월의 이태

왕(고종)의 서거에 따른 근시 기능과 덕수궁의 궁제 관리 

업무가 없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나, 그간

의 이왕직 기구와 인원 확대에 기인한 방만한 운영에 대

한 내부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총독부의 방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39

1928년 8월에 이왕직 직제 개편이 있었다. 주요 골

자는 장시사를 폐지하고 새로이 주전과를 신설하여 장시

사의 업무를 관장토록 한 것이다.40

1928년 8월 14일 직제 개정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

이 장시사의 폐지이다. 이태왕과 이왕이 이미 사망하였

으므로 근시 기능을 담당하는 장시사는 당연히 폐지되

었다. 다만 기존의 장시사에서 담당했던 근시 이외의 기

능은 새로 주전과를 신설하여 담당토록 하였다. 그리고 

표 4 이왕직 사무분장(1920년 10월)

부서명 주요 사무 분장 비 고 

장시사(掌侍司)

창덕궁 近側, 창덕궁의 診候・調藥, 창덕궁 內

人, 창덕궁 供膳・향연, 왕가의 보첩・詞章・古印

의 官守 

근측 

서무과(庶務課)
궁규 등 공문서 관리, 장관 특명, 통계 보고, 進

獻과 贈答, 박물관・동물원・식물원・정원 및 도서
박물관 등

회계과(會計課)
출납, 재산, 궁제 및 청사와 부속물의 관수, 영

선, 삼림 경영, 미술품 제작소, 거마(목장), 위생
재산, 영선 

예식과(禮式課) 
제사, 廟・殿祭・宮・墳塋 및 부속 삼림의 관수, 의

식, 빈객 접대, 아악 
제사, 의식

표 5 이왕직 사무분장(1928년 8월)

부서명 주요 사무분장 비 고 

서무과(庶務課)
관규 등 공문서 접수・발송, 통계 보고, 進獻과 

贈答, 廳用圖書, 삼림경영 
행정, 삼림 

회계과(會計課)

출납, 재산, 궁제, 청사관수, 영선, 고도서・박물

관・동물원・식물원・정원, 車馬, 위생, 公家의 회

계

재산,

박물관

예식과(禮式課) 
제사, 廟・祭殿・祭宮・墳塋, 의식, 향연, 빈객 접

대, 雅樂 
제사, 의식

주전과(主殿課) 

내전과 인정전 등 건물 수호, 기타 공용 집기의 

보관, 供膳, 診候調藥, 소속 內人, 왕가의 譜牒 

詞章, 古印 관수 

건물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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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무과에서 담당했던 박물관 등 업무를 회계과로, 회계

과 소관이었던 삼림 경영은 서무과로 변경 조정되었다. 

1926년 이왕(순종) 사후 왕세자부가 폐지41되고 반대로 

故이왕비부(故李王妃附)42가 설치되었다. 그 후 이왕직 

직제는 1941년 산림과가 신설된 것을 제외하면 기능 수

행에 따른 계 단위 증설만 있었고 과별 직제 변동은 없

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광복이 되었

으나 남한에는 미군이 진주하여 9월 12일부터 군정이 실

시되었다.43 미군정기에는 일제강점기에 제정 시행되었

던 일부 법률이 폐지되기도 하고 또 일부 법률은 존치되

기도 하였다.44 구황실재산과 관련해서는 아놀드 군정 장

관 명의로 공포된 군정 법령 제26호 제2조에 의거 이왕직

의 명칭을 구왕궁(舊王宮)으로 변경하였다.45 이는 1945

년 11월 8일 시행되었으며 아울러 같은 날 미군정 훈령으

로 이왕직을 폐지하고 이왕직과 구황실관리위원회46로부

터 구황실재산 관련 업무를 인수받아 미군정 산하에 구왕

궁사무청을 설립하였다.47 1948년 8월 16일 구왕궁사무청

은 구왕궁재산관리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이상을 정리하면, 구황실재산은 1894년 갑오개혁 때 

왕실 재정이 정부 재정과 분리되어 궁내부에서 관할하면

서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일제의 침략에 의해 국유

화라는 명목으로 침탈 정리되었다. 일제강점기 구황실재

산은 이왕직에 의해 기본 재산, 세습 재산, 보통 재산으로 

분류되어 관리되었는데 이는 구황실에 대한 합법적 규제

41 왕세자부의 폐지는 그간 왕세자였던 영친왕 이은이 1926년 새로 이왕의 작위를 계승하였기 때문이다. 

42 1926년 신설된 故李王妃附는 순종의 계비 순정효황후 윤씨를 지칭한 것이다.

43 최영희, 1996, 「격동의 해방 3년」,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p.30.

44 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 출판법 등 조선인에게 차별과 압박을 가했던 법률은 폐지하였으나 행정상 필요한 법률은 존치시켰다. 미군정 법령 제11호(1945년 

10월 9일) 및 법령 제21호(1945년 11월 2일). 

45 미군정 법령 제26호(1945년 11월 8일), 「미군정법령총람」(국문판), 한국법제연구회, 1971, p.144. 

46 구황실관리위원회는 광복 후 이왕직을 대신하여 구황실을 관리하기 위해 종친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임의단체이며 1845년 11월 8일 폐지되었다. 

47 문화재청, 2011, 『문화재청 50년사-본사편(1961~2011)』, p.34.

48 「제107회 국무회의록」, (1949년 12월 7일), <대통령 유시사항8>, 국가기록원, p.691. 

49 「重要宮殿밋垈地 國有化」(자유신문, 1949년 2월 11일). 

50 「제6회 국회 정기회의 속기록」 제57호(1950년 3월 20일), 국회사무처, 의안정보시스템. 

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Ⅲ. 광복 후 구황실재산의 국유화

광복 이후 혼란기를 거치는 동안 문화재 관리에 관한 

관심은 구황실재산을 어떻게 잘 보존하고 관리하면서 이

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치중해 있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구황실재산 관련 문

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1949년 12월 6일 제107회 국

무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구왕궁재산 처리법이 통과

되면 왕궁 재산 일체는 국유화하고 현 생존자들의 생계비

를 제공하고(운현궁, 사동궁 재산은 매각하였다면 회수하

는 시에 한함) 기타는 공개 경매하되 능지(陵地)는 공원화 

하여 별도 관리위원회를 조직하라”48고 지시하였다.

당시 구황실재산 처리에 있어서 논란은 운현궁과 사

동궁(의친왕 이강의 저택) 소유 재산을 국유 재산에 포함

시키느냐의 문제였다. 당초 「구왕궁재산처분령(안)」에는 

국유화 대상 구왕궁재산의 정의를 1945년 8월 9일 현재 舊

왕공가규범 제14조 및 제15조에 규정된 구왕족 및 공족의 

소유에 속하였던 일체의 부동산과 동산으로 규정49하였는

데 이 내용은 큰 변동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구왕궁

재산처분법안」으로 1949년 2월 16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는 구왕궁재산의 정의를 구체

화하고 국유로 존치할 재산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하였는데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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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舊王宮財産이라 함은 舊韓國皇室 및 義親王宮 所有

財産으로서 舊李王職에서 管理한 一切의 動産및 不

動産을 말함(第1條)

2.“國寶的 美術品”을 “重要한 美術品”으로 함(第2條)

3. 舊王宮의 寄附行爲로 設置된 敎育機關의 維持經營에 

필요한 財産은 讓與할 수 있게 함(第4條)

이 중에서 주요 골자는 국유화 대상인 구왕궁재산

의 정의를 ‘구한국 황실 및 의친왕궁 소유 재산’으로서 일

제강점기 이왕직에서 관리했던 재산으로 정했다는 점이

다. 재정경제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1950년 3월 18일 제6

회 정기회 제57차 본회의에 보고하였고 3월 20일 국회 정

기회의에서 「구왕궁재산처분법안」 제1독회가 있었다, 이 

회의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의친왕궁의 소유 재산에 

대한 국유화 논의였다. 회의록에 의하면, 의친왕궁의 재

산은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되어 없는데 국유로 할 경우 그 

재산을 몰수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위원장 홍성하는 의친왕궁의 재산으로서 

군정 시대에 적합한 처분을 한 것도 있지만 불법적인 처

분으로 현재 재판 중에 있는 것도 있으니 재판 결과에 따

라 국유로 귀속될 수도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51

결국 논의 끝에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수정·가

결되었다. 그 내용은 운현궁 재산의 경우 처음부터 흥선

대원군 개인 재산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국유에서 제외하

고, 사동궁(의친왕궁)의 재산은 왕가의 재산 일부를 양도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법에 

근거를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법 제1조의 문

51 「제6회 국회 정기회의 속기록」 제57호(1950년 3월 20일), 국회사무처, 의안정보시스템. 

52 「제6회 국회 정기회의 속기록」 제57호(1950년 3월 20일), 국회사무처, 의안정보시스템. 

53 「구왕궁재산처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http://www.law.go.kr).

54 공보처, 1953, 「구왕궁 칭호는 이조왕궁실로」(1950.4.13.),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이승만 대통령은 법률에 영친왕궁과 칠궁, 종묘, 왕릉 등이 명시되지 않

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다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코자 하였으나 법률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통해 반영되었다. 

55 이 법령에 의거 창덕궁이 국유로 되자 그동안 창덕궁 낙선재에 거주했던 순종 비 순정효 황후는 낙선재를 떠나야했다. 김명길, 1977, 「낙선재 周邊」, 중앙일보, 

pp.81~82. 

안은 국유 대상인 구왕궁재산의 정의를 “구한국 황실 또

는 의친왕궁의 소유에 속하였던 재산으로서 舊이왕직에

서 관리한 일체의 동산과 부동산을 지칭한다.”로 정리되

었다.52 「구왕궁재산처분법」은 1950년 4월 8일 법률 제119

호로 공포·시행되었다.53

 「구왕궁재산처분법」의 공포에 즈음하여 이승만 대

통령은 담화를 발표하여 “구왕궁재산이 이 법에 의해 정

식으로 완전한 국유 재산으로 결정된 것은 우리가 다 기

대했던 바”라고 의의를 평가하면서 “국유로서 존치할 재

산 중에 운현궁, 칠궁, 영친왕궁, 종묘, 왕릉, 동물원, 기타 

산림, 전답 등을 법으로써 명시함이 안건 처리상의 의문

도 없어질 것이요 또 명칭으로도 이왕직이라 구왕궁이라 

하는 것은 왜정시대에 부르던 명사로서 우리로는 이조왕

실로 개정하는 것이 국민의 공원에 적합할 것”이라고 하

였다.54

 「구왕궁재산처분법」은 본문 7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한국 황실 또는 의친왕궁의 소유에 

속했던 재산으로서 구(舊) 이왕직에서 관리한 일체의 동

산과 부동산을 국유로 한다’(제1조)는 것이 핵심 내용이

었다.55 이는 원칙적으로 구황실재산 전체를 국유화한다

는 것으로서 1908년 일제에 의한 구황실재산 국유화 조

치가 있었지만 새로이 대한민국 정부가 구황실재산의 국

유를 법적으로 확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동 법에서는 국유화 대상을 명시하고 있는데 ① 중

요한 궁전의 건물과 대지 ② 중요한 미술품, 역사적 기

념품 또는 문적 ③ 기타 영구 보존을 요하는 것으로 하

였다(제2조). 한편 동 법 시행령에서는 국유로서 존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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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하

고 있다.56

1.  壇·廟·社·苑·殿·宮·陵·園·墓·苑池·井泉·樹木 또는 그 

古趾와 중요한 傳說地로서 古蹟·名勝·天然記念物 또

는 역사의 證徵이나 또는 미술의 模範이 될 만한 것.

2.  典籍, 書籍, 繪畵, 彫刻, 工藝品 기타 물건으로서 특히 

역사의 證徵 또는 미술의 模範이 될 만한 것.

3.  動物, 植物, 地質, 鑛物, 기타 학술연구의 자료가 될 

만한 것으로서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것.

4. 행정재산으로 필요한 것

5. 기타 영구 보존을 요하는 것

이 때 종전 이왕직에서 관리했던 일체의 부동산과 

동산의 구황실재산을 국유화하였는데 당시 재산의 정확

한 규모나 현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으나 구황실사무

청에서 인수하여 관리하다가 1955년 6월 8일 개편된 구

황실재산사무총국에 인계되었을 것이다. 1960년 6월 구

황실재산사무총국에 화재가 났을 때 건물과 함께 구황실 

재산 관리 관련 자료도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같은 

해 9월 30일 구황실재산사무총국에서는 구황실재산 목록

을 다시 작성하였다. 동 재산 목록에 의하면 토지, 임야, 

건물의 재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57

토지 : 872필, 1,061,108.8 평

임야 : 823필, 33,784,032 정보

건물 : 746동 22,962.68 평

국유화에서 제외되어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은 매

각 또는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제3조). 매각 또는 대여는 

재무부 장관이 임시구왕궁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

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

56 「구왕궁재산처분법시행령안」(1951년 6월 12일), 『국무회의보고철(제68회)』,국가기록원, p.260. 

57 문화재관리국, 1992, 「단기 4293년 9월 30일 현재, 구황실 재산 목록(토지・임야・건물)」, 『구황실관계법령 및 재산목록집』, pp.145~146. 

조). 구왕족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산은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국유가 아닌 재산 중에서 왕족에게 양

여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구황실에서 설립한 교육 기

관의 유지 경영에 필요한 재산도 양여가 가능하도록 하였

다. 또한 구왕궁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감독 하에 임시구왕궁재

산관리위원회를 두었다. 동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 신

망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였다. 위원

회는 당해 재산의 목록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무총리에

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3조).

1. 재산 중 국유로서 존치할 것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국유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 중 구왕족의 생계유

지상 필요한 재산 및 구왕궁의 기부 행위로 설립된 교

육 기관의 유지에 필요한 재산의 정도와 지정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불법 침해자에 대한 조사와 그 손해의 복구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타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

동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은 일반 국유 재산 

관리 기관(재무부 장관)이 맡아서 처리토록 했다. 「구왕

궁재산처분법」의 주요 골자는 구황실재산의 국유화와 국

유에서 제외된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것으로 구왕족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재산 또는 구왕궁 설립 교육 기관의 유지

에 필요한 재산을 지정하고 양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것은 광복 후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구황실재산 관리와 

구왕족의 예우에 대한 기본 원칙을 천명하고 법제화한 것

으로 그 후 구황실 관련 법제에 큰 영향을 주었다.

 「구왕궁재산처분법」은 1954년 9월 23일 폐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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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황실재산법」으로 대체되었다.

Ⅳ.  구황실재산의 문화재관리체계 
편입

 「구왕궁재산처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1952

년 7월 21일 정부는 새로 본문 12조, 부칙 2조로 된 「구황

실재산법안」을 입안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의 법

안 제안 이유는 “舊皇室財産은 歷史的 文化財로서 영구 

보존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구황족에 대한 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으로부터 분리 운영토록 하

기 위하여 이를 제안”한다는 것이었다. 법안의 주요 골자

는 다음과 같다.58

1.  舊皇室財産이라 함은 舊韓國皇室 義親王宮 및 雲峴宮

의 所有에 屬하였던 財産으로서 舊李王職에서 管理하

던 一切의 動産·不動産 其他의 權利를 말함(第2條)

2.  舊皇室財産은 永久保存財産과 其他財産으로 區分하

고 永久保存財産은 다음 各號의1에 該當하는 財産으

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財産을 말함(第3條)

가.  重要한 壇·廟·社·苑·殿·宮·陵·園·墓와 이에 따르는 建

造物 또는 敷地

나. 重要한 美術品, 歷史的 記念品 또는 文籍

다. 寶物, 古蹟 또는 天然記念物로 指定받은 名勝地

라.  前 各號와 類似한 財産으로서 永久 保存의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는 財産

그런데 법안 내용 제1조의 구황실재산 정의에서 “의

58 의안번호(020260) 「구황실재산법안」(1952년 7월 21일/정부법안), 국회사무처, 의안정보시스템. 

59 「제15회 국회 정기회의 속기록」 제62호(1953년 4월 28), 국회사무처, 의안정보시스템.

60 위의 「제15회 국회 정기회의 속기록」. 

61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구황실재산법안」 심사보고서(1953년 4월 24일), 국회사무처, 의안정보시스템. 그런데 동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1952년 9월 3일 운현궁

의 상속인(이청 外 1명)이 운현궁 재산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로써 보면 수정 의결 전에 운현궁 측의 사유 재산 인정 청원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친왕궁 및 운현궁의 소유에 속하였던 재산으로서 舊이왕

직에서 관리하던 일체의 동산·부동산 기타의 권리”라고 

명시하였다. 기존의 「구왕궁재산처분법」에도 의친왕궁 

소유 재산은 포함되어 있었지만 운현궁 소유 재산은 국회 

의결 시 국유에서 제외되었는데 정부는 다시 운현궁 소

유 재산까지 포함시킨 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제안자인 정부 대표로 국회에 출석한 재

무부차관은 ‘운현궁 재산도 의친왕궁 재산과 같은 조건하

에 있으므로 법안에 포함시키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59 

그런데 1949년 제107회 국무회의 시 이승만 대통령이 운

현궁과 사동궁(의친왕궁)재산의 국유화를 강조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구법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이 대체 법안 발

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속기록에 의하면, 당시 재무부차관은 「구황실

재산법」의 제정 목적을 ⅰ) 구황실재산을 국유 재산에서 

분리하여 그 자체의 수입으로써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 회계를 만드는 것 ⅱ) 의친왕궁 재산 이외에 같은 조

건하에 있는 운현궁 재산과 권리도 이 법에 포함시키는 

것 ⅲ) 구황실재산을 특별 회계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심

의 기관 외에 집행 기구가 필요하므로 사무총국을 설치하

는 것 등을 설명하고 있다.60

1953년 4월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구황실재

산법안」을 심의하면서 “구왕궁재산처분법을 제정할 때 

운현궁 재산은 사유 재산으로 인정되었는데 이를 다시 국

유로 귀속시키려 함은 오히려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운현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다.61 그런데 4월 28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는 운현궁 관련 규정뿐만 아니라 의친왕궁에 관한 규정까

지 삭제한 후 수정·가결하였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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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을 수용한 것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운현궁과 

의친왕궁 모두 방계에 속하는 것은 동일하므로 구황실의 

직계에 한정해서 구황실재산 범위를 정하자는 것이었다. 

결국 국유 대상인 구황실재산 범위는 “구한국 황실의 소

유에 속하였던 재산으로서 舊이왕직에서 관리했던 일체

의 동산, 부동산 기타의 권리”로 정리되었다.62

국회는 수정 가결된 「구황실재산법안」을 정부에 이

송하였으나 정부는 1953년 5월 13일 다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였고 국회는 5월 30일 재의한 결과 종전처럼 통과

되어 1953년 6월 1일 동 법안을 정부에 이송하였으며 정

부는 1954년 9월 23일 법률 제339호로 「구황실재산법」을 

공포·시행되었다.63

 「구황실재산법」은 이처럼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구

왕궁재산처분법」보다는 진일보된 구황실재산 관리 법제

였다. 구황실재산을 처음으로 문화재 개념과 문화재 범

주에 포함시킨 것이 그 이유다. 본문 12개와 부칙 2개 등 

총14개 조문으로 구성된 「구황실재산법」은 국유 대상, 재

산의 구분, 구황족의 생계비 지급,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

와 사무총국 설치, 위원의 정년과 신분 보장, 세입 세출의 

특별 회계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64 특히 동 법률은 

제1조(목적)에서 ‘본법은 구황실재산을 역사적, 고전적 

문화재로서 영구히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과 

별도로 구황실재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제1조)라고 선언하고 있다.

앞서 시행된 「구왕궁재산처분법」이 구황실재산의 

국유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구황실재산법」은 단순히 구

62 「제15회 국회 정기회의 속기록」 제62호(1953년 4월 28), 국회사무처, 의안정보시스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배경은 동 속기록의 윤길중 법제사법위원장의 

발언. 

63 (의안번호 020260) 「구황실재산법안」, 국회사무처, 의안정보시스템.

64 「구황실재산법」(법률 제339호, 1954년 9월 23일),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65 「구왕궁재산처분법」(1950년)과 「구황실재산법」(1954년)의 비교는 <표 9> 「구황실재산관리 관련 법령 비교표」 참조.

66 ‘영구 보존 재산’에 대하여 1962년 10월 25일 각령 제1005호로 <구황실재산 중 영구보존재산 지정의 건>을 제정하면서 그 범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1. 단, 전, 

묘, 원, 궁 등은 조경단, 경기전, 종묘, 창경원, 창덕궁, 경복궁, 덕수궁, 칠궁을 말하고, 2. 릉, 원, 묘는 정릉, 의릉 영휘원, 영빈묘 등 왕과 왕비의 능침을 지칭하며 

3. 고적은 태조고황제비, 북한산 이궁지, 청령포 단종유적을 말하고 4, 그 외 미술품, 공예품, 문적 기타 역사적 기념물로서 문화재로 인정되는 것을 영구보존재

산으로 하였다. 

황실재산의 처분이나 관리가 아닌 구황실재산 자체를 역

사적, 고전적 문화재로 보고 이를 영구 보존 관리하기 위

한 특별법임을 규정한 것이다.65 즉 구황실재산에 대한 문

화재적 가치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구황실재산을 문화재 

개념으로 파악하여 보존 관리의 필요성을 법제화 한 것이

다. 동 법은 「구왕궁재산처분법」에서 규정한 구황실재산

의 국유를 재천명하고(제2조), 구황실재산을 ‘영구 보존 

재산’과 ‘기타 재산’으로 분류하였다.

‘영구 보존 재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재산을 말한다.

1.  중요한 단, 묘, 사, 원, 전, 궁, 릉, 원, 묘와 이에 따르는 

건조물과 그 부지

2. 중요한 미술품, 역사적 기념품 또는 문적

3.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4.  전 각호에 유사한 재산으로서 영구 보존의 필요가 있

는 것

영구 보존 재산은 「구왕궁재산처분법」 시행령의 ‘국

유로서 존치할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황실재산을 보

물, 고적, 명승, 중요한 미술품 등과 같이 문화재의 범주

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문화재 가치가 있는 재

산을 ‘영구 보존 재산’으로 규정한 것이다.66 ‘기타 재산’은 

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일체 재산을 말한다. 1960년 9월 

30일 구황실재산사무총국 에서 작성한 ‘영구보존재산표’



76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3. No. 1

에 의하면, 영구보존 재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67

토지 248필 824,872.5 평

임야 551필 9,075,632.7 정보

건물 645동 21,065.27 평

구황족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산은 기타 재산 중에

서 이를 구황족에게 양여하거나 구황실재산 특별 회계 예

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생계비로 지급하였다. 구황실의 

기부 행위로 설립된 교육 기관의 유지 경영상 필요한 재

산도 기타 재산 중에서 양여할 수 있었다. 재산의 양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4

조). 「구황실재산법」의 내용 중 중요한 것 하나는 구황실

재산관리위원회와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의 설치이다.

한편, 구황실재산 처리와 관련하여 주목할 사항은 

「구황실재산관리특별회계법」의 제정이다. 1953년 4월 18

일 법률 제284호로 제정된 「구황실재산관리특별회계법」68

은 구황실재산 처리를 위한 특별 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

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동 법에서는 구

황실재산의 매각 대금, 대여료, 과실수입과 기타 잡수입

을 그 세입으로 하고 구황족의 생계비, 동 재산의 관리와 

처분 비용, 일시 차입금의 이자와 기타 제비용을 그 세출

로 하도록 했다. 또한, 특별 회계 세계상의 잉여금은 적립

하여야 했고 세계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적립금에서 이를 

충당하게 하였다. 구황실재산 처리를 특별 회계로 편성

하고 지출토록 한 것은 ‘구황실재산’이라는 특정목적성 사

업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집행하기 위한 것

으로 보인다.

 「구황실재산관리특별회계법」은 1963년 2월 26일 법

67 문화재관리국, 1992, 「단기 4293년 9월 30일 현재, 「영구보존재산표」)」, 『구황실관계법령 및 재산목록집』, pp.127~130. 

68 「구황실재산관리특별회계법」(법률 제284호, 1953년 4월 1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69 「구황실재산관리특별회계법」(법률 제1279호, 1963년 2월 2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70 구황실재산의 유지관리비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립금을 설치하였는데 적립금은 1. 구황실재산특별회계의 세계상잉여금 2, 구황실재산특별회계의 수입

지출 운용상의 여유금이다. 적립금은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입하고 이 예금의 이자는 구황실재산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였다. <구황실재

산관리특별회계 적립금규칙, 대통령령 제1034호, 1955년 6월 8일>. 

률 제1279호로 전부 개정되었는데69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제1조에서 ‘이 법은 구황실재산과 문화재를 효율적

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구황실재산관리특

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특별 회계 대

상 재산으로 ① 문화재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국유 문화재 

② 구황실재산 ③ 기타 이 회계로써 취득하거나 또는 다

른 법령에 의하여 회계에 귀속하는 재산을 규정하였다. 

동 법의 세입 자원은 회계 소속 재산으로부터 수입되는 

관람료, 사용료 및 임대료, 제3조에 따라 전입된 잡종 재

산의 처분 대금 중 기금으로 적립된 자원70(7억원)에서 생

기는 이자나 이익 배당금 등이며 세출은 구체적으로 열거

하고 있는데 내역은 다음과 같다(제5조).

1.  이 회계 소속의 구황실재산과 국유 문화재의 보호 관

리에 필요한 경우

2.  문화재의 취득·조사·연구·공개·전시 또는 선전 등 활

동에 필요한 경비

3.  문화재관리국 및 그 소속 기관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제1호에 규정된 이외의 이 회계 소속 재산의 유지 운

영에 필요한 경비

5.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고부담금 또는 국고보조금

6. 구황족의 생계유지비

7. 일시차입금의 이자

8. 기타 이 회계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

위의 세출 예산 범위를 보면 문화재 보호 관리뿐만 

아니라 기관의 유지 운영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문화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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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예산이 특별 회계로 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문화재관리국이 출범(1961년)하고 「문화재보호법」

이 제정(1962년)시행되었으나 문화재 관리 제도의 시행 

초창기에 국가 재정 여건과 ‘문화재 보호 관리’라는 특수 

목적을 고려한 정부의 예산 운영 정책이었던 것으로 판단

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구황실재산과 문화재를 

동류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회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겠으나 구황실재산과 국유 문

화재를 동등하게 법에 규정한 것은 구황실재산이 단순한 

국유 재산의 개념을 넘어 국가적 민족적 관리 대상인 ‘문

화재’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동 법은 구황족의 생계유지비를 세출 예산으

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열

거하고 있다. ① 악선제 윤씨(순종 황후) ② 삼축당 금씨

(고종의 후궁) ③ 광화당 리씨(고종의 후궁) ④ 사동궁 

금씨(의친왕 부인) ⑤ 영친왕 이은과 그 배우자(이방자) 

⑥ 리덕혜(덕혜옹주) 등이다.

그러나 「구황실재산관리특별회계법」은 같은 해 10

월 21일 폐지되고 「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으로 흡수 계

승되었다. 1963년 10월 21일 제정된 「문화재관리특별회

계법」은 「구황실재산관리특별회계법」을 계승한 것으로 

내용상 큰 변동은 없으나 종전 구황실재산을 완전히 ‘문

화재’라는 통합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문화재

관리국이 구황실재산을 문화재 관리 특별 회계 소속의 국

유 재산으로 관리 운영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국유 재산이 된 구황실재산은 「국유재산법」71에 의거 

행정 재산(국가가 사무용, 사업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직

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용 재산 및 공공용 재산)과 보

통 재산으로 분류되어 행정 재산은 각 부처의 장이, 보통 

71 「국유재산법」 제2조, 제4조, 제5조(법률 제122호, 1950년 4월 8일 제정). 

72 조송래, 2007, 「대한제국 황실 재산, 남은 것과 남긴 것」, 『문화재청 사람들의 문화유산 이야기』, 눌와, p.249. 

73 조송래, 위의 글 p.251. 

재산은 재무부장관이 관리토록 하였다. 그 후 1957년 11

월 14일 개정된 「국유재산법」에서는 보통 재산을 다시 ‘보

존 재산’(법령의 규정 또는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유하

는 재산)과 ‘잡종 재산’(보존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분류

하였다. 이때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되

어 보존된 궁·능·원·묘 등은 ‘보존 재산’으로 구분되고 잡

종 재산은 보존 재산을 포함한 일체의 문화재 보존 관리 

재원 조달을 위하여 매각 처분되었다.

1963년 구황실재산을 문화재 관리 특별 회계 소속으

로 운영한 것은 잡종 재산 처분 대금과 적립한 7억 원의 

기금 이자가 문화재 관리의 항구적 재원이 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다. 그러나 경제 성장으로 문화재 보존 관

리 비용이 상승하고 새로 지정되는 문화재 수가 증가함으

로써 한정된 잡종 재산 매각 처분으로는 경제적 활용성이 

없어져 재산 매각은 중단되었다. 또한 적립금 7억 원의 

이자율도 물가 상승률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문화재 관리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문화재 관리 특별 회계는 

1989년 폐지되고 일반 회계로 이관되었다. 이에 행정 재

산과 보존 재산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잡종 재산은 국

유 재산 총괄청인 재무부(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게 되

었다.72 특별 회계 재산 관리 내역은 다음과 같다.73

총 관리재산 : 약 1억 200만평

처분 : 약 5700만평

산림청 인계 : 약 3500만평

행정 및 보존재산 : 약 800만평

잡종 재산 : 약 200만평

1954년에 제정 시행된 「구황실재산법」의 가장 큰 의

의는 구황실재산을 ‘역사적 고전적 문화재’로 간주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 관리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 후 



78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3. No. 1

「구황실재산법」은 두 번의 개정이 있었다. 1961년 10월 

17일 개정에서는 기타 재산을 다시 그 용도에 따라 갑종 

재산과 을종 재산으로 구분하였는데 갑종 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 사무용, 사업용이나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

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을종 

재산은 갑종 재산 이외의 재산을 말한다(제3조).

아울러, 영구 보존 재산과 기타 재산 중 갑종 재산은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

고 갑종 재산은 그 용도와 목적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

서 이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었다. 을종 재산은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었으며 공공 단체가 직접 공공용, 

사무용, 사업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상으

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었다(제3조의2).74

구황족의 생계비에 대해서는 기타 재산의 을종 재산 

중에서 이를 구황족에게 양여75하거나 구황실재산 특별 

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었다. 또한 구황실

의 기부 행위로 설립된 교육 기관의 유지 경영상 필요한 

때에는 을종 재산 중에서 이를 그 교육 기관에 양여할 수 

있었다.76 재산의 양여는 재무부장관이 당해 재산의 관리

청과 협의한 후 각의의 의결을 거쳐 내각 수반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영구보존재산관리청으

로 문교부 소속의 문화재관리국을 지정했다.77

기타 재산은 그 재산의 용도와 목적에 따라 재무부, 

농림부 기타 관계 부처가 관리하도록 하되 그 재산 구분

과 관리청이 확정될 때까지는 문화재관리국장이 관리토

록 했다. 재산 구분과 그 관리청의 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구황실재산처리위원회를 두었

74 을종 재산의 무상 대부는 1. 공공단체가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2. 구황족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때 3. 구황실의 기부 행위로 설립된 교육 기관의 

유지 경영에 필요한 때 등이다.<구황실재산법시행령 제4조>. 

75 구황족에게 양여할 수 있는 재산은 거주용 대지, 건물과 분묘 용지에 한한다.〔 「구황실재산법」 제4조 시행에 관한 건, 국무원령 제204호, 1961년 2월 20일〕

제1조. 

76 구황실의 기부 행위로 설립된 교육 기관이라 함은 재단법인 숙명학원과 재단법인 진명학원을 말한다.〔 「구황실재산법」 제4조 시행에 관한 건, 국무원령 제

204호, 1961년 2월 20일〕. 

77 1961년 10월 2일 문화재관리국 출범으로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이 폐지되어 문화재관리국에서 구황실재산 중 영구 보존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다. 

78 구황실재산처리위원회는 갑종 재산의 용도별 구분 및 소관청별 획정과 을종 재산의 소관청별 획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하였

으며 위원은 문화재관리국장과 구황족의 추천자 1인, 문화재보존위원회 위원 1인 등 8인으로 구성되었다. 「구황실재산처리위원회 규정」. 

다.78 「구황실재산법」은 1962년 4월 10일 일부 개정이 있

었으나 큰 변화는 없었으며 1963년 2월 9일 법률 제1265

호 「문화재보호법」 제1차 개정 시 부칙 제2조에 의거 폐지

되었다.

이때 「구황실재산법」에 따라 ‘영구 보존 재산’으로 지

정된 재산은 이를 국유 문화재로 하고, 기타 재산 중 갑종 

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행정 재산으로 하며, 을종 재

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보통 재산으로 하였다. 또한 보

통 재산 중 잡종 재산은 문교부장관이 처분하여 그 대금

은 문화재 관리 특별 회계에 전입토록 하였다. 그리고 잡

종 재산을 처분할 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

황실의 기부 행위로 설립된 재단법인 숙명학원, 재단법인 

진명학원, 재단법인 양정학원에 그 재산의 일부를 양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구황실재산은 갑오개혁

에 의해 봉건적 가산에서 분리 독립하였으나 일제의 식민

지 침탈 과정에서 정리 해체되어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 

왕가의 세습 재산 성격으로 관리되었다. 광복 후 한국 정

부는 구황실재산을 국유화하는 동시에 영구 보존 재산으

로 분류하여 문화재 개념에 포함시켰다. 다시 영구 보존 

재산은 1963년 2월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의해 국유 문화

재로 편입됨으로써 한국 문화재 관리체계로 통합되었다. 

구황실재산은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왕가의 자산

과 민족 공동체의 유산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유

럽의 국가들이 근대에 와서 왕궁을 박물관으로 개관하여 

공개하고 왕가의 자산을 국가의 보물로 인식하여 보존하

는 전통을 이어온 반면 한국의 구황실재산은 식민지 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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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타자에 의해 침탈되어 강제 정리되었고 광복 후에는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국유 재산에 편입되었다. 즉 구

황실재산에 대한 역사성이나 문화재 가치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법령에 의해 제도적으로 문화재가 된 것이다. 

이는 한국 문화재 제도의 특징인 동시에 한계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79

Ⅴ.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의 설치

광복 후 구황실재산 관리는 이왕직에서 명칭이 변경

된 구왕궁사무청에서 담당하였는데 1948년 8월 정부 수

립 후에는 구왕궁재산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계속 업

무를 관장하였다. 그러다가 1952년부터 구황실재산법 제

정 논의가 진행되었고 1954년 「구황실재산법」이 제정 시

행됨에 따라 구황실재산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로 구황실

재산사무총국이 설치되었다.

이때 구황실재산 관리 전담 기구로 구황실재산사무

총국이 설치된 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일

제강점기에 일본 궁내성 소속의 이왕직이 구황실재산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본래 이왕직의 기본 임무

는 이왕가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역할이었다. 즉 이왕직

의 구황실재산 관리는 독립적인 재산의 형성과 관리가 아

닌 식민통치를 위한 구황실의 유지에 필요한 보조 수단으

로서의 재산 관리였다. 이는 광복 후에도 그대로 계승되

었으며 1950년 구황실재산에 관한 독자적인 「구왕궁재산

처분법」이 제정·시행되었으나 이는 구황실재산의 국유화

와 처분에 중점을 둔 법률이었다.

그러다가 1954년 「구황실재산법」이 시행되면서 비

로소 구황실재산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로 구황실재산 사

무총국이 설치되었다. 사무총국의 설치는 구황실재산

이 특별 회계로 관리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구법

79 일본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의 규율을 받는 일반 문화재는 문부성(문화청)에서 관장하고 정창원 등 왕실 관련 보물은 궁내성에서 따로 담당하는 이원적 문화

재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80 「제15회 국회 정기회의 속기록」 제62호(1953년 4월 28), 국회사무처, 의안정보시스템.

인 「구왕궁재산처분법」에서는 구황실재산 관리와 처분

에 관한 심의 결정을 ‘임시구왕궁재산관리위원회’에서 하

도록 하고 그 집행은 일반 국유재산 관리기관(재무부)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구황실재산이 국유화됨에 따

라 구황족의 생계비 지급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정부는 이

를 특별 회계 예산으로 처리하고자 하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황실재산을 국유 재산과 분리하여 따로 관리

할 필요가 있었고 또 이를 특별 회계로 처리하기 위해서

는 전담 집행 기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는 1953년 4월 

28일 제15회 국회 정기회에 출석한 재무부차관이 「구황

실재산법」의 제정 목적을 설명하면서 ‘특별 회계로 나간

다면 실제 집행 기관으로 사무총국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80

1954년 9월 23일 「구황실재산법」이 법률 제339호로 

공포·시행되었다. 동 법 제5조는 구황실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 감독 하에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와 구황

실재산사무총국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구황실재산관리

위원회는 대통령의 감독을 받아 구황실재산의 관리와 처

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데 세부적으로는 ① 재산 

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 ② 예산의 의결 ③ 결

산의 인정 ④ 사업 계획의 승인 ⑤ 영구 보존 재산의 사정 

⑥ 제4조제1항(생계비 지급)과 제3항(구황실 설립 교육 

기관에의 재산의 양여)의 재산의 대상과 양여 절차 또는 

매월 생계비 지급의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⑦ 재산의 취

득 또는 처분 ⑧ 일시 차입금 또는 정부보증융자 ⑨ 구황

실재산에 대한 불법 침해의 조사와 기 손해 회복에 관한 

대책 ⑩ 기타 중요한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하고 심의 결정

한 사항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 위원회는 위원 13인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고적에 

관한 조예가 깊은 자, 덕망과 학식이 넓은 자 중에서 임용

하되 서울특별시장이 추천하는 8인 중 4인과 각 도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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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하는 각 2인 중 각 1인은 대통령이 임용한다. 위원은 

명예직이며 간사와 서기는 구황실재산사무총국 직원 중

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81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는 1960년 7월 12일 국무원

령 제31호에 의거 일부 개정되는데82 주요 골자는 위원회

는 위원 7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고미술, 동식물과 관광

에 관한 조예가 깊은 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중에

서 국무총리가 임명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

며 임기는 2년이었다.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는 1961년 

10월 2일 문화재관리국이 성립하면서 폐지되었다.83

한편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은 대통령의 감독을 받아 

구황실재산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과 기타 관

리에 관한 일체 사무를 집행하는 기구로서 사무총국장은 

별정직으로 보임했다. 위원장과 위원 그리고 사무총국장

은 정치 운동이 금지되고 정년과 신분 보장이 되었다. 다

만 대통령은 위원회와 사무총국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사항을 명령하며 그 결의 또는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

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었다.

구황실재산사무총국 직제에 의하면84 사무총국에는 

총무과, 경리과, 영선과, 창경원, 덕수궁 미술관, 경복궁 

사무소와 종묘 사무소를 두었고, 사무총국장 이외 서기

관, 사무관, 주사 등 117명의 정원이었다. 직제 세부 내용

은 <표 6>과 같다.

그 외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은 지방 산림과 토지를 보

호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 또는 그 출장소를 두었

으며 산림보호구에는 산림 주사를, 출장소에는 산림 주사

보를 배치하였다.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은 그전의 구황실 

및 구황실재산을 보전하고 관리하던 이왕직이나 구황실

사무청의 소극적 관리 기능과는 달리 구황실재산을 문화

재로 간주하여 적극적인 보존과 관리를 꾀하는 한국 최초

81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 직제」(대통령령 제1036호, 1955년 6월 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82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 직제」(국무원령 제31호, 1960년 7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 

83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 직제」(각령 제181호, 1961년 10월 2일), 국가법령정보센터.

84 「구황실재산사무총국 직제」(대통령령 제1035호, 1955년 6월 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85 「구황실재산사무총국 직제」(대통령령 제1582호, 1960년 5월 2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의 문화재 관리 기구였다. 직제 중 총무과와 경리과, 영선

과 등은 이왕직 직제의 서무과와 회계과, 영선과 또는 주

전과의 기능을 답습한 것이나 총무과의 경우 아직 기능이 

분리되기 전이어서 서무 기능 이외 고적, 명승, 천연기념

물, 보물, 미술품 등의 유적 및 유물 관리 업무도 담당하

였다.

창경원과 덕수궁 미술관은 종전부터 존치해 온 창경

원과 미술관 관련 업무를 기능적으로 독립시킨 것이며 경

복궁과 종묘 관리를 위한 부서는 별도로 두었으나 창덕궁

은 관리 부서를 따로 두지 않았다. 그 후 구황실재산사무

총국 직제는 1960년까지 큰 변동 없이 지속되다가 1960

년 5월 27일 일부 개정되었다. 이때 개정 내용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85

우선 공무원 정원은 98명으로 이전보다 감소되었으

표 6 구황실재산사무총국 직제(1955년 6월)

부서 사무 분장 부서장 

총무과 

기밀사항, 관인관수, 인사문서, 법령예규, 위원

회 사무, 도서 통계, 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

물・미술품・역사적 기념품 또는 문적의 관리, 관

광사무, 직원 후생, 토지, 주택, 산림과 능, 원, 

묘의 관리, 조림, 임산물 처분, 임대료 사정과 

지적도 정비, 타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 

 서기관 

경리과
예산, 결산, 경비의 지출, 제수입의 징수, 재산 

대장의 정리, 물품구입, 출납 보관과 차량 배정 
서기관 

영선과 

각 宮, 殿, 閣, 廟, 壇, 陵, 園, 墓 기타 건물의 건

조와 수리, 노무배치 및 궁내 건물 단속에 관한 

사항 

서기관

또는 기정 

창경원 

동물원, 식물원과 표본실의 관리, 원내 고적 건

조물과 정원 수목의 수호 관리, 초화 재배와 입

원자 종람에 관한 사항 

서기관

또는 기정 

덕수궁 

미술관 

실물, 미술품의 조사 연구와 진열 보관, 궁내 

고적 건조물과 정원 수목의 수호 관리, 초화 재

배와 입궁자 종람에 관한 사항 

서기관 

경복궁 

사무소 

궁내 고적, 전, 각, 보물, 유물의 수호 관리, 정

원 수목의 관리, 관람자종람 사무에 관한 사항 
사무관 

종묘 

사무소

종묘, 칠궁의 위패, 어보 기타 건조물의 수호 

유지와 묘궁 내 수목 수호관리에 관한 사항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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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서 확대로 사무관 이상 정원은 늘었다.86 특히 종래 

별정직이었던 사무총국장의 직급이 일반직 이사관으로 

변경되었다. 무엇보다도 사무총국에 새로이 문화과, 관

리과, 창덕궁 사무소가 신설되었다.

<표 7>에서 보듯이 종전 경리과가 폐지되고 업무

는 총무과로 이관되었다. 또한 총무과에 있었던 능·원·묘

의 관리와 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물·미술품 관리 및 관

광 사무가 신설되는 문화과로 이관되었다. 아울러 문화

과 업무에 ‘역사적 또는 고전적 문화재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구황실재산사무총국에 <문화

과>가 신설된 것은 구황실재산이 문화재로 확실히 자리

매김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문화재의 보존

과 이용’이라는 문화재 보호의 기본 원칙이 포함된 것은 

86 사무관(9명→11명), 서기관 또는 기정(5명→6명). 

87 「구황실재산사무총국 직제」(각령 제50호, 1961년 7월 1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재 관리 기구로서의 성격을 잘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관리과가 신설되었는데 종전 총무과에서 담당

했던 토지, 산림, 조림, 임산물 처분, 임대료 사정 및 지적

도 정비 등과 새로 추가된 건물 기타 시설의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건물 기타 시설의 관리’는 부동산 문화재

로서의 건물과 그 시설물 관리를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영선과는 종전과 변동이 없으나 다만 ‘궁내 건물 단

속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었다. 이는 관리과의 ‘건물 기타 

시설의 관리’에 포함되어 영선과 업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창경원, 덕수궁 미술관, 경복궁 사무소, 종묘 사

무소 등의 업무내용에는 변동이 없다. 그리고 창덕궁 사

무소가 새로 신설되었다.

그런데 구황실재산사무총국 직제는 1년 후인 1961

년 7월 1일 각령 제50호에 의거 개정되었는데 주요 내용

을 보면 우선 정원은 98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직렬에 학

예직과 재경직이 추가되었다. 부서는 변동이 없으나 부

서장의 직급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영선과장은 건축기정, 

창경원장은 농업기정, 창덕궁과 경복궁 사무소장은 행정 

사무관으로, 종묘사무소장은 행정 주사로 변경하였다.87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은 1961년 10월 2일 각령 제181호에 

의거 폐지되고 새로 문화재관리국이 설치되었다.문화재

관리국은 일제강점기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

령」에 의해 지정된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

하던 문교부의 <문화보존과>와 구황실재산을 관리하는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이 통합되어 발족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1954년 9월 「구황실재산법」에 의해 

구황실재산이 역사적 고전적 문화재로 성격이 규정되었

고 1955년 6월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이 설치되었다. 구황

실재산사무총국은 구황실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가구로

서 단순히 구황실의 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보물, 고적, 명

승, 천연기념물 등 문화재 범주에 속하는 것들도 관리하

표 7 구황실재산사무총국 직제(1960년 5월)

부서 사무분장 비고 

총무과

기밀사항, 관인관수, 인사문서, 법령예규, 위

원회 사무, 도서 통계, 예산 결산, 경비의 지출, 

제수입의 징수, 재산태장의 정비, 물품의 구입, 

출납과 보관, 타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 

존치

(업무 조정)

문화과 

궁, 전, 릉, 묘, 보물, 미술품, 명승, 천연기념물, 

고적, 문헌 기타의 역사적 또는 고전적 문화재

의 보존과 이용 및 관광에 관한 사항 

신설 

관리과 

토지, 산림, 건물 기타 시설의 관리, 조림, 임산

물의 처분, 지가와 임대료의 사정 및 지적도 정

비에 관한 사항 

신설 

영선과
각 宮, 殿, 閣, 廟, 壇, 陵, 園, 墓 기타 건물의 건

조와 수리, 노무배치에 관한 사항 
존치 

창경원

동물원, 식물원과 표본실의 관리, 원내 고적 건

조물과 정원 수목의 수호 관리, 초화 재배와 입

원자 종람에 관한 사항 

존치 

덕수궁 

미술관 

실물, 미술품의 조사 연구와 진열 보관, 궁내 

고적 건조물과 정원 수목의 수호 관리, 초화 재

배와 입궁자 종람에 관한 사항 

존치

창덕궁 

사무소 

창덕궁과 비원내의 고적, 전, 각, 보물, 유물, 

원화 수목의 수호 관리와 관람자 종람에 관한 

사항

신설

경복궁 

사무소 

궁내 고적, 전, 각, 보물, 유물의 수호 관리, 정

원 수목의 관리, 관람자 종람 사무에 관한 사항 
존치 

종묘사무소 
종묘, 칠궁의 위패, 어보 기타 건조물의 수호 

유지와 묘궁 내 수목 수호 관리에 관한 사항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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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특히, 1960년 5월 구황실재산사무총국 직제에 <문

화과>가 신설되어 ‘궁능 원묘 및 보물, 고적, 명승, 천연

기념물 등 역사적 고전적 문화재의 보존과 이용’ 사무가 

공식 분장됨으로써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은 실질적으로 

한국 최초의 문화재 관리 전담 기구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Ⅵ. 맺음말

구황실재산은 1894년 갑오개혁 때 왕실 재정이 정부 

재정과 분리되어 궁내부에서 관할하면서 형성되기 시작

하였고 그것이 일제의 침략에 의해 국유화라는 명목으로 

침탈 정리되었다. 일제강점기 구황실재산은 이왕직에 의

해 기본 재산, 세습 재산, 보통 재산으로 분류되어 관리되

었는데 이는 구황실에 대한 합법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정부 수립 후 1954년 「구황실재산법」이 제정 공포됨

으로써 구황실재산은 국유화와 함께 역사적 고전적 문화

재로 성격이 규정되었으며 구황실재산사무총국에 의해 

관리되었다. 그 후 구황실재산 중 영구 보존 재산으로 지

정된 재산은 1963년 「문화재보호법」 1차 개정 시 부칙 제

2조에 의거 국유 문화재로 정식 편입되면서 비로소 한국 

문화재관리체계로 통합되었다.

종합하여 정리한다면, 한국의 문화재 형성과 문화재 

관리 제도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연원인 근대 문화재 법제

와 구황실재산 관리 제도가 하나로 통합되어 이루어졌다

고 할 수 있다. 근대 문화재 법제의 변천이 일본의 그것을 

식민지 조선에 이식·적용하여 문화재를 규율하고 관리하

는 과정이었다면 구황실재산 관리는 일제가 대한제국을 

식민지화 하면서 구황실재산을 침탈하고 정리하여 운용

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으로 이 각기 다른 두 개의 흐름이 하나로 합쳐지는 계기

가 마련되었고 결국 1961년 문화재관리국 설치와 1962년 

주체적인 「문화재보호법」 체제가 성립됨으로써 제도적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질적인 연원을 가진 문화재관

리체계가 통합되어 초기에는 제도 운영에 어려움과 문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대한제국이라는 민

표 8 구황실재산사무총국 직제와 문화재관리국 직제 비교표

부서명 구황실재산사무총국(1960년 5월 27일) 부서명 문화재관리국(1961년 10월 2일) 

총무과

기밀사항, 관인관수, 인사문서, 법령례규, 위원회 사무, 도서통계, 예

산결산, 경비의 지출, 제수입의 징수, 재산태장의 정비, 물품의 구입, 

출납과 보관, 타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 

서무과 
기밀사항, 관인관수, 인사, 문서, 법령례규, 통계, 예산, 결산, 회계, 용

도, 제수입의 징수, 기타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문화과 
궁, 전, 릉, 묘, 보물, 미술품, 명승, 천연기념물, 고적, 문헌 기타의 역

사적 또는 고전적 문화재의 보존과 이용 및 관광에 관한 사항 
문화재과

궁, 전, 릉, 묘, 보물, 미술품, 국보,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문헌 기타

의 역사적 또는 고전적 문화재의 보존 및 이용, 동물, 식물 및 관광에 

관한 사항

관리과 
토지, 산림, 건물 기타 시설의 관리, 조림, 임산물의 처분, 지가와 임대

료의 사정 및 지적도 정비에 관한 사항 
관리과 

토지, 산림, 건물 기타 시설의 관리, 조림, 임산물의 처분, 지가와 임

대료의 사정, 지적도 정비, 궁, 전, 각, 묘, 단, 릉, 원, 묘 기타 건조물의 

건조 및 수리에 관한 사항

영선과
각 宮, 殿, 閣, 廟, 壇, 陵, 園, 墓 기타 건물의 건조와 수리, 노무배치에 

관한 사항 
- -

창경원
동물원, 식물원과 표본실의 관리, 원내 고적 건조물과 정원 수목의 수

호 관리, 초화재배와 입원자 종람에 관한 사항 

창경원

사무소 

동물원, 식물원, 표본실, 장서각, 원내고적, 건조물과 수목의 수호 관

리 및 관람자종람에 관한 사항

덕수궁 

미술관 

실물, 미술품의 조사 연구와 진열 보관, 궁내 고적 건조물과 정원 수

목의 수호 관리, 초화재배와 입궁자 종람에 관한 사항 

덕수궁 

사무소

미술관, 궁내 고적, 보물, 유물, 식물, 궁내 수목의 수호 관리와 관람자 

종람에 관한 사항

창덕궁 

사무소 

창덕궁과 비원내의 고적, 전, 각, 보물, 유물, 원화 수목의 수호 관리와 

관람자 종람에 관한 사항

창덕궁

사무소

창덕궁과 비원내의 고적, 보물, 유물, 원내 수목의 수호 관리와 관람

자 종람에 관한 사항

경복궁 

사무소 

궁내고적, 전, 각, 보물, 유물의 수호 관리, 정원 수목의 관리, 관람자 

종람 사무에 관한 사항 

경복궁

사무소 

미술관, 경복궁과 7궁 내의 고적, 보물, 유물, 궁내 수목의 수호 관리

와 관람자 종람에 관한 사항

종묘

사무소 

종묘, 칠궁의 위패, 어보 기타 건조물의 수호 유지와 묘궁 내 수목수

호 관리에 관한 사항 

종묘  

사무소 
묘내 고적, 보물, 유물, 수목의 수호 관리와 관람자 종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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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국가에 연원을 둔 구황실 관련 문화재와 식민지 지배 

체제에서 창출된 근대 문화재관리체계와의 혼재에서 오

는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했다. 한국정부는 1956년, 1960

년, 1962~63년 세 차례에 걸쳐 문화재 재지정 절차를 추

진하였는데 대부분 일제강점기 법령에 의해 지정된 문화

재 중심으로 재지정 되었고 조선시대 궁궐 등은 후순위에 

88 사적 제117호(경복궁/1963.1.21), 제165호(창덕궁/1962.7.25), 제166호(창경원/1962.7.25), 재167호(덕수궁/1962.7.25), 제168호(종묘/1962.7.25), 문

교부 고시 제161호(1962.1962.7.25), 제174호(1963.1.21). 

* 본 논문은 저자의 2019년 박사학위 논문 「한국 문화재 제도 형성 연구」 중 일부 내용(제3장)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배치되었다.88

구황실재산 관리와 근대 문화재 관리가 제도적으로 

통합되어 복합적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은 한국 문화재 관

리 제도의 독특한 특징인 동시에 한계로서 이는 향후 지

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표 9 구황실재산관리 관련 법령 비교표

구분 구왕궁재산처분법(1950.4.8.) 구황실재산법(1954.9.23.)

조문 
- 법률 제119호

- 본문 7개조, 부칙 2개조 

- 법률 제339호

- 본문 제12개조, 부칙 2개조 

목적 - 구왕궁(구황실)재산의 국유화(구왕궁재산의 국유화, 처분)
-  구황실재산을 역사적・고전적 문화재로 영구 보존 관리하기 

위함(구황실재산의 문화재 개념화, 보존과 관리)

구왕궁(구황실) 재산 범주 - 구한국황실, 의친왕궁 소유 재산으로 舊이왕직에서 관리한 재산 
-  구한국황실 소유 재산으로서 舊이왕직에서 관리하던 재산 

및 권리 

국유대상 

- 중요한 궁전의 건물과 대지

- 중요한 미술품, 역사적 기념품, 문적

- 기타 영구 보존을 요하는 것

- 중요한 단, 묘, 사, 원, 전, 궁, 릉, 원, 묘와 그 건조물 및 부지

- 중요한 미술품, 역사적 기념품, 문적

-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 영구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것

업무관장기구 

- 구왕궁재산 관리 및 처분

  ・ 임시구왕궁재산관리위원회(국무총리 소속)

- 구왕궁재산 처리 및 집행

  ・일반 국유 재산 관리 기관(재무부)

- 구황실재산 관리 심의

   ・ 구황실재산 관리위원회(대통령소속)

- 구황실재산 관리 집행

   ・ 구황실재산사무총국(대통령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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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Old Imperial Estate and Cultural 
Property Management System
-Focused on Inclusion of Imperial Estate as Cultural Property-

The cultural property management system of  Korea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modern cultural assets 

acts and the old imperial estate management system enact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cademics have 

researched the cultural property management system oriented on the modern cultural assets acts, but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to the old imperial estate management system, which is another axis of  the cultural property 

management system.

The old imperial estate was separated from the feudal capital by the Kabo Reform, but was dismantled during 

the colonial invasion of  Japan and managed as a hereditary property of  the colonial royal famil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fter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the Imperial Estate Act was enacted in 1954 and defined 

the estate as a historical cultural property managed by the Imperial Estate Administration Office.

At this time, imperial estate property that was designated as permanent preservation property was officially 

recognized as constituting state-owned cultural assets and public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of  the Act’s 

supplementary provisions during 1963, when the first amendment to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 was 

implemented.

In conclusion, Korea’s cultural property formation and cultural property management system were integrated 

into one unit from two different sources: modern cultural assets acts and the old imperial estate property 

management system.

If  the change of  modern cultural assets acts was the process of  regulating and managing cultural property by 

transplanting and applying regulations from Japan to colonial Joseon, the management of  the imperial estate was 

a process by which the Japanese colonized the Korean Empire and disposed of  the imperial estate. Independence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d the opportunity to combine these 

two different streams into one. Finally, this integration was comple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Act in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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