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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化財保護와 憲法
1)

崔 大 權*

Ⅰ. 머리말

文化財란 어떠한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國家는 문화재를 보호하여

야 할 責務가 있는가? 있다면 국가가 지니는 문화재보호의 책무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문화재 보호는 왜 하는 것이며 문화재 보호의 목표는 무엇인가? 

국가가 문화재보호의 책무를 지니는 것이라면 그 책무는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

지 수행․완성되어야 하는 것인가? 문화재는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보호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보호가 효율적인가 혹은 효과적인가? 

나아가 후술하는 바와 같이 文化財保護法(2001)은 이 법이 포섭하는 문화재를 상

당히 폭넓게 정의하고 있으나 그것으로 문화재보호법이 定義하는 문화재의 정의

가 충분히 포섭하는 정의인지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동시에 문화재의 보호가 

국가의 책무라면 문화재보호의 책무는 문화재의 인지, 조사, 보전, 복원, 전승, 발

전, 관리, 활용 등의 책무 문제를 포섭할 것이며, 국내 소재 문화재의 불법반출 

방지의 문제를 위시하여 만약 문제의 문화재가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외국

에 반출된 문화재 환수 내지 반환 노력의 책무를 포함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문

화재의 보호의 책무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손에 있는 다른 나라

의 문화재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권리나 책무가 있는 것인가? 나아가 문화재 

보호의 문제는 국가의 책무 문제로만 끝나는 것인가? 人間으로서 그리고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인 國民으로서 個人은 문화재와 관련하여 어떠한 위치 내지 지

위에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하여 문화재보호의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화두를 풀어나가려는 것이 이 의 목적이다.

그러한 만큼 국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가 문화재보호의 문제를 접

근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한편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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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서 이야기하는 文化國家의 문제도 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재보

호의 문제를 이곳에서 풀어나가는 방법은 體系的 接近方法(systems approach)1)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전체적․체계적으로 철저하게 문화재보호의 문

제를 접근하게 만들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Ⅱ. 文化財란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1. 文化財의 定義

오늘날 문화재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문화재

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그러나 

과연 무엇이 문화재이냐 하는 客觀的인 定義의 문제와 그러한 문화재는 왜 보호

되어야 하느냐 하는 理由 내지 目標設定의 문제에 이르게 되면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아니함을 곧바로 알게 된다. 설사 어느 무엇이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호되어야 할 문화재인지의 문제에 이르게 되면 그것 또한 쉽지 아니한 문제임

을 알게 된다. 사실 문화재보호의 명제만 하더라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차 사라

지거나 훼손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있어야 할 사람 손에 있지 아니

하기 때문에 문화재가 문제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라지거나 훼손될 

위험이 전혀 없는 문화재라면 혹은 그렇게 되더라도 전혀 무방한 경우이거나 누

구의 손에 있더라도 상관이 없는 경우라면 그것은 문화재가 아니거나 문화재로

서 보호하여야 할 의미 내지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화재의 정

의의 문제라든지 문화재 보호의 문제는 價値判斷이 개재되어 있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을 문화재로서 보호하여야 하느냐, 어디까지 혹은 어떻게 

보호하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만큼 가치판단

을 배제하고 순전히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문화재를 정의하는 일은 불가능하

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재란 열려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權威的으로 행하여진 定義를 중심으로 하여 문화재 정의의 문제

를 한 번 다루어보자.

이희승의 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문화재란 “① 문화 가치가 있는 사물. ② 건조

물․회화․조각․공예품․서적(書跡)․필적(筆跡)․전적(典籍)․고문서(古文書) 등

1) C. West Church, The Systems Approach(New York: Dell Publishing Co., 19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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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높거나 고고(考古) 자료가 되는 유형(有形)문화재 및 

연극․음악․공예 기술 등에서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높은 무형(無形)문화재․

민속(民俗)문화재․사적․명승(史跡 名勝)․천연 기념물의 총칭”이라 정의되고 있

다. 위 ①의 “문화 가치”가 무엇을 문화 가치라고 할 것인가의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위의 ②는 문화 가치를 좀더 객관적인 구체적 기준을 가지고 문화재를 정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예술상”이라고 하

는 역시 열려있는 개념을 가지고 문화재를 정의하고 있음도 살필 수 있다. 다만 

위의 ②의 정의를 통하여 문화재라고 하는 개념이 어떠한 내용이나 사항을 포섭

하고 있는가를 짐작케 하기에 충분한 정의를 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가하면 文化財保護法은 문화재를 “人爲的․自然的으로 形成된 國家的․民
族的․世界的 有産으로서 歷史的․藝術的․景觀的 價値가 큰” 有形文化財, 無形
文化財, 記念物, 民俗資料를 가지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 有形文化財, 無
形文化財, 記念物 및 民俗資料를 각기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항).2) 위의 국어대

사전의 정의와 비교하면 문화재보호법의 정의는 그것이 법규정의 성격상 좀더 구

체적이고 자세하다는 점, 그리고 조항의 선두에 나오는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을 그 뒤에 따라 오는 사항을 좁게 한정하는 限定詞로 이해하는 경우에 문

화재보호법 상의 정의가 이희승의 그것보다 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

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이외에는, 이 두 정의가 대체로 대동소이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왜냐하면 역사적․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이 국가적, 민족적 

혹은 세계적 유산이며, 국가적․민족적 혹은 세계적 유산이라 할만한 것이란 역

사적․예술적 혹은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국가

적․민족적․세계적 유산을 重疊的으로 국가적 유산도 되고 동시에 민족적 유산

이자 세계적 유산이어야 한다면 문화재보호법의 정의는 확실히 이희승의 그것보

다 훨씬 좁은 한정된 문화재 정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적 혹은 

민족적 유산이 동시에 세계적 유산이고 그리고 세계적 유산이 동시에 국가적 혹

은 민족적 유산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국가적․민족적․세

계적 유산을 한정적․중첩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면 문화재보호법은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헌법 제9조)을 도모할 수 없거나 “인

류공 에 이바지”(헌법 前文)하려는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

2) 정문교, 문화재행정과 정책(서울: 지식산업사, 2000) 제1부, 제1장(11-35면: 문화재의 

개념과 지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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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약상의 의무이행에 불충분하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한 만큼 국가적․민

족적․세계적 유산을 例示的으로 해석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재의 정의 자체는 문화재보호법이나 국제조약상의 국가의 의무를 한정하는 

엄격한 한정사로 이해할 것이 아니고 다양한 해석과 새로운 견해에 대하여 開放
된 定義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즉 만고불변의 문화재 정의는 없다.

문화재의 정의에 관한 이러한 이해는 우리나라 문화재보호관련입법의 역사나 

문화재보호에 관련된 국제조약법 상의 정의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 가령 우

리나라에 적용된 일제시대의 문화재관련 일련의 입법들을 一瞥하면3) 우리나라 

독자의 근대적 의미의 문화재보호 의식의 성장과 제도가 마련되기 이전의 단계

에서 일제에 의하여 제정․시행된 입법이었고 그것들은 일제의 한국통치의 성격 

내지 목표에 의하여 정의되는 것이다. 그것은 “형식적 법치주의를 제도적으로 내

세운 총체적 수탈정책”의 표현이요 “遺蹟地調査나 圖譜의 作成 또는 寶物․古蹟
의 指定과 保存措置 등에 관하여 약간의 긍정적인 면”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기

본적으로 “민족문화재의 무법적인 약탈이나 민족문화를 말살하려던 문화재파괴의 

만행을 덮을 수 없음은 명백하다.”4) 일제에 의한 최초의 문화재관련입법이라 할 

1910년의 鄕校財産管理規程의 향교재산이라든지 1911년의 寺刹令의 “토지, 삼림, 

건물, 불상, 석물, 고문서화, 기타의 귀중품”이라든지 1916년의 古蹟及遺物保存規
則에서 “고적이라 칭하는 것은 貝塚, 석기, 骨角器類를 包有하는 토지 및 竪穴 
등의 선사유적, 고분과 도성, 궁전, 城柵, 關門 교통로, 驛 , 烽燧 官府, 祠宇, 壇
廟, 사찰, 陶窯 등의 遺蹟 및 戰跡 기타 史實에 관계있는 유적을 말하며, 유물이

라 칭하는 것은 년대를 거친 塔, 碑, 鐘, 金石物, 憧竽, 石燈 등으로서 역사, 공예 

기타 考古의 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이라 한 것이라든지 그 보존대상을 고적과 

유물을 포함하여 명승과 천연기념물까지 확대하고 보물제도를 새로 첨가한 1933

년의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의 정의가 그러하다.
국제적 차원에서, 武力衝突 時의 文化財保護에 관한 헤이그협정(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1954)은 “…

건축, 예술 또는 역사적 기념물과 같은 모든 민족의 문화유산에 매우 중요한 동

3) 문화재보호관련 국내 입법사에 관하여, 吳世卓, 日帝의 文化財政策 ― 그 制度的 側
面을 中心으로, 일제의 문화정책 평가 세미나(1996. 12. 3.) 제출 논문(서울: 문화재관

리국, 1996); 김형만, 문화재반환과 국제법(서울: 삼우사, 2001), 51-58면 등 참조.
4) 전게 吳世卓, 日帝의 文化財政策,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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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혹은 부동산…” 등 여러 항목을 예시적으로 나열하여 이 협정에서 취급하고 

있는 문화재(cultural property)에 관한 정의를 행하고 있다(제1조). 그리고 우리나

라도 가입한 1970년의 UNESCO협정(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의 경우에는 각 국가가 특별히 지정하는 “고고학, 선사학, 역사학, 문학, 

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한” 11개 항목을 나열하여 문화재를 정의하고 있다(제
1조). 그러나 1972년의 UNESCO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은 재산권적 냄새가 짙은 문화재(cultural 

property)라는 용어 대신 “… 기념물 … 건조물군 … 유적 …” 등에 대하여 문화

유산(cultural heritage)이란 개념을 사용하면서 이와 함께 “… 자연적 지형 …” 등 

자연유산(natural heritage)의 개념을 첨가하여 국제적 보호의 대상인 문화유산(제1

조) 및 자연유산(제2조)을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盜難 당하 거나 不法搬出된 문

화재의 善意의 구매자에 대한 보호의 범위를 한정하려한 1995년의 UNIDROIT협

약(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은 1970

년의 협약을 기초로 하면서도 부속서 목록에 실린 범주에 속하는 문화재로 종교

적 혹은 세속적 근거에서 고고학․선사학․역사학․문학․예술 혹은 과학적 중

요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여(제2조) 문화재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 보인다. 문화

재를 cultural property 대신 cultural objects로 표기한 것이라든지 각 국이 특별히 

문화재로 지정한 것임을 요구하지 아니함으로써 각 국이 특별히 지정하지 아니

한 것들도 협약의 대상인 문화재로 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까닭이다.5)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로 하여금 문화재를 정의하는 일의 성격을 살피게 만들

어 준다고 생각한다. 가령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 내지 조약법 상의 정의는 상당

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전문가의 견해나 여론에 반하여 

그 정의가 한정적․제약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학문적 연구성과나 인식 및 여론과 정책 혹은 국제정치의 변화에 따라 

법 해석작용을 통하여 혹은 입법을 통하여 법 상의 정의가 확장되는 경향을 관

찰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문화재의 정의는 현재를 위하여서나 미래를 위하

여 방향을 지시하여 줄 뿐인 상당히 개방된 정의라고 생각된다. 그러한 만큼 문

화재의 정의 자체에 오래 머물러 있을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며, 다만 문화재 정

의의 문제는 어느 구체적인 물건이나 상황을 놓고 막상 그것이 문화재인지, 보호

5) 김형만, 문화재반환과 국제법, 제2장(문화재의 법적 정의와 법적 관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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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인지, 입법을 통한 국가적 보호의 이유 내지 목표가 무엇

인지 등을 판단하는 경우에 견해의 차이와 다툼의 여지 및 역사적 변화 내지 발

전적 노력 전개의 여지를 들어낼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

각한다.6) 나아가 그것은 궁극적․기본적으로는 문화적․역사적 자산을 아끼고 사

랑하며 존중하는 마음이라든지 보는 눈과 보호의 의욕을 길러주고 형성하는 文
化財保護敎育의 重要性을 암시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문화재보호가 

국가의 책무라고 하든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고 

문화재보호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여 문화재를 보호한다고 하든 그것은 궁극적

으로는 문제를 바라보고 이해하며 혹은 문화재보호법을 운 하는 사람의, 그리고 

크게는 市民의, 價値觀과 眼目 및 保護 意慾과 努力 등에 의존하는 문제이기 때

문이다.

2. 文化財保護의 目的

그러면 문화재는 왜 보호되어야 하는가, 문화재보호는 왜 중요한 것인가, 문화

재는 그 보호이든 전승이든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바로 이 질문에 답

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의 目的條項을 살펴보는 것은 한 가지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일정한 이유 내지 목적을 위하여 이 법률은 제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법률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 내지 존재이유가 문

화재를 보호하여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닐까? 문화재보호법은 目的條項(제1
조)에서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선언하

고 있다. 이 목적조항을 분석하여보면 민족문화의 계승이 중심이고 국민의 문화

적 향상의 도모와 인류문화의 발전에 대한 기여는 기능적으로 이해한 문화재보

호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민족문화는 왜 계승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국민의 문

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하여서이다 라고 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족문화의 계승․향상이란 결국 세계 속의 민족적 

또는 민족적 공동체 삶의 文化的 正體性(cultural identity)의 계승․향상이라 바꾸

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문화재보호를 통하여 계승․발전하는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은 우리 민족에 대

6) 문화재청이 발간한 문화재 보존관리 중장기 계획(대전: 문화재청, 2000); 정문교, 문화
재행정과 정책, 제3부 제4장(307-317면: 문화재행정의 발전과제)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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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긍심과 내 것에 대한 사랑 및 자신감을 심어주며 우리 민족의 삶에 심리적 

안정성을 부여하여 준다고 판단된다. 즉 문화적 정체성이 한국민족(국민)을 한국

민족(국민)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7) 이러한 문화적 정체성의 기초 

위에 민족적(국민적) 문화․예술․학문을 꽃 피워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나아가 예컨대 고구려벽화 인물도의 의상 등 디자인․색감

들이 현대감각에도 조금도 손색이 없어 현대적․창조적으로 승화하여 활용되는 

경우의 經濟的․商業的 活用의 可能性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한 만큼 우리나라 헌법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

달에 노력”하여야 할 책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제9조). 문화재보호법은 이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具體化立法에 지나지 않는다. 나아가 오늘날 세계화의 추

세에 부응하여, 우물 안의 개구리 내지 우리만의 골목대장 같은 구호나 자화자찬 

및 자국문화 우선주의에 머물지 아니하고 人類文化에 대한 우리 몫의 寄與 의무

를 우리나라 헌법은 선언하고 있다. 우리 헌법 前文이 선언하고 있는 대한국민의 

세계평화와 인류공 에 대한 기여의 목표 내지 책무를, 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우리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은 인류문화의 발전에 

대한 기여의 목표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문

화 내지 문화재의 역을 뛰어넘어 ―문화 내지 문화재의 역에서는 과거로부

터 우리나라는 약탈․반출 등 형태의 수출국가 다고 할 수 있다― 예술과 학문

의 역에서도 수입을 주로 하는 나라가 아니라 민족문화의 계승․발전의 바탕 

위에 우리도 인류사회의 예술과 학문에 기여하는 나라, 藝術과 學問의 輸出國이

어야 한다는 명제가 나온다. 歌舞에 능한 것은 예로부터 알려진 우리 민족문화의 

전통이거니와 오늘날의 중국․동남아시아에서 휩쓰는 소위 韓流는 그러한 표현

형태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의 동일한 목적조항(제1조)에서 “民族文化”와 “국민의 문화적 향

상”을 함께 쓰고 있어 이를테면 民族과 國民을 혼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즉 민족과 국민이 동일어인지 상이한 개념의 단어인지의 의문이 일응 있을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두 단어가 다 동일한 nation에 바탕을 두고 있는 단어

이기 때문에 민족과 국민은 사실은 동일한 개념이고 따라서 혼동을 막기 위하여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여러 곳에서 이미 여러 번 지적한 

7) 崔大權, “헌법의 連續性과 變化에 관한 談論 ― 傳統과 社會的 弊習을 중심으로,” 서
울대학교 法學 제44권 1호, 86-106면, 특히 92-93면(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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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다.8) 또 헌법 제9조에서 傳統文化와 民族文化를 함께 쓰고 있어서 이 양 개

념이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인지의 문제도 한 번 분명히 

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어느 쪽이든 계승․발전․창달을 문제로 삼

는 만큼 그리고 계승․발전․창달의 가치가 있는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인 만큼 

이 양자는 동일한 것이라 생각된다.9) 계승․발전․창달의 가치가 없는 전통문화

나 민족문화라면 그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그것은 社會的 弊習(헌법 前文)10)으로서 타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

문이다. 전통문화란 결국 민족문화가 아닐까? 이곳에서는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

(민족적 정체성)를 이야기하는 것이리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타민족의 전

통문화라면 이곳에서 규정할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외에 어떠한 전

통문화를 헌법 제9조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전승․발전시키려 하는 전통문

화라면 그것은 창달하여야 할 민족문화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창달시

키려 하는 민족문화라면 그것은 전통문화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통문화가 민족문화의 중심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

다. 사실 뇌물수수의 관례의 예에 비추어 보면 아무리 오래된 관행이라고 하더라 

단지 전승된 것이라고 하여 그것을 전통문화라고 하지 아니한다. 뇌물수수는 타

파하여야 할 사회적 폐습일 뿐이다. 그러므로 전통문화란 선호의 價値判斷이 개

재된 選別과 傳承의 努力에 의하여 형성되는 현상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1) 그러므로 전통이란 창조되는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12) 그러나 바람

직하다고 하여 그것을 전승하려고 다 노력하는 것도 아니며 노력한다고 하여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조선시대의 獨對禁止나 記錄을 남기는 전통이라든지 선비

정신13)과 같은 경우가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헌법에서 전통문화의 계승․발

8) 崔大權, 전게 “헌법의 連續性과 變化에 관한 談論,” 93면; 崔大權, 憲法學 ― 法社會
學的 接近(서울: 博英社, 1989), 제1부 제5장(“民族主義와 憲法”), 특히 117면 이하; 崔
大權, 憲法學講義, 증보판(서울: 博英社, 2001), 83-85면.

9) 崔大權, 전게 “헌법의 連續性과 變化에 관한 談論,” 서울대학교 法學, 93-95면.
10) 崔大權, 전게 “헌법의 連續性과 變化에 관한 談論” 참조.
11) 崔大權, 전게 “헌법의 連續性과 變化에 관한 談論,” 94-95면.
12) Erick Hobsbawm and Terence Ranger, ed., The Invention of Tradition(Cambridge: The 

University Press, 1983)의 제목 및 특히 이 책의 Erick Hobsbawm의 “Introduction: 
Inventing Traditions”과 M ax Radin, “Tradition” in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에 주목하라. 그리고 Carl J. Friedrich, Tradition and Authority(London: Macmillan 
Press, 197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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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그리고 민족문화의 창달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문화의 경우에는 

과거의 문화를 전승하는 경우이며 민족문화의 경우에는 미래지향적인 문화창조

를 주문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화란 첫째로 

그것이 전통문화이든 민족문화이든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민족문화라고 정의할만한 문화적 요소라면 민족적

(국민적) 정체성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즉 민족적 정체성을 중심 

내용으로 하여 선별적으로 전승되는 문화라는 요인을 배제한 민족문화를 상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계승․발전․창달의 대상이 되는 문화란 전통문화이자 

민족문화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의 민족문화(전통문화)의 논의에 비추어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목표 가운데 

으뜸가는 목표 하나는 世界 속에서 大韓國民(民族)의 文化的 正體性을 유지․발

전․창달시키려는 目標이다. 사실 대한민국헌법의 헌법제정권력자인 헌법전문에

서 말하고 있는 대한국민은 혈연적, 역사적 및 토적 요소 못지 아니하게 민족

문화 내지 전통문화에 의하여 정의되는 한국민족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문화재보

호의 목표 하나는 대한국민(민족)을 지키려는 것이다. 대한국민(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떠나서 대한국민(민족)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한국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목표는 대한국민의 패권이나 이익 내지 

우수성의 주장을 내용으로 하는 국수주의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人類文化
의 發展에 寄與하려는 目標와 함께 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문화재보호법 제1조). 대한국민은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항구적인 世界平和
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하려는 목표를 가진 대한민국을 수립하 던 것이다(헌법 

前文). 그러므로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 제1조의 목적조항은 大韓民國의 建立理
念(憲法理念)을 具體化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만큼 우리나라 문화재 보호 

목표의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문화의 계승․발전․창달을 통하여 문화적 多樣性
의 제공 등 문화적으로 인류공 에 기여하려는 목표이다. 문화적으로도 풍부하게 

함께 누리는 그러한 세상의 건설에 기여하려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의한 것이든 혹은 어느 나라에 의한 것이든 문화적 패권주의를 배

격하면서 이처럼 문화적으로 함께 누리며 사는 그러한 세계의 건설에 이바지하

13) 선비정신에 관하여, 李章熙, 朝鮮時代 선비 硏究(서울: 博英社, 1989); 정옥자, 우리 선
비(서울: 현암사, 2002); 정광호, 선비 소신과 처신의 삶(서울: 눌와, 200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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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의 목표는 人類共同의 文化遺産의 保護에까지 

이른다. 문화의 측면에서 세계평화와 인류공 에 이바지하는 길의 하나가 기원이

나 소유권과는 관계 없이(1954년 헤이그협약 제1조 참조) 인류공동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가입하여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하는 길일 

것이다. 이러한 문화재보호의 국제적 노력을 통하여 인류공동의 삶이 풍부하여질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가 인류문화유산의 보호에 관련된 국제협약에 가입하

는 이유의 하나는 확실히 우리나라가 인류공동의 문화유산의 국제적 보호 노력

에 동참하며 이로써 인류공동의 삶을 윤택케 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다. 다른 한

편 문화재보호의 실력도 없었고 문화재보호의식도 성숙되기 이전 프랑스․일제 

등에 의한 제국주의의 침략과 엄청난 양의 문화재약탈을 당하 던 지난 시기에 

알게 모르게 그리고 합법적 불법적으로 반출되고 빼앗겼던 우리의 문화재를 다

시 찾아오고 혹은 반환 받는데 유리한 國際的 環境을 造成하려는 목표도 우리나

라가 문화재보호 협약에 가입하는 이유의 하나일 것임에 틀림없다.14)

사실 문화재보호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國際 ｢社會｣가 존재하는 것이냐, 국제

협약을 통한 국제차원의 문화재(인류공동의 문화유산․자연유산) 보호의 목표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중동국가

를 비롯한 수많은 제3세계의 문화유산이 식민모국이거나 경제강국인 강대국의 

수중에 들어가 그 나라의 박물관을 살찌게 하고 그들이 선도하는 세계 역사학․

문명사학․고고학․인류학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이 시점

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기원이나 소유권을 거론치 아니하는 국제차

원의 문화재보호협약은 기존의 문화재보유의 현 국제질서를 고정하고 서양 중심

의 강대국이 주도하는 문화적 리더쉽을 계속 보유하려는 現狀維持가 제1차적 목

표이고 한편으로는 문화재 기원국들을 달래면서 이 이상의 문화 帝國主義를 抑
制하거나 어렵게 하려는 것이 제2차적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차원에서 문화재가 그 기원국이나 소유국에 되돌려주어 문화재가 

원래 있던 곳에서 빛을 발하게 하려는 목표를 가진 문화재보호협정이 체결될 가

망성은 거의 보여지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리하

여 문화재 반환은 거의 전적으로 기원국․소유국 當事國 간의 合意에 의존하고 

있다.15) 그러므로 위에 거론한 국제협약의 목표는 장차의 무력충돌시의 파괴나 

14) 전게 김형만, 문화재반환과 국제법 참조.
15)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극히 일부 문화재에 대한 한․일 간의 1965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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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로부터의 문화재보호16)나 장차의 문화재 불법거래의 억지 등에 모아져 있고 

결과적으로 기존의 소유질서는 즉 현상은 보전하자는 것이 숨겨진 목표인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문화재 및 그 보호의 중요성, 특히 그것이 인류공

동의 번 에 대하여 가지는 중요성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인류공동의 문화유산

의 보호 등)이 문화재보호관련 국제협약들의 드러난 목표일 것이다.

Ⅲ. ｢文化國家｣ 論과 문화재보호의 國家 責務

1. 文化財保護와 國家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는 국내적으로 민족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것이고 

민족문화의 계승․발전은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며 국제적․세계적 차원에서는 인류공동의 번 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은 위에

서 이미 지적한 바이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문화재보호에 관한 국가의 책

무는 우리나라가 文化國家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가? 國民의 文化財保護의 意
志 내지 意思 ―국민의 대표를 통하여 문화재보호법 제정의 모습으로 나타난 국

민의 의사―에 연유하는 것인가? 문화국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국가의 문화

재보호 책무의 문제를 살펴보자.

첫째로 문화국가란 무엇을 가지고 일컫는 것인가? 어떠한 것이 문화국가인가? 

대한민국은 문화국가인가? 우리나라(大韓民國)는 문화국가이고 문화재를 보호하

여야 할 국가의 책무를 문화국가의 원리로부터 도출해내고 있는 학자들이 있

다.17) 그리고 문화국가의 원리를 특히 헌법 제9조는 물론이고 그밖에 제69조를 

협정에 의한 반환은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게 김형만, 문화재반환과 
국제법, 제7장(현 국제공동체에서의 대표적 문화재 반환사례) 및 제8장(1965년 한․일 

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과 문제점’); 高崎宗司, 檢證 日韓會談(東京: 岩
波書店, 1996), 특히 81-83면 등 참조.

16) 이번(2003년4월)의 이라크戰爭의 진행과정에서 일어난 인류문화유산의 파괴와 바그다

드국립박물관 등에서의 약탈을 보면서 인류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약속

들(1935년의 예술 및 학술기관과 역사적 기념비보호에 관한 조약, 1954년의 무력충돌

시의 문화재보호에 관한 협약 등)이 인간의 탐욕과 무지와 권력정치의 편의(전쟁 등)
에 얼마나 무력하냐 하는 점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우리나라는 

일찍이 丙寅洋擾(1866) 때 문화국가임을 자부해온 프랑스에 의하여 자행된 문화재 파

괴와 약탈을 통하여 체험한 바 있다. 이때 불태우지 아니하고 약탈해 프랑스로 가져

간 우리나라의 문화재(外奎章閣圖書)를 아직도 돌려주지 아니하고 있어 한․프랑스 

사이의 선린우호관계 증진과 인류문화 공동번 의 노력을 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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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일련의 교육․예술 등 문화에 관련된 헌법조항으로부터 이끌어내고 있

다.18) 이러한 주장도 헌법 제9조 등 조항과 문화재보호의 국가책무를 이해하는 

하나의 설명방법일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대단히 형식

적․도식적인 설명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간파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

면 문화국가란 그것이 무엇이길래 헌법 제9조 등으로부터 그러한 문화국가의 원

리가 나오는 것이냐의 질문에 대답함이 없이 문화국가이니까 문화재보호의 책무

는 이로부터 당연히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국가

의 개념은 확실히 독일의 국가전통에 속하는 독일적인 개념이다.19) 독일 이외의 

나라에서 문화국가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나라는 보지 못하 기 때문이다. 그리

고 문화국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는 문화와 국가를, 특히 그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에 의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지적으로 문화에는 사고방식․행위양태의 뜻으로 쓰이는 사회학적 문화의 개념

이 있고 음악․예술과 같은 고도의 지적 활동의 산물인 소위 고급문화라는 의미

의 문화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다만 어떠한 의미의 문화 개

념을 사용하든, 특히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의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에, 문화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한 입장을 지닌다, 국가도 문화의 산물이다 

하는 의미에서는 문화국가가 아닌 나라는 이 세상에 어느 곳에도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동시에 문화에 대하여 일정한 목표와 책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든 문

화에 대하여 자유방임의 입장을 취하는 국가이든 각각의 의미에서 문화국가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7) 吳世卓․金銖甲, “文化國家의 槪念과 課題,” 忠北大學校 法學硏究 제4권, 3-30면
(1992); 金銖甲, 憲法上 文化國家原理에 관한 硏究, 1993년 高麗大學校 법학박사학위 

논문; 吳世卓․金銖甲, “文化國家原理의 實現構造,” 忠北大學校 法學硏究 제5권, 3-62
면(1993); 김수갑, “한국에 있어서 문화국가 개념의 정립과 실현과제,” 韓國文化政策開
發院 文化政策論叢, 265-314면(1994) 등.

18) 전광석, “헌법과 문화,” 公法硏究 제18집, 161-178면(1990) 및 전게 주 17) 참조.
19) 崔大權, 전게 “헌법의 連續性과 變化에 관한 談論,” 95-96면; Nettl, “The State as a 

Conceptual Variable,” World Politics, vol. 30 no. 3, pp.559-592(1968); Kenneth H. F. 
Dyson, The State Tradition in W estern Europe(Oxford: Martin Robertson, 1980); 
Dieter Grimm, “The M odern State: Continental Traditions” in Franz-Xaver Kaufmann, 
Giandomenico Majone, Vincent Ostrom with Assistance of Wolfgang Wirth, Guidance, 
Control, and Evaluation in the Public Sector(Berlin: Walter de Gruyter, 1986); Udo 
Steiner, “Kulturpflege” in Isensee/Kirchhof(Hrsg.), Handbuch des Staats Rechts, Band 
Ⅲ: Das Handeln des Staates(S. 1235-1263),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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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문화국가가 아니고 문화에 대하여 국가에게 積極的․主

導的인 役割을 부과하는 국가, 적어도 문화가 활동하는 일정한 틀을 만들어 주고 

혹은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며 혹은 지켜주는 역할을 당연히 기대하고 혹은 

부과하는 傳統이 내포되어 있는 국가개념이 독일식 문화국가의 개념이라고 판단

된다. 즉 문화국가란 문화에 대하여 지니는 국가의 지위 내지 역할의 시각에서 

바라 본 개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독일의 산업화 등 근대화는 국가가 주도하

다고 말할 수 있는데, 독일의 국가형성과정에서 국가의 존재의의 내지 목표로

서 독일대학의 법과대학 교수들이 이끌어내고 주장하 던 것이 법치국가라고 한

다면 문과대학교수들이 이끌어낸 국가 목표개념이 문화국가의 개념이었다는 사

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20) 법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국가는 법치

국가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민족문화의 발전과 부흥을 목표로 하는 국가

가 문화국가일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까지 예컨대 유치원부터 초․중․고

등학교는 물론 박사과정, 심지어 교수양성(habilitation)과정에 이르기까지 사립학

교 없이 공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제는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가 중

요한 역할을 하는 미나 우리의 공교육과 비교하면 인상적이다. 박물관, 공연장, 

전시장, 도서관 등에 대한 국가지원체제를 우리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독일서 

문화국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하기에 어렵지 아니하

다. 국가를 통하여 혹은 국가 안에서 꽃 피우는 독일식 사회민주주의 혹은 사회

적 정의를 사회국가라고 부르는 것도 독일식 사고방식으로는 조금도 이상하게 

보이지 아니한다. 또 독일이라는 나라 안에서 정당이 수행하는 역할이나 차지하

는 지위에 비추어 스스로를 정당국가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헌

법에 정당조항이 존재하기 때문만으로 나오는 개념이 아니다.

共通의 또는 公共의 利益을 조직하고 도모하는 문제를 國家의 問題로 생각하

는 것은 독일, 프랑스 등 유럽 大陸 國家의 傳統에 속한다.21) 사법에 대한 공법

체계는 대륙 국가의 전통에 속한다. 이에 비하여 공통의 또는 공공의 이익을 국

가의 이익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개별적 이익의 집합(보이지 아니하는 손의 작용)

으로 생각하는 것(다원주의)이 英美의 傳統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맡아서 처리할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전자의 전통에서는 국가는 

하나의 독립변수인데 비해 후자의 경우에는 정부는 종속변수일 뿐이다.22) 미에

20) 전게 Kenneth H. F. Dyson, The State Tradition in Western Europe, 17면, 87면 이하.
21) 전게 주 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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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륙국가에서 보는 私法에 대한 公法의 傳統이 없다. 이러한 생각을 문화재보

호의 문제와 관련하여 더욱 진전시키면 문화재보호는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책무

이냐 아니면 시민의 문화재보호 의지의 반 에 지나지 아니하느냐의 문제로 환

원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 중심의 전통이 事實의 문제만이 

아니라 知的 傳統과 知性的 作業의 産物이기도 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

라에서 국가의 문화재보호 책무를 도출하기 위하여 문화국가의 개념으로부터 출

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일응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성사적으로 

국가 중심의 지적 전통이 우리에게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문화

재보호의 경우야말로 다른 어느 분야에서보다도 당위적으로나 사실의 점에서 시

민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고 의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보아야 할 필요성도 인

지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는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문화재보호 의식과 의지 등 그 

支持에 의존하며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 곳에서 限界를 맞이하는 것이라 생각하

는 까닭이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 중심의 지적 전통이 강력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바로 그러한 까닭에 즉 그러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 문화재보호야말로 문화재 보호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에 속하는 사

항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아무튼 문화국가의 개념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지

는 함의나 한계를 이 곳에서 지적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그것도 헌법 제9조, 제69조 등을 근거로 하여 문화국가

라고 단언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문화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문화재보호 책무

도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문화국가는 국가에 관한 知的 傳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문

화국가라고 부르든 아니든 문화재보호의 문제에 이르게 되면 문화재보호가 우리

나라 국가의 책무라고 보는 데는 주저치 아니하려고 한다. 그러한 주장은, 첫째

로는 헌법 제9조, 제69조 등 그리고 헌법 전문의 인류공 에 이바지한다는 국가 

목표 조항 등에 근거하여서이고, 둘째로는 문화현상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문화재

보호의 성격 내지 기능에 비추어서이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는 전통문화와 

민족문화를 계승․발전․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도 인류공동의 번 에 기여하려고 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목표로부터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호의 책무뿐만 아니라 인류공동의 문화유산을 지키는데 기

여하여야 할 책무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학문․예술․교육 등 

22) 崔大權, 憲法學講義, 328-33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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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현상 일반에 대하여 우리나라 국가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역할을 담

당하여야 하느냐 하는 시각에서 문화재 보호의 문제를 살펴보자. 문화현상에 대

한 국가의 위치 내지 역할의 문제는 기본적(헌법적)으로는 경제나 사회현상에 대

한 국가의 위치 내지 역할의 문제와 평행선을 그어 판단하고 이해하여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즉 기본적으로 문화 역은 개인의 자율에 맡기되 개인적 자

율의 틀을 만들고 개인의 자율에 맡겨서는 할 수 없는 일이나 개인의 자율활동

으로부터 나오는 부조리를 바로잡는 역할을 국가가 담당하여야 한다는 명제(헌법 

제119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가 그것이다. 그리고 문화현상 가운데 文化財保護
의 문제야말로 個人의 自律에만 맡기어서는 달성할 수 없고 그리하여 문화재보

호는 국가가 主導的 役割을 擔當할 수밖에 없는 문화 역이라고 판단된다. 결국 

문화재보호의 국가책무는 이러한 기본적(헌법적) 이해에서 도출된다고 믿는다.

2. 文化財保護와 市民의 役割

위에서 문화재보호에 관한 국가의 책무의 문제를 살펴보았거니와 그러면 문화

재보호와 관련하여 市民은 어떠한 位置에 있으며 어떠한 役割을 담당하는가 하

는 문제를 논의하여 보자.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국가란 일종의 블랙박스와 

같아서 문화재보호를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무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자동적

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얼마만한 비중을 

두어 문화재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느냐, 얼마나 적극적으로 문화재보호법의 

제정 등 체제를 정비하고 운 하며 얼마나 예산을 배정하여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 그리고 시민의 문화재보호 정신의 함양이나 문화재전문가 양성 등의 

문제가 결국은 사람(공무원)의 생각이나 손에 달려있다는 사회과학적 인식 때문

이다. 즉 문화재보호가 법의 형식논리나 법조문의 미비를 따지고 예산 타령이나 

하면서 법을 형식적으로 집행하고 배정된 예산이나 쓰는 소극적인 것으로 그칠 

수 있는 것도 적극적․창의적으로 법을 정비하고 예산을 확보하며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가의 문화재보호의 책

무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은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

는가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가라는 블랙박스에 대

한 入力은 시민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보호 담당의 공무원 및 전문가의 양성과 선발의 문제, 그리고 시민이 문화

재보호와 관련하여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는데 필요한 문화재보호의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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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지 그밖에 필요한 文化財保護敎育의 문제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문화재전문

공무원의 확보의 문제를 비롯한 전문가 양성의 문제 및 시민에 대한 문화재보호 

敎育의 問題는 아래 다른 장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이곳에서는 국가의 문화재보

호 책무와 관련한 市民의 役割의 문제23)를 살펴보자.

첫째로 문화재보호와 관련한 시민의 역할 논의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

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

할 필요가 있다. 주권의 담당자로서의 국민은 理念的 統一體에 불과하다는 논의

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국민을 권력의 正當化의 계기로만 보는 情態的 입장이 아니

고 국민을 적극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能動的․動態的인 개념으로 파악한다. 그

리하여 문화재보호의 책무를 지는 대한민국은 타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대한)국민

에 의하여 형성되며 (대한)국민에 의하여 움직이는 살아있는 力動的․自律的 存在
라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즉 이렇게 역동적․자율적으로 작용하는 (대

한)국민을 떠나 국가(대한민국)는 따로 없다. 이러한 역동적․자율적 국민을 가능

케 하는 기제가 바로 국민의 참정권․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임은 물론이다. 이렇

게 역동적․자율적으로 작동하는 국민을 이곳에서는 시민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렇게 이해할 때 문화재보호의 책무를 담당하는 국가는 역동적․자율적으로 작

동하는 국민(시민)일 수밖에 없다. 인터넷의 등장은 이렇게 역동적․자율적으로 

작용하는 국민을 더욱 가능케 하고 있다. 결국 문화재보호는 국가로 작용하는 국

민(시민)의 책무이다. 국민의 뜻이 국가의 뜻으로 나타나게 마련인 것이다. 헌법 

제9조, 제69조 등 그리고 헌법 전문의 인류공 에 대한 기여 조항 등 문화재보호 

관련 헌법조항은 이러한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표현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둘째로는 국가로 작용하는 국민은 그가 담당하는 책무를 국민이 선출하

는 代表(政府)를 통하여 이행하며 실현하는 체제(代議制의 원리)를 선택하고 있

다. 그러한 만큼 정부가 담당하는 수많은 업무중에서도 문화재보호에 상당히 높

은 프라이오리티를 부여하는 대표를 선출하여 정부를 구성케 하는 일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대표(정부)로 하여금 문화재에 관하여 전문성과 의

욕을 지닌 공무원을 선발․임명하며 예산을 배정하여 문화재보호의 임무를 담당

케 한다. 이처럼 대표를 선출하여 정부를 구성케 하고 문화재전문가․담당공무원

23) 崔大權, “法的決定과 社會科學: 課外禁止措置違憲決定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法學, 
제41권 3호, 41-73면 가운데 특히 46-53면(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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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된 공적인 문화재보호체제를 마련하여 운 케 하는 일은 바로 국민의 

몫이다. 나아가 셋째로 문화재 보호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정부정책

의 입안, 수립 및 시행을 支持하고 혹은 沮止하며 혹은 監視하는 作用을 국민은 

輿論의 形成 등을 통하여 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민으로부터의 입력이 국가

의 문화재보호제도의 마련이나 정책의 형성과 실현 등에 반 되어 나타날 수밖

에 없다. 한편 국민으로부터의 입력은 국가의 문화재보호 책무 실현의 한계로도 

작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넷째로는 소장문화재나 외국소재 문화재를 사들여 이를 

국립박물관에 기증한다든지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국가가 나서서 못하고 있는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소위 내쇼날 트러스트 운동과 같은 국민(시민)이 스스로 

나서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문화재보호도 대단히 중요하다.24) 문화재보호는 국가

에 의한 문화재보호활동만으로 결코 완결적일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국

가에 의한 경우이든 국민의 자발적 활동에 의한 경우이든 우리나라의 文化財保
護의 水準은 국민이 문화재보호에 대하여 가지는 觀心이나 意識 및 意思의 水準
을 反映할 것임에 틀림없다.

24) 국민(시민)이 개인 차원에서 혹은 내쇼날 트러스트 운동과 같이 시민 다수가 힘을 합

쳐 행하는 자발적 문화재보호 활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 전게 정문교, 문화재행정과 정책 제1부 제6장(117-127면: 문화재 보전․보

급운동) 등 참조. 澗松美術館을 비롯하여 그간 민간이 문화재를 수집하여 설립한 박

물관 활동을 통하여 그리고 개인소장의 문화재를 국가에 헌납한 사례 등의 언론매체

에 의한 홍보를 통하여 문화재보호에서 차지하는 국민(시민)의 몫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문화재보호 의식의 제고가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 도굴․

개발 등을 빙자한 문화재의 무분별한 파괴와 도난․불철저한 보호 사례 등의 안타가

운 보도에 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위 정문교, 문화재행정과 정책 제1부 제5장
(103-116면: 문화재사범의단속과 벌칙); 신의기, “문화재범죄의 효율적 규제방안에 관

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소식 2002년 11․12월호(통권 제74호), 19-24면 등 참조. 그런

데 재일교포가 많이 사는 일본 오사카(大阪)의 오사카 市立東洋陶瓷美術館에 있는 李
秉昌콜렉션을 둘러보면, 그 소재가 밝혀진 것 밝혀지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수도 

없이 많은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합법․불법 등 여러 가지 경로로 일본에 흘러 들어가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 한국의 외교관까지 지낸 한국인에 의하여 개인적으로 

수집한 국보급도자기를 포함하는 그 훌륭한 한국의 명품들이 일본에 기증되어 그곳 

도자미술관의 한편에 전시되어 있음을, 그것도 전시실이 부족하여 극히 일부만이 전

시되고 있다고 하고 있음을 우리로서는 충격과 분노와 서 픔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大阪市立東洋陶瓷美術館 館藏品選集 東洋陶瓷の 展開(大阪: 大阪市立東洋陶瓷美術館, 
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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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文化財保護法의 문제

위에서 문화재보호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문화재보호의 목표 실현의 책무

는 누가 지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문화재보호의 목표 실현 

내지 국가적 책무의 이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상정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 목표 실현의 정책수단의 채택이라는 차원에서 살필 때, 첫째로 국

가가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여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보호청의 설립문제를 

포함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다양한 문화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국가가 지니는 문화재보호의 책무 이

행의 일차적인 가장 중요한 표현형태일 것이다. 즉 문화재보호법(및 기타법률의 

문화재관련조항25))의 제정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문화재보호제도와 장치의 정

비․확립, 이 법에 따른 문화재보호 책무의 이행은 문화재보호의 출발점이요 기

초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만큼 다음으로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① 문화재보호

법의 제정과 시행만으로 국가의 문화재보호책무의 이행을 다하는 것이냐, 그리고 

② 국가가 지는 문화재보호책무에 비추어 현재의 문화재보호법이 마련한 제도나 

규정만으로 충분하냐, 나아가 ③ 기왕의 문화재보호법이 마련하고 있는 제도나 

규정은 이 법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국가에 의하여 충실히 이행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위의 ①과 ②의 질문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질문임을 알 수 있다. 즉 ①과 ②의 질문은 같은 것의 두 가지 측면의 질문이 

된다. 왜냐하면 ②의 질문은 현재의 문화재보호법이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

는 바를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에 국가가 지는 문화재보호 책무의 이행은 완결되

는 것이냐의 질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으로 국가의 

문화재보호의 책무를 완결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된다면 ①에서 제기한 바와 같

이 현재의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외의 국가의 문화재보호의 책무

는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국가는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를 충실히 시행하고 있느냐 하는 ③의 질문만이 남게 된다.

그렇다면 국가가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를 뛰어넘는 거의 無限定의 

25) 예컨대 문화재보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변의 개발행위를 제한하

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등, 자연공원법 제18조, 공원구역내광물

채굴허가사무처리규칙 제2조,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제4조,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

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제10조,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7조 제18조, 제주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7조,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36조 등의 조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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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의 책무를 지니는 것인가, 그리하여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보호에 관

한 국가 책무의 중요한 큰 부분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인가? 이 질문은 다

분히 국가란 무엇이냐, 문화국가란 무엇이냐, 우리나라가 문화국가이냐, 국가를 

구성하는 실체인 국민은 문화재보호에 대하여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어떠한 역

할을 담당하느냐 등의 위에서 제기한 바 있는 질문에 이어지게 된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현 제도의 미비점 내지 보완점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현 

제도만으로 완결적이지 아니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예컨대 경주지역 및 백제의 

하남 위례성지라 믿어지는 한강을 끼고 있는 서울서부지역을 비롯하여 땅을 파

기만 하면 고대유물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는 토지소유자가 건

축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땅을 파는 과정에서 문화재가 나와도 법(문화재법 제43

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얼른 흙으로 묻어버리고 진행하던 건축행위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듣고 있다. 그 이유는 신고와 함께 따라야 하는 현상

변경행위 금지(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제82조 

제5항)로 인하여 소위 사소유권의 행사를 할 수 없는 불편의 감수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조치가 오히려 문화재파괴 등을 조장하

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듣고 있다. 그러므로 신고의무부과 및 벌칙 조항만으로 능

사가 아니고 소유주에게 일정한 인센티브(예컨대 보조금․격려금 등)를 부여하는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둘째로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을 떠나 혹은 문화재보호법의 규

정에 더하여 예컨대 국민에게 문화재보호의식,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을 제고시

키는 교육(문화재교육)이 대단히 중요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문화재 

애호 및 보호 의식제고의 교육 임무를 국가는 지니는 것인가라는 질문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문화재보호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제고된 문화재 애호 및 보

호 의식이 문화재보호 제도를 완결적인 것으로 만든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
러한 만큼 국가의 문화재보호의 책무는 국민에 대한 문화재보호의식 제고 등 문

화재 교육의 책무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문화재 교육 목표의 실

현수단으로 언론을 비롯한 각종의 대중매체를 통한 시민교육과 학교교육을 통한 

문화재교육26)을 상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러한 문화재 시민교육과 학교교육이 

26) 문화재청 발행의 초등학교 문화재 교육 지침서: 문화재 교육의 이론․방법 및 실제

(대전: 문화재청, 2000)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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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예컨대 학교교육을 통

하여, 이를테면 통일된 학교교재를 통하여 통일된 나라 전체의 역사와 문화는 배

우고 있으나 자기 고장의 문화와 역사 및 자기 고장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에 대

하여 얼마나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회의적․부정적인 생각을 가

지고 있다. 그리고 각종 공연문화 및 대중매체를 통한 시민문화재교육에 관한 정

책형성․실현의 체계적 사고가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도 그러하다.
문화재보호 활동은 국가가 주도하든 시민이 담당하든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이

루어져 있으리라 상정된다. 해외소재 문화재의 소재파악을 비롯한 문화재의 체계

적인 실태조사, 해외소재 문화재의 구입․반입을 비롯한 약탈․불법반출 문화재 

반환․회수 활동,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지정․등록 등 보호체제에 편입시키

는 작용, 문화재 보호․육성 및 보존과 복원을 비롯한 문화재의 관리․보호․활

용 작용, 문화재보호 정책결정․집행 기관의 조직․운  등 문화재전문행정기

구․체제의 설립․유지․발전, 문화재 전문가․기술자․행정가 양성․훈련 작용, 

문화재 교육 활동 등이 그것이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인위적․자연적으로 형

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가 큰 有形文化財․無形文化財․記念物․民俗資料)로서 國家指定文化財, 市․道指
定文化財, 文化財資料를 상정하고 있으며, 지정문화재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

로 지정문화재보호를 위한 保護區域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제2조). 그리고 문화

재보호는 原形維持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제2조의 2).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청장의 必要性판단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관

리․수리 기타 환경보전상황의 調査활동을 규정하고 있다(제40조). 그러나 필요

성판단 등을 포함하는 얼마나 적극적․능동적인 활동이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예컨대 매장문화재 및 해외소재의 문

화재에 관한 실태조사의 문제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다. 특히 해외소재문화의 실

태, 예컨대 소유․보관․보전 상태, 구입․반입가능성의 상황의 조사․연구 등의 

실태의 조사 문제에 관하여 언급이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국가에 

책임이 존재하느냐의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 위의 논의에 비

추어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도 국가는 적극적․능동적인 책임을 진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외국과의 외교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조용하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프랑스로부터의 외규장각도서의 반환 문제에 의하여 촉발

된 바와 같이 과거 우리나라가 외국의 제국주의세력의 침략을 당하 을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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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당하 거나 불법 내지 불공정하게 반출된 수많은 해외소재의 문화재의 실태

의 조사와 그 반환청구를 비롯한 반입방법의 연구․검토27)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요청을 구체화하여 국가가 적극적․능동적으로 해외소재 문화

재의 실태조사와 반입방법의 연구 및 반입활동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

는 입법의 제정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가령 일본에 얼마나 다양하고 많

은 문화재가 그 합법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반출되어 소장되고 있는지 혹은 

방치되고 혹은 훼손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는 일본 소재 우리 문화재의 극히 한정된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는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이다.28) 장차 국제차원에서 반출된 문화재의 기원국으로의 

반환 내지 원상회복이 대세를 이루게 될지 모르는 장차의 상황을 고려하여서라

도 그 기초자료의 확보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지정(제4조 이하 및 제55조 이하) 및 등록(제42조 이

하․등록문화재),29) 修理,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기록의 작성․보존, 중요무형

문화재의 보호․육성, 공개 등의 문화재 관리 및 보호(제13조의 2 이하), 매장문

화재의 발견신고․발굴․처리․국가귀속 및 보상금 등(제43조 이하), 비상시의 

문화재보호(제71조․제72조), 문화재수리 등 기술자의 양성(제73조), 건설공사 시 

및 개발사업 시의 문화재보호(제74조 이하 및 제75조의 2), 문화재의 수출 등 금

지(제21조․제76조), 문화재보호단체의 지원․육성(제77조), 외국문화재의 보호(제
78조), 그리고 문화재보호 관련 각종 명령 및 금지 조치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들

(제80조 이하)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행정기구로 정부조직법(제35조 제3항 제4

항)․문화재보호법(및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문화재청을 두고 문

화재청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문

화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위원회규정), 

산하 기구로 국립문화재연구소(및 경주문화재연구소․부여문화재연구소․창원문

화재연구소), 궁중유물전시관․경복궁관리소․창덕궁관리소․창경궁관리소․종묘

관리소․국립해양유물전시관(목포)․현충사관리소(아산)․세종대왕유적관리소(여

주)․칠백의총관리소(금산)․13개의 능관리소․한국전통문화학교(부여․한국전통

27) 예컨대 외규장각 도서: 무엇이 문제인가(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9); 전게 김형

만, 문화재반환과 국제법 등 참조.
28) 일본이 가져간 우리나라 문화재의 실태 내지 현황에 관한 외국언론의 흥미로운 보도

로 2002년 2월 4일자 TIME지 46-49면 참조.
29) 문화재청이 발간한 책자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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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학교설치령)를 두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문화재행정기구로 서

울특별시․직할시․도의 문화예술관광국 산하의 문화재과 및 지방문화재위원회 

등을 두고 있으며, 한편 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의 설

립․운 을 비롯한 공․사립박물관․미술관 및 대학박물관․미술관의 설립․육성

을 통한 문화재의 보존․전시․조사․보급․교육 등에 이바지하고 있다(博物館 
및 美術館振興法).30) 나아가 鄕校財産法 및 傳統寺刹保存法 등을 통하여서도 향

교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문화재보호와 전통․민족문화의 향상에 기여하는 체제

를 갖추고 있다.31)

Ⅴ. 文化財敎育의 문제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들이 마련하고 있는 문화

재보호제도 및 조치들이 과연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혹은 문화재보호제도로서 충

분하냐, 설사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문화재보호법 등의 규정들을 형식적․도식적

으로 따를 뿐인 소극적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혹은 적극적․능동적으로 이행하

고 집행하는 긍정적 태도로 임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 문제는 궁극

적으로는 문화․문화재를 바라보는 안목을 비롯한 문화재보호의식의 문제에 크

게 달려있다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이다. 이러한 점은 (환경보호의 경우와 함께) 

문화재보호주장이 개발우선의 주장과 충돌하는 경우에 가장 극적으로 들어 난다

고 생각된다. 사실 지금까지 문화재보호논리가 개발우선주의에 늘 려오다가 최

근에 이르러 비로써 문화재보호의식도 조금씩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는 추세라

는 인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논리가 아직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재로서의 지정이라든지 

문화재보전지역의 지정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의 문화재보호의식의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는 인사동의 경우에 보는 바와 같

이 유․무형문화재의 발전적 보전이나 복원이 문화재 파괴가 아니냐 하는 논쟁

에서 극적으로 나타난다.32)

30) 문화재보호법에 바탕을 둔 국가의 문화재보호 활동 일반에 관하여 전게 정문교, 문화
재행정과 정책 제1부 및 제2부 등 참조.

31) 이 분야의 주목할만한 연구로 鄭淇雄, 寺刹環境의 保存을 위한 法律的 方案 ― 寺刹
環境 관련 法律의 내용과 寺刹環境侵害事例의 분석(서울: 경서원,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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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유형문화재의 경우에 그 유형문화재의 성격에 알맞은 이용이나 

그곳에서의 정신적 활동이 배제된 문화재보전 등 보호조치는 사람이 살지 아니

하는 (용인)민속촌이나 화촬 의 세트장 유지에 불과한 문화재보호조치가 아닌

가 하는 의문을 제기케 한다. 예컨대 경복궁과 같은 고궁이나 서원, 향교 등의 

보전의 경우가 그러하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속

히 퇴락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한 만큼 그러한 문화재의 보전에는 엄청난 유

지비만 들어갈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령 勤政殿 같으면 그곳에서 대통령의 

외교사절의 신임․접수와 같은 국가외교행사를 거행하는 장소로 활용할 수 없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서원이나 향교건물 같으면 

유학 등 국학관련 세미나 등 학술행사의 장소로 활용할 수 없을 것인가?

역시 건축물 등 유형문화재의 경우에 건축물이면 건축물만 뎅그러니 보호하고 

그 주변 환경을 도외시한다면 문제가 있으리라는 점은 쉽게 알 수 있다. 왜냐하

면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그 주변환경과 함께 따져야 하는 까닭이다. 그리하여 문

화재보호법도 “보호구역”의 설치(제2조 제3항 및 제8조 이하)라든지 문화재에 손

상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시에 문화재(또는 보호구역)로부터 500m 이

내이냐 이외이냐에 따른 건설공사 시의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는 장치(제74조 

등) 등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의 판단기준(“문화재 주변의 경관보호

를 위하여 필요한 때”나 “문화재보존에 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더 나아가 문화재 

인근 주변의 현상변경은 막을 수 있다하더라도 더 넓은 주변환경의 변화는 어떻

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조경

개념은 몇 십리 밖의 산과 들과 냇물 전부를 인근 주변의 경관에 끌어들여 전체

의 아름다움을 따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령 500m 혹은 1,000m 밖에 고층 아파

트 등의 현대적 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의 환경파괴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경우에 보호되는 문화재

는 현대도시 속의 한 작은 옛 건축물의 보전 이외에 전통문화적․환경적 의미의 

문화재는 이미 살아진 것이나 다름없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무엇이 보호되어야 할 문화재이냐, 보존 등 보호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고 문화재와 함께 보호되어야 할 주변환경

이란 무엇이며 어디까지이냐의 문제 등 文化財保護法 상의 槪念이나 判斷基準들

32) 김주삼,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서울: 책세상, 2001)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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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단히 開放된, 따라서 恣意的 解釋이나 判斷도 가능한 개념들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것은 또한 다양한 생각이나 새로운 가치판단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는 개념들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開發論理 등
을 포함하여 사람들의 無知․貪慾․政治的 便宜에 따라 다르게 판단․운 될 수 

있는 개념이며 동시에 이 시점에서 최선을 다한 판단이었다 하더라도 문화․문

화재의식이 좀더 증진되고 고양된 내일에 이르러서는 미흡한 혹은 이미 시기를 

놓친 판단일 수 있는 개념임을 의미한다. 오늘의 판단이 결코 최선의 판단일 수 

없다는 생각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만큼 넓은 의미의 문화․문화재의식 

제고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아니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화․문화재의식 제고교육을 문화재교육이라고 부르자. 이러한 문화재교육의 책

무를 제외하고 국가의 문화재보호의 책무는 결코 완결적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문화재교육은 크게는 공연문화나 대중매체를 통한, 그리고 박물관․미술관 등

의 관람문화의 향상을 통한 대중에 대한 문화재교육과 학교 등 공교육을 통한 

문화재교육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들을 각기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

제를 이곳에서 상세히 다룰 수는 없다. 사실 중국관광을 다녀온 사람들의 “북경

의 자금성․천안문․만리장성 등과 비하면 경복궁이나 남대문은 장난감 같더라”

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이러한 정도의 안목이 자기 문화재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된다. 자기의 고장에 있는 자기의 전통문화․문화재

의 가치에 대한 깨우침, 자기의 문화․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의 교육, 그리고 인

류문화유산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의 양성이 문화재교육의 핵심을 형성하리라 

생각된다. 문화재교육을 목표로 하는 학교교재33)를 포함한 다양한 책자의 발간이

나 상자료․CD 등의 제작․배포 등은 기본적인 작업의 하나일 것이다.34) 학교

교사들에 대한 연수교육도 중요한 작업일 것이다. 문화재전문기술자35)의 체계적 

양성, 문화재전문가양성을 위한 대학강좌 개설, 특히 역사학․고고학․(보존)과학 

33) 전게 주 26) 참조.
34) 문화재청 발간의 문화재 보존관리 중장기 계획; 문화재 보존과 관리(1997); 문화재청

이 발간한 정책세미나 발표문 근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2000); 유네스코 선정 무
형유산걸작 종묘제례․종묘제례악(대전: 문화재청, 2001) 및 문화재청이 제작한 CD 
종묘제례․제례악 등 참조.

35) 문화재보호법 제18조 이하 참조. 문화재전문가 양성 필요성에 관한 언론 칼럼으로 정

옥자, “문화재 전문가 찾습니다,” 東亞日報 2002년 9월 1일자 <역사의 눈>칼럼 참조. 
이 칼럼에서는 한지 전문의 문화재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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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각 전문분야의 전문가양성을 위한 대학원과정(특히 joint program)의 개발․설

립․훈련 등도 대단히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대학에서의 문화재관련 학문

연구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함께 대학과 연계되었거나 우리의 경우처럼 문

화재청과 연계된 또는 독자의 문화재연구소의 설치․운 이 필요하고 중요하리

라 생각된다.

Ⅵ. 맺는 말

우리는 이상에서 문화재보호의 목적 내지 목표가 한편으로는 우리의 민족적 공

동체의 文化的 正體性(identity)의 유지․발전에 있으며 다른 한편 인류문화유산의 

보전․발전을 통한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寄與함에 있음을 보아 왔다. 이를 위

하여 문화재보호법 등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를 위한 國際協約에 

가입하여 노력하고 있음도 살펴보았다. 다만 문화재보호입법 등의 개념이나 기준

이 다양한 생각이나 가치관에 대하여 그리고 장차의 발전 등 변화에 대하여 開放
되어 있는 개념이나 기준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만큼 교육과 문화적 

교류 등을 통한 문화재의식의 제고가 중요하다는 결론도 얻었다. 동시에 해외에 

유출된 우리의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實態把握과 여러 경로나 방법을 통한 還收
활동에 努力하여야 할 필요성도 지적하 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호

는 우리나라 觀光産業에도 기여하리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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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and 

the Constitution
36)

Dai-Kwon Choi
*

An attempt is made to relate the Constitution to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In Korea,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is manifestly a constitutional 

matter for the state to have an obligation to take care of. The Constitution 

Article 9 provides: “the State shall strive to sustain and develop the cultural 

heritage and to enhance national culture.” The state's obligation to protect 
cultural properties is derived specifically from the provision. No doubt,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is necessary for sustenance of the Korean national cultural 

identity. Culture is an indispensible ingredient of what the nation is. Naturally, 

protection of Korean cultural properties is important for the well-being of Korean 

nation. At the same time, Korea is Constitutionally ordained to “promote a 

lasting world peace and co-prosperity of the human beings”(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Cultural properties, whatever their origin may be, are among the 

world cultural heritage that is indisputably important for the well-being of the 

global community.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is adopted precisely to fulfil 

that important Constitutional obligations of the state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and world heritage. Now Cultural Properties Administration is 

established to implement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and related 
policies. Korea has entered the international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regime 

including UNESCO and its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 Professor Emeritus,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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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umber of questions are raised concerning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in this article. One question is that of whether the Act is well-made to 

protect cultural properties or whether it contains any shortage or an insufficiently 

enacted provision. Another question is of whether the Act itself is sufficiently or 

aggressively implemented unhindered by bureaucratic red tapes and mannerism. 

Still another is of whether the state can complete its Constitutionally ordained 
obligations of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even though the Act itself is 

well-designed. We found a few insufficiently designed provisions. We also found 

that officials in charge are not aggressive enough. And we envision that the state 

does not complete its Constitutionally provided obligations of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with the Act alone. First of all,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is 

after all dependent upon the willingness of the citizens including the officials in 
charge. Secondly, the statutory and treaty concepts of cultural property are 

changing in their expanding contents and directions for protection as 

consciousness on cultural properties is changing. Consequently, cultural properties 

education has to be reinforced. Finally, aggressiv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policies are wanted to be vigorously pursued and implemented, including those 

of bringing back to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numerous Korean cultural 
properties that were illegally taken by imperialist nations in the past and still 

remain there such as Japan and Fr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