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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전지역에 유형․무형의 근대문화유산을 지켜내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현실은 도시의 역사적 가치나 정체성에 
판단이 약해지고, 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에 정책적 근거의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 기록유산으로서 자료는 지
역의 특성이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지역의 ‘물리적․정신적 표상이 될 수 있으며, 역사나 문화적 특징을 갖는 
다양한 건조물 또는 경관 이미지는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의 콘텐츠로서, 그리고 사라져가는 근대문화
유산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지역 아카이빙에서 얻
어지는 근대문화유산으로서 자료의 가치 이해와 활용이 공동체의식과 지역민의 애착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첫 단계
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보존과 활용을 통해서 근대문화유산의 진정성을 유지하고, 도시재생의 차원에서 정주성 및 유
대감의 형성과 문화․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주제어 : 아카이빙, 근대문화유산, 기록유산, 대전지역, 가치, 활용

Abstract  The reality which cannot protect existing tangible․intangible modern cultural heritage in Daejeon is 
makes historical value and identity of a city weakened and then, this leads to absence of the foundation of 
urban regeneration based on the history. References as recording inheritance indicates characteristics or identity 
of the area and they represent the physical․mental symbol of the area; images of diverse structures or sceneries 
with historical or cultural characteristics are contents of urban regeneration based on history and culture, which 
can be utilized as historical sources to verify realness of disappearing modern cultural heritage. Therefore, 
understanding and utilization of modern cultural heritage through this study on regional archiving can be deemed 
to be the first stage to bring community spirit, affection and pride to local residents. In this connection,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a policy direction not only to maintain realness of modern cultural heritage through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but also to expect formation of settling and fellowship as well as cultural․economical 
effect from the viewpoint of urban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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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 근 기에 도입된 새로운 문물들은 산업과 도시, 

그리고 통 인 경 에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마다 건축물이나 산업시설과 같은 역사 인 건조물

이나 도시 경 은 새로운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으로 지역

의 특성을 살린 마을 만들기나 특화된 도시공간으로 조

성하거나, 홍보․  콘텐츠로의 개발과 같은 기존 용

도에서 변용(變容)이 가능한 로그램을 용하여 활용

하기 한 방안이 강구되어져야할 시 이다. 

근 문화유산은 근 기 이후 도시화된 공간 속에서 

지역에 역사성과 정체성, 그리고 생활사 인 측면에서 

요한 자원이며, 이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변하고 

상징  요소가 될 수 있는 요한 사회 자산이다.  

1960～80년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한 도시에 발

으로 근 기 형성된 근 도시의 이미지와 문화  경 의 

괴와 함께 한 세기동안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던 많은 

문화유산이 사라져 갔다. 무엇보다도 도시의 지역 정체

성을 내재하고 있는 문화유산이 사라지면서 자연과 도시, 

그리고 그 안에 거주자와의 계 속에서 생성된 근 기

의 "새로운 문화  경 "에 한 보존은 항상 도시 재생

의 정책과는 치되는 형국이 되었다. 

본 연구의 공간  범 로 과 같은 근 기를 도시 

형성의 시 으로 하는 도시에 역사와 이미지는 지 까지 

일제강 기라는 태생  한계와 건축물을 비롯한 건조물

에 기능성, 내구성에 한 한계를 기 으로 평가되어지

면서 평가 기 에 미치지 못하는 많은 역사  근 문화

유산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실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기존 도심에 공동화와 경제  어려

움에 따라 새로운 기능이 요구되었고,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응하는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 시작하 다. 역사

 기반을 가진 도시의 근 문화유산은 도시재생에 요

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지역민에게 그 지역의 

역사를 이해시켜  자료가 문헌으로 다루어지는 사료들 

외에는 근 문화유산의 활용을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이

미지나 당시의 기록화 자료가 무하여 역사  가치나 

정체성에 단이 약해지고, 남아있는 역사  자원에 보

존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해 활용하기 한 자

료의 부재로 이어졌다. 따라서 지역사에 한 아카이빙1)

1) “공적인 기록의 보존을 처리하는 과정” 또는 “컴퓨터 파일의 

의 다양성 추구와 공동체  삶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제시되는  지역의 활동 사례를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해 2011년 문화체육 부 지원에 의해 

지역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한 민․ ․학계가 연

계하여 연구․진행된 아카이빙과 그와 연 된 활동을 통

해서 얻어진 기록유산을 심으로 지역사 자료들은 근

도시의 정체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이미지화되어있는 시

각  자료들로서 그 가치가 새롭게 규명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한 이 자료들을 통해 근

기 에 도시 역사를 표출할 수 있는 남아있는 근 문

화유산에 한 지역사 속에서의 의미와 옛 모습을 재조

명하고, 한 건축 ․경 가치의 활용에 있어서 도시 

재생을 한 정책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제언하고

자하는 것이다.      

2. 근대문화유산에 의의와 분류체계 

2.1 문화재 보호제도와 문화유산의 개요

우리나라의 근 문화 유산을 문화재 보호법을 근간으

로 등록문화재제도(2001)로 보호 받는다. 문화재 보호법

은 일제강 기와 한국 쟁의 ․후 사회  혼란기를 거

치면서 문화재의 약탈과 괴, 황폐화 등으로 부터 보호

하고 문화  향상과 문화 발 을 해 1962년 입법 제정

되었다. 문화재란 문화  소산으로 역사 ․학술 ․

술  가치가 높은 것 는 국민  문화의 형성으로 불가

결한 것이 문화재로 규정되어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이

러한 문화재를 통일 으로 보호하기 하여 기본법 인 

지 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2) 

문화재의 유형분류에서 보면 유 건조물, 유물, 기록

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분류되어 있다.3)

일시적 백업 컬렉션"을 의미하는 것으로 디지털 자원에 대
한 보존을 지칭한다. 또한 아카이빙의 대상이 되는 정보자원
이 생성될 당시의 모양과 느낌까지도 유지시켜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이를 참고한다면 지역 아카이빙은 지역의 기록을 
보존함은 물론 ‘기록’과 ‘기록화’라는 과정을 통해 지역 또
는 장소와 같은 삶의 증거라는 공동의 유산을 재생하는 아
카이빙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권순명, 지역 아카이빙을 위
한 기록화 방안 연구, 2009 기록학연구, p51.)

2) 김춘환, 문화재 행정의 법적 한계와 국민의 권리, 토지공법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578~579, 재인용 

3) 문화재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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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류 통해 근 도시의 특징을 갖는 지역에 공

간  특징과 건조물과 같은 구성요소들이 문화  경 으

로 지역민의 과거 생활사  당해 지역의 문화  특징 의

해 형성된 경 으로, 각각의 이해를 해 결여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근 문화유산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

시의 주 환경과 일체를 이루며, 보존을 통해 역사  풍

치를 형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화유산(Patrimoine, 

Cultural Heritage)’이란 용어는 본래 랑스에서 사용되

는 사용되어지는 용어로, 1830년에 역사건축물보호감독

 제도를 만들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공공의 재

산으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이때

부터 문화유산 보존이 공공정책 분야로 등장하기 시작한

다. 랑스의 역사와 술 유산(Patrimoine) 보호법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분야로 나뉘어 있다.

① 부동산(Bati et Naturel) - 역사기념물, 자연기념물

과 유 , 건축과 도시유산 보호지역(secteur 

sauvegardes), 고고학(발굴, 수 고고학연구, 고고

학연구, conseil superior, 고고학과 도시) 환경(자

연보호), 유산과 도시 

② 동산 - 술품,  

③ 유산의 조사와 연구 - 기념물 술품 목록 작성, 민

족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로 문화재와 문

화유산의 사  정의를 보면 ‘Property’는 개인소

유 재산(토지, 건물)을 말하며 ‘Heritage’는 특정 사

회의 문화에 속하는 통, 언어, 건물 등 과거로부

터 존재했고 역사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는 차이가 

보인다.4)

2.2 근대문화유산 관련 제도의 특징과 범위

등록문화재제도 제정으로 많은 근 문화유산들에 국

민의 심을 받게 되었다. 이는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

유산에 한 활용 진과 지정문화재에 비해 규제 완화 

등 문화재 보호 시책에 새로운 차원을 획을 는 큰 의미

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보호 상의 다양화는 지 까지의 건물 외에, 미술 공

, 유형 민속 문화재, 기념물이 등이 상으로 확 되고, 

4) 장호수, 문화재시론, 인문학콘텐츠학회, 2004, pp79~80

근 기 외국으로 부터 이되는 이국  문화와 산업화 

문물은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내고 마을이나·거리 풍경의 

요한 변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등록 기 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건설ㆍ제

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 는 건설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역사, 문화, 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  

가치가 있는 것, 지역의 역사ㆍ문화  배경이 되고 있으

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리 알려진 것,  기술발  는 

술  사조 등 그 시 를 반 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긴 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5) 

[Fig. 1] Kim, So-Weol’s The Poem Collection (1925,
Registered Cultural Property No.470-1) 
and Hong Nan-Pa’s The Original plate of 
Children’s Song Scores (1930, Registered 
Cultural Property No.47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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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Number of Modern Heritage. 2002~2012

5)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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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Classification Using of Cultural Heritage

Life Heritage

Life in 

General 

-Dietary life

-Housing life

· Sorage facility

· Dwelling site and Building (The site of the house, Housing, Village·City 

ruins, Housing facility, Modern house), Public buildings, Religious building

Scientific

Technique
-Industry 

· Manufacturing industry, Ceramics industry, Mining industry, Modern 

industries 

Institution 

Heritage 

Social

Relation 

-Political

 Diplomacy 

-Military

-Education

 /Culture

-Transpotation 

-Communication

· Accident , Location of accident, Diplomatic facility , Administrative office

· Battlefield 

· Education system(Cultural facility, Cultural space, Medical institution,    

Modern Educational and Cultural Facilities, Modern School Museum and 

gallery

· Road, Bridge, Railroad station, Modern Transportation facility

· Communication facilities (Post, Telephone and telegraph) 

· Modern Private document

· Modern Public document

· Government Office document, Modern National record

Recording

Heritage  

-Personal

 Records

-Public records

-National

 Records 

Concept

Heritage
Iterature -Visual Art · Picture and Movie

Culture

Background 
Landscape

· Cultural landscape(Religionism, Ethnicity, Life character, History 

monumentality)

· Scenic Sites

<Table 1> Component-based Classes of Cultural Heritage

장호수의「문화재시론」에서 문화재 분류의 에 

따라 구성요소  승방법을 기 으로 나 고 있으며, 

분류의 기 이 문화의 구성요소 는 승방법에 따라 

나 어진다. 〈Table 1〉6)은 구성요소에 따른 분류방법

을 통해 근 문화유산  하 로 개되는 분류 내용 , 

근 문화유산과 연 성 있는 상을 심으로 정리해 보

았다. 

이들 분류 상을 심으로 기록화 자료에 나타는 근

기에 형성된 도시와 건축물 등을 통해서 앞으로 보존

과 활용 시책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기록․ 념․문화배

경 유산에 한 구체  범주에 해서 이 표를 참고 할 

수 있다. 

2.3 대전의 지역아카이빙 사례와 활용

의 도시를 형성하는 역사 ·물리  표상을 심

으로 바라봤을 때 지역의 시  배경과 성격은 근 기

6) 장호수, 문화재분류체계 시론, 인문학콘텐츠학회, 2004, p83. 
재가공.

를 기 으로 형성된 근  신흥도시라고 할 수 있다. 

원도심으로 지칭되는 역과 충남도청을 심으로 

한 시가지는 1905년 경부선 철도부설을 계기로 형성되었

으며, 이 곳에는 도시경 을 구성하는 다양한 근 문화

유산이 분포하고 있다.

지역 근 문화유산의 특징은 철도 심의 산업시설 

 근 도시의 기능을 담당했던 각종 행정업무  융, 

교육, 생산, 매 시설이 집 되어 있으며, 심부에는 유

통을 담당했던 인동시장(옛 시장), 앙시장(당시 

어채시장) 등이 지 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지역에서 근 문화유산과 련된 아카이빙

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2011년부터 2년간 

역시와 목원 학교 주 의 근 산업유산을 활용하는 

컨설  사업을 표 인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는 정책  지원 아래 지방자치단체와 학  각계 

문가들로 구성된  근  아카이 즈 포럼(DMAF)

을 결성하여 지역의 근  역사에 한 아카이빙과 

존하는 근 건축물을 활용한 지역의 문화의 활성화를 

한 컨설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다양하게 진행된 아카이빙을 통해 도시형성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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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 기, 한국 쟁과 괴․재건, 경제․산업화로 이

어지는 지역 근 사 자료를 조사를 하 다. [Fig. 3]은 웹 

검색을 통해 일본의 경매 사이트에서 발견하여 이를 지

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한 자료이다.

일본에 의해 한일합방 5주년(1915)기념으로 제작된 

1915년 제작된 ‘ 일반(大田一班)’ 홍보물이다.

이 안에는  기의 주요도로망, 시설물, 인구․행

정․경제 등 ‘ 의 발 사’ 등 도시형성과 그 세(勢)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Fig. 3] The front side of the Daejeon-Ilban(1915)

[Fig. 4] Jungang-ro of Daejeon (1930’s Postcards,
DMAF)

[Fig. 4]은 1930년  제작된 컬러화 된 사진엽서 자료

로 당시 역의 모습과 앙로의 모습을 담고 있다. 

[Fig. 5]는 옛 지도의 데이터베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웹사이트7)를 통해 찾은 자료로서 제작년도는 1945

년으로 되었다. 그러나 지도의 내용으로 보아서 1910년

7) http://www.themapdatabase.com

 일본에 의해 제작된 지도를 재편집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 게 지역아카이빙은 에 공개되지 않은 역사자

료 획득 는 혼재된 많은 사료들 속에서 자료들을 추출

이 가능하 고, 이를 통해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재조

명하고, 도시 형성과 변천  생활사를 담고 있는 역

을 심으로 인근지역에 남아있는 철도산업유산인 소제

동 옛 철도 사와 철도공사 제3보 창고(1956, 등록문화

재168호)의 활용과 자료 시, 근 문화유산답사  수집 

자료의 출간 등을 통해 지역사의 기록화 작업  근 문

화유산에 한  기존 인식의 재고 등에 성과를 이루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  인 기록물에 한 

조사과정에서 그 동안 밝 지지 않았던 자료들이 빛을 

보게 되었으며, 이외에도 일본이나 미국과 같이 우리나

라의 근 기에 정치나 외교  향력을 갖고 있던 나라

들에 웹사이트 등을 검색 하여 밝 진 경우도 상당수 있다.  

[Fig. 5] Map of Daejeon(1945, U. S. A)

기존에 지역사 자료들과 새롭게 얻어지는 자료들을 

서로 비교․분석하여 시 나 사건, 인물, 경 의 변천에 

해 정리해 나갈 수 있으며, 역사성을 가지는 도시공간

의 근 기 모습은 구술기록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지역

에 치한 근 문화유산의 활용이나 경  특징의 변천

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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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owntown of Daejeon(1951,「LIFE」) 

[Fig. 7] Collecting of The Historical Documents 
in Daejeon(DMAF)

한 문헌  자료로 명확하지 않았던 의 변천과 

과거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모습을 지도나 사진, 

엽서 등 이미지화 되어있는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의 근 와 재를 동시에 연  지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다.

 

[Fig. 8] Utilization of the railway official residence
(1930’s) in Soje-dong, Daejeon.(DMAF)

지역의 문화유산에 가치의 정의와 활용을 목 으로 

수집되는 자료의 궁극 인 목 은 지역민을 비롯한 사용

자로 하여  근이 쉬운 양질의 정보로 활용하고자하는 

것이다.   

[Fig. 9] Utilization of The Railway Official’s The
Third Warehouse(1956) in Soje-dong, 
Daejeon.(DMAF)

  

일반 으로 과거로부터 일어났던 많은 사실을 자료화

는 것이 얼마나 요하고, 후 에 이러한 기록을 고증하

고 활용하기 한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공감하고 

있지만, 텍스트화 되어있는 문헌자료와 이미지 자료는 

문가들에 의해  앞에 내놓으려는 시도가 많지 않

았을 뿐이다.

 

 

3. 결  론 

지역 아카이빙을 통해 얻어지는 자료들이 근 문화유

산으로써 가치에 한 이해와 이를 활용하기 한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문헌기록물 뿐만 아니라 근  기술  기록매체

에 의해 시각화된 이미지 자료 등은 재 디지털정보화

에 의한 콘텐츠 활용에 원 인 자료가 될 수 있다.  역

사의 인식도구로 이용자가 찾아가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역사에 한 정보를 알려주고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문화재 분류 항목 에서 건조물에 연 된 문

성 있는 역사의 이해와 실제에 한 지식의 요구에 따라 

문가는 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자료의 가

치를 향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근 건축물과 도시경 에 련된 이미지 자료는 

폭넓은 역사  사실 계의 확인을 통해 활용성과 가능

성을 제시하고, 교육과 홍보, 콘텐츠 등의 정보서비

스를 한 자료로 제공함과 동시에 근성을 높이고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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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차, 탐색방법 등을 고려한 다양한 시각화된 정보서

비스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근 문화유산에 한 아카이빙 자료의 콘텐츠화

에 한 연구와 활용은 실제에 용할 수 있도록 개발인

력 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자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차 근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해 경험을 쌓

은 지방자치단체  시민·연구단체가 늘어나면서 소요되

는 필요한 정책과 지식, 기술을 보다 체계 이고 실천

으로 실행하고, 기반 마련을 한 활용 매뉴얼이 제작될 

수 있도록 뒷받침 되어져야 한다. 한 이 매뉴얼을 바탕

으로 지역마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한 이해와 

실행의 폭이 훨씬 넓고, 깊어 질 것으로 상되며, 그 가

운데서도 활용성이 높은 근 문화유산을 사회 으로 공

유의 재산으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환원해 나가는 방안

을  검토되어야 하며, 지역민과 근 문화유산의 보

존과 활용을 해 서비스할 수 있도록 아카이빙과 서비

스 이용을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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