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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의 文化遺産保護義務와 古都의 保存
1)

鄭 宗 燮*

Ⅰ. 序論

오늘날 현대 국가에서는 문화적인 역에서 국민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다.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평균적 수준으로 틀을 
잡아가고 그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복지와 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복지와 문화의 역에 있어서는 

아직도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복지 분야에서도 현실에서

는 온갖 다양한 주장은 많지만 이를 법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은 

여간 어렵지 않다. 입법과 제도화에 있어서는 먼저 그에 관한 이론적인 논의가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은 문제
들이 많이 남아 있다. 예컨대 현실에서는 生存權이나 社會權(social right, 

Sozialrecht)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의미로 자주 거론하지만, 정작 법이

론의 역에서는 사회권의 성격과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합의를 보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은 ‘文化的 權利’(cultural right)라는 말에 있

어서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필요할 때마다 文化的 權利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문화적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 채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문화적 권리라는 것이 개념으

로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 깊이 들

어가면 권리라는 말조차도 역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빈번히 사

용한다. 오랜 기간 동안 民主主義(democracy)라는 말을 온갖 경우에 무수히 사용

해왔으면서도 민주주의를 정확히 정의하는 것이 전문가들 간에도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는 것과 같이 권리라는 말도 오랫동안 수도 없이 사용해왔으면서도 그 개

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학에서도 이럴진대,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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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인문학의 역에서는 권리라는 말이 어떤 의미와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권리라는 말을 빈번히 사용하고 있고,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이를 이해하고 있다.

문화적 권리에 관한 논의도 그 상황은 유사하다. 우리의 삶에서 문화적 이익을 

향유할 필요가 있고, 문화야말로 인간의 삶의 한 부분이고 인간이 제각기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야말로 개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실현하고 그 개성을 신장하

는 데 필수적인 것임에도 정작 문화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와 문화적 권리가 무

엇이냐 하는 문제에서는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 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면서, 인간이 남긴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산이나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산을 향유하는 문제와 이와 관

련하여 국가가 어떠한 지위에 있으며 그에게 부과되어 있는 역할은 어떠한지 하

는 문제에 대해서 고찰해보고, 우리 현실에서 하나의 과제로 되어 있는 역사적으
로 오래된 도시 즉 古都의 保存에 관하여 법이론과 법정책의 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런 역사적으로 오래된 도시는 우리의 삶에서 매우 가까이 있고, 또 

그 도시 위에서 현재 살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가 가지는 의미가 무

엇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거나 인식되지 않은 상황에 있고, 그렇기 때문

에 국가나 국민이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도 잘 정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다음 구체적으로 그 입법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文化遺産(cultural heritage)의 보호에 관한 법적인 연구

가 현실에서의 그 필요성과 수요에 비하여 충분히 진행되지 못하 다. 그 동안 

문화재와 관련한 역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고고학연구자와 미술사연구자 등이 

간헐적으로 우리의 제도상의 문제들을 제기하여 왔을 뿐, 법학자가 이 문제에 대

하여 깊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것은 많지 않다.1) 나아가 문화유산과 관련한 

법이론이나 제도를 강의하는 강좌도 없다. 이 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문화재보

1) 법학 역에서 문화재보호에 관한 법이론이나 법제도에 대하여 연구한 성과로는 예컨

대 吳世卓, “文化財保護法 硏究”(博士學位논문, 檀國大學校 大學院, 1983); 윤종민, “문
화적 환경권 법리 연구”(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1990); 남궁승태, “역사적 
문화환경권과 고도보존의 문제,” 법과 사회 제19호(2000. 11.), 9쪽 이하; 김수갑, “문
화재보호법의 체계,” 법과 사회 제19호(2000. 11.), 47쪽 이하; 김수갑, “특별행정법으
로서의 문화행정법의 체계에 관한 고찰,” 亞․太公法硏究 제4집(1994), 5쪽 이하; 金
榮三, “역사문화도시의 보존과 개발에 관한 법적 문제-경주를 중심으로,” 토지공법연
구 제5집(1998), 17쪽 이하; 金連泰, “역사문화도시의 보존과 개발에 관한 법적 문제,” 
토지공법연구 제5집(1998), 45쪽 이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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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법을 전체적으로 논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보호를 국가목적규정의 내용

이라는 점을 헌법적으로 밝혀내고, 우리나라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古都保存의 
입법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문제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문화적 권리에 관한 논의도 언급하기로 한다.

Ⅱ. 韓國의 文化財保護法

우리나라의 문화재(cultural property) 보호의 체계는 單一法인 文化財保護法(1962. 

1. 10. 법률 제961호, 개정 2002. 12. 30. 법률 제06840호)에 입법화되어 정해져 있다. 

문화재에 관하여 보존하거나 보호해야 할 대상에 대해 개별적인 법률로 정하지 

않고 하나의 단일한 統一法으로 통합하여 정하고 있는 방식은 일본국의 것과 동
일하다. 일본국에서도 과거 개발과 문화재의 파괴 또는 문화재의 손실과 도난 등

의 현실을 경험하면서 1950년 문화재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종래의 國寶
保存法(1929)과 史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法(1924)을 통합하고, 무형문화재라는 개념

까지 추가하여 통일법규로서 文化財保護法(1950. 5. 30. 法律 제214호)을 제정하

다.2)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보호에 대한 법제가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국의 식민지 지

배시기에 생겨난 것이고 이러한 향을 받아 실제에서 문화재의 보호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문화재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단계에서도 일본국의 文化財保
護法을 거의 베끼다시피 하 다. 그 결과 우리나라도 법제정이 후 현재까지 일본

국과 동일하게 文化財保護法이라는 하나의 통일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법제정

에서의 문제는 그후 일본국에서의 문화재보호에 관한 법제의 발전에 구속되는 

양상을 보이는 원인이 되기도 한 요인이기도 한데, 더 큰 문제는 일본국에서의 

문화재보호에 대한 논의를 따라 가는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항상 뒤쳐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일본국에서는 자기의 법제가 문제가 있다
고 개정하 음에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국에서 개정하기 전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문화재에 대한 정의나 종류를 정함

에 있어서도 나타난다. 예컨대 일본국에서는 종래 민속자료라고 하던 것을 1975

년에 법률을 개정하여 민속문화재로 하고 이에 민속예능을 포함시켜 보호하고 

2) 中村賢二郞, 文化財保護制度槪論(東京: ぎょうせい, 1999/2001), 2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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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에도 우리는 일본국의 그 이전의 법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지금도 민속자료

라고 하고 있고, 특히 일본에서는 ‘點으로서의 보호’에서 ‘面으로서의 보호’로, 個
體保護에서 統合保護 또는 廣域保存 또는 集合保存으로 나아가는 논의의 과정에
서, 有形文化財의 보호에 있어 1975년에 이미 법률을 개정하여 각각의 개체물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과 일체를 이루어 그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토

지 기타 물건을 함께 통합하여 보호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또 보존하여야 할 
가치가 높은 건축물이 놓여 있는 건축물간의 연관을 고려하여 집합보존을 실현

하기 위하여 문화재의 개념에 傳統的 建築物群을 추가하 음에도3) 우리는 여전

히 1975년 이전에 일본국에서 해오던 일본국의 개체보호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 나아가 일본국에서는 ‘면으로서의 보존’이나 ‘광역보존’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文化財保護法의 체계로서는 부족함을 깨달아 이러한 보호가 특히 강하
게 요구되는 고도의 보존에서는 1975년 특별법을 제정하고 1980년에는 이에 터
잡아 明日香村을 전체적으로 보호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이르 음에도 우리

는 이러한 법제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 일본국에서 하던 낮은 수

준의 문화재보호라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문화재보호의 방식에서도 일본국에서

는 종래 문화재의 지정제도가 문화재의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1996년 文化財保護法을 개정하여 文化財登錄制度( = 登錄有形文化財制度)를 신설하

는데, 우리는 2001년에 비로소 이를 뒤쫓아 등록문화재제도를 신설하 다. 매
장문화재 보호의 경우도 1954년 매장문화재의 보호에 관하여 독립된 장을 신설

하고 1975년에 법제의 대대적인 정비가 있었음에도4) 우리는 1999년에 와서야 

3) 中村賢二郞(註 2), 25쪽, 155쪽 이하 참조. 일본국에서 文化財保護法을 개정하여 전통
적 건조물군을 보호하기에 이른 것은 환경파괴에 직면하여 공해대책과 자연보호운동

이 전개되어 나가다가 역사적환경보존운동으로 전개해나간 결과 얻은 성과이다. 전통
적인 집단부락이나 마을의 경우 전통적인 건조물들이 모두 일체로서 보호되어야 원래

의 제가치를 가지는데, 각기 하나씩 헐려 손괴되면서 결국 마을전체가 파괴되고 중요
한 역사적 가치가 사라지게 되자, 각지에 이를 보존하고자 하는 보존운동단체가 결성
되고 주민운동으로서 이러한 집합보존운동이 전개되기에 이르 다. 그 성과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傳統環境保存條例’, ‘傳統美觀條例’, ‘傳統美觀保存條例’ 등을 제정하
기에 이르러 입법화의 물꼬를 터기에 이르 다. 그리고는 해당 도시들 간에 ‘歷史的景
觀都市事務連絡協議會’를 결성하여 상호 긴 한 연계를 가지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유

기적으로 운동을 추진하 다. 이런 자발적인 주민운동과 해당 각 시들간의 공식적인 
협력이 동력이 되어 결국 입법화의 결실을 맺었다. 자세한 것은 文化廳, 文化財保護五
十年史(東京: ぎょうせい, 2001), 184쪽 이하 참조.

4) 일본국의 매장문화재의 보호시스템에 대해서는 中村賢二郞(註 2), 25쪽 이하, 135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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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매장문화재의 보호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그 동안 일본국에서 전개되어온 문화재나 문화유산의 보호의 노력과 입법화를 

보건대, 일본국은 부단한 노력의 성과로 이제는 국내의 문제를 넘어 문화유산의 

보호에서 세계적인 장으로 나아가 세계유산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일본국의 많은 역사․문화유산을 세계유산에 등록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5) 그 

동안 세계문화유산의 보호에 일본국이 재정지원을 한 것도 많이 있다(예컨대 敦荒
유적의 보존과 연구).

우리가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의 보호에 있어 법제도적으로 직접 향을 받아

온 일본국의 문화재보호법과 우리 문화재보호법을 비교하여 표로 보면 아래와 

같다.

한국(제정 1962. 1. 10.) 일본국(제정 1950. 5. 30.)

문화재

정의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

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

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

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 무

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

정의

특별한 설명이 없이 ｢이 법률에

서의 문화재란 다음의 것을 말한

다｣라고 하고, 분류에서 정의를 
하고 있음

종

류

유형

문화재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

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

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종

류

유형

문화재

건조물, 회화, 조각, 공예품, 서적, 
전적, 고문서 기타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높은 

것(이런 것들과 일체를 이루어 그 가

치를 형성하고 있는 토지 기타 물건

을 포함한다)과 고고자료 및 기타 

학술상 가치가 높은 역사자료

무형

문화재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

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무형

문화재

연극, 음악, 공예기술 기타 무형
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

에 있어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높은 것

5) 자세한 것은 文化廳(註 3), 386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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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기념물

가. 사지․고분․패총․성지․궁
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

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

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승지로서 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

다. 동물(그 서식지․번식지․도
래지를 포함한다)․식물(그 자생
지를 포함한다)․광물․동굴․지
질․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종

류

기념물

패총, 고분, 都城跡, 城跡, 舊宅 기타 
유적으로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역사

상 또는 학술상 가치가 높은 것

정원, 교량, 협곡, 해안, 산악 기타의 
명승지로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예

술상 또는 관상상 가치가 높은 것

동물(生息地, 번식지, 도래지를 포
함한다) 및 식물(자생지를 포함한
다) 및 지질광물(특이한 자연현상
으로 생긴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학술상 가치

가 높은 것

민속

자료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

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

함에 불가결한 것

민속

문화재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 민속예능 및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기타 물건으로서 우리나라 국민

의 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

결한 것

해당내용 없음
전통적

건조물군

주위의 환경과 일체를 이루어 역사

적풍치를 형성하고 있는 전통적인 

건조물군으로서 가치가 높은 것

Ⅲ. 國家의 文化遺産保護義務

1. 文化에 관한 權利

국가가 국가 내의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 즉 국가의 문화유산보호의무
는 이를 헌법상의 국가의 존재이유에 해당하는 국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경우에

도 성립하지만, 이를 국가에 대한 국민의 문화적 권리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도 

강제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 논의된다. 이는 문화적 권리론의 핵심적인 주

제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먼저 국민에게 文化的 權利가 인정되는가 하는 문제부
터 제기되기 때문에 논의는 복잡하고 어렵다. 왜냐하면 문화적 권리라는 말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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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정작 문화적 권리에 대한 정의는 아직도 쉽지 않

은 것이기 때문이다. 권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서도 아직 논의가 분분

하게 진행되고 있고, 권리가 진정한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법적이고 구체적인 권

리가 아니면 안되기 때문이다. 권리론에서는 도덕적 권리(moral right)니 추상적 권

리(abstract right)니 하는 용어들도 가끔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이런 말

이 개념상 성립할 수 없다는 비판도 강하다), 법적 권리가 아닌 이상 이는 강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아 선언적이거나 구호적인 수준에 머물고 말아 

현실에서는 실현하기 어렵다. 권리론에서 도덕적 권리이니 추상적 권리이니 하는 

류의 논의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밖에 가지지 못한다.

문화적 권리에 대한 법이론적인 논의는 아직 초기의 단계이고 이에 대한 논의

도 법이론적으로 충분히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연혁적으로 

보면 국제법적으로는 1948년 유엔총회에서 ｢世界人權宣言｣(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채택하면서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경제적 권리, 사

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 다.6) 국제적 문건

은 기본적으로 해당 당사국이 각기 자기 나라에 적합하게 법규범으로 구체화하지 

않는 이상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아직 개념에 대해 엄 한 준비가 없는 상태

에서도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국제법적인 문건만 놓고 본다면, 그 

개념의 엄 성과 법적 효력이야 어찌되었든 이에 대한 아무런 논의나 정리도 하

지 않은 채 문화적 권리라는 용어를 이때부터 이미 사용하기 시작하 다. 그후 

문화적 권리는 그 개념의 애매모호함과 포괄성으로 인하여 잊혀져 있다가 1990년

대에 들어와 다시 이 문제가 각 나라의 국내적 문제 또는 국제적 문제의 중요한 

원인이 되면서 빈번하게 사용하기 시작하 고, 국제기구에서도 문화적 권리에 대

하여 보다 진지하게 논의하게 되었다.7) 1966년 유엔총회가 ｢經濟的․社會的․文

6) 원문 그대로 보자면, UDHR의 제22조는 “Everyone, as a member of society, has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and is entitled to realization, through national effor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 accordance with the organization and resources of 
each State, of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dispensable for his dignity 
and the free development of his personality”라고 정하고 있고, 제27조는 “1. Everyone 
has the right freely to participate in the cultural life of the community, to enjoy the 
arts and to share in scientific advancement and its benefits. 2. Everyone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is the author”라고 정하고 있다.

7) Janusz Symonidies, “Cultural Rights,” Janusz Symonidies(ed.), Human Rights: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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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的 權利에 관한 國際 規約｣(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을 채택하 고, 이 규약의 효력을 받기로 동의한 나라의 수가 충족된 것은 

1996년인데, 여기서도 문화적 생활에 관한 권리부분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8)

1990년대에 문화적 권리가 부각된 것은 많은 나라에서 국내적 갈등이 주로 문

화적인 요인으로 야기되었기 때문인데, 주된 문제는 그 사회에서 소수자(minority)

의 지위에 있는 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주장하면서 이를 문화적인 문제라고 제기

하고 나섰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다양한 인종, 종교, 종파, 출신 국적, 

언어, 문자, 풍습, 습관, 부족의 역사, 과거의 문화 등을 가진 구성원들로 이루어

진 나라에서는 그 사회 내의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행해지는 문화적 권리의 침해

와 ‘서로 다를 수 있는 권리’(right to be different)나 ‘서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가질 권리’(right to have different cultural identities)에 대한 강력한 거부는 민족국수

주의, 외국인혐오증(이는 외국인배척운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인종주의, 유대주의 
또는 반유대주의 등을 부채질하는 위험한 사회 병리로 나타나기도 하 다. 이런 

과정에서 문화와 문화적 권리의 존중은 이런 갈등을 방지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처럼 이해되기도 하 다.9) 공동체의 지배적인 문화에서부

터 그 구성원은 얼마나 자기만의 문화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와 국가의 통합과 국가적 통일성, 개체의 자율성과 사회공동체의 연대성 등의 문

제 등이 연결되어 있어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극단적인 경우에는 이 문

제는 사회해체론, 아나키즘, 자유지상주의로도 연결된다),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 인종, 

대립하는 종교, 역사적 종파, 이데올로기 등으로 심한 갈등을 빚는 나라에서는 

and Standards(Burlington USA, Ashugate, 2000), 175쪽 이하 참조.
8) 원문 그대로 보자면, ICESCR의 제15조는 “1. The State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recognize the right of everyone: a)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b)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c)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is the author. 2. The steps to be taken by the State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to achieve the full realization of this right shall 
include those necessary for the conservation, the development and the diffusion of 
science and culture. 3. The State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 to respect 
the freedom indispensable for scientific research and creative activity. 4. The State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recognize the benefits to be derived from the 
encouragement an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ontracts and co-operation in the 
scientific and cultural fields”라고 정하고 있다.

9) J. Symonidies(註 7), 176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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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가 국가의 중심문제가 되기도 한다.

인간의 삶에서 문화적 욕구의 충족이라는 것이 인간성의 실현에서 필수불가결

한 것으로 이해되고, 공동체 내의 적지 않은 사회갈등이 문화적인 요인에서 유발

된다고 지적되기도 하지만, 정작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대체 문화란 무

엇인가 하는 문화의 의미와 정의부터 확정하려고 하면 이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

에 빠진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논의에 있어 지금까지의 결론은, 문화라는 개
념은 하나의 통일된 의미로 정의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그 말이 사용되는 맥

락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는 점 정도이다.10) 이러한 점은 이에 관한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유네스코(UNESCO)도 이 문제에 진지하

게 접근하 지만, 문화이든 문화적 권리이든 광의의 의미와 협의의 의미가 있다

는 것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하게 이해되는 개념이라는 것밖에는 

뾰족한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문화는 전통적인 예술이나 인문학을 의
미하는 단계에 머물지 않고 교육제도, 대중매체, 문화산업(cultural industry), 정보, 

각종 정보의 유통과 복제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상황에서11) 애매모호

한 문화라는 개념의 경계선을 확정하려는 무모한 일인지도 모른다.

문화라는 것의 내용과 의미가 애매모호하고 그 말을 사용하는 맥락에 따라 다

양한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되면서 문화적 권리에 대하여 그 동안 이를 

‘문화에 대한 권리’(right to culture)로 이해해온 것은 잘못 말해진 것이라고 지적하

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12) 그리고 권리를 막연히 거론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것들의 목록을 작성해봄으로서 그 논의와 내용의 추상성과 애매

모호함을 극복하여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당사국으로 하여

금 그 권리의 실현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도 전개되어 오

고 있다.13) 그런 노력의 하나로 1998년 유네스코총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만들어

진 문화적 권리에 대한 초안은 문화적 권리를 문화정체성과 문화유산에 대한 권

10) J. Symonidies(註 7), 180쪽 이하 참조.
11) 문화연구(cultural studies)에서 문화의 용어는 더 다양한 의미로서 광범하게 사용된다. 
여기에서 거론하는 문화적 권리는 법적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일종의 문화담론적 용

어이기도 하다. 예컨대, Celia Lucy, Cultural Rights: technology, legality, and 
personality(London/New York: Routledge, 1993).

12) J. Symonidies(註 7), 187쪽 참조.
13) Halina Hieć, “Casting the found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cultural rights,” H. 

Hieć(ed.) Cultural Rights and Wrongs(UNESCO, 1998), 179쪽 이하, 181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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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문화적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권리,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이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선언된 것이다), 교육과 훈련에 관한 권리, 정보에 관한 권리, 

문화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권리의 6가지 권리로 열거하 다.14) 국제인권기구의 

분석에 의하면, ‘문화적 정체성에의 권리’(right to cultural identity),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right to participate in cultural life), ‘창의성과 모든 종류의 과학적․문

학적․예술적 생산물에서 나오는 도덕적․물질적 이익의 보호에서 얻는 혜택에 

관한 권리’(right to creativity and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교육에 관한 

권리’(right to education), ‘정보에 관한 권리’(right to information), ‘과학적 진보와 그 

적용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right to benefit from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 ‘문화적 유산에 관한 권리’(right to cultural heritage), ‘국제문화협력에 관

한 권리’(right to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를 문화적 권리의 목록에 들어간다

고 보았다.15)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기본권론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체계적이지 않고 자

의성을 극복하 다고 보기 어렵다. 어쩌면 문화와 문화적 권리의 문제가 아닌 것

을 문화적 권리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것인지도 모른다. 교육, 

과학과 기술, 정보, 지적소유권에 관한 권리는 그 자체 인간의 삶에 필요한 권리

로 이미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도 해당 역에서 
그 자체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을 가지고 있다. 교육에 관한 법, 정보에 관한 법, 

과학과 기술에 관한 다양한 법, 지적소유권에 관한 법에서의 논의 내용은 이를 

문화적 권리라는 애매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훨씬 명확한 개념을 동원

하여 구체적이고 치 하게 그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다.

문화적 권리의 개념이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에 있고 그 내용에 대한 논의도 견

고하지 못한 채로 분분한 상태에서도 추상적이지만 문화적 권리라는 용어를 헌법

14) 이러한 권리의 목록작성은 이른바 ‘프라이부르크 그룹’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데, 이에
는 Denise Bindschedler-Robert, Sylvie Boiton Pierre, Marco Borghi, Pascale Bouccaud, 
Jacqueline Costa-Lascoux, Emmanuel Decaux, Etienne Grosjean, Pierre Imbert, Denis 
Huber, Maté Kovacs, Jean-Bernard Marie, Janusz Symonides, Raymond Weber가 전문
가로 참여하 다. J. Symonidies(註 7), 188쪽; Kishore Singh, “UNESCO and cultural 
rights,” H. Hieć(註 13), 149쪽 이하 참조.

15) J. Symonidies(註 7), 189쪽 이하 참조. 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Rodolfo Stavenhagen, “The Right to Cultural Identity,” J. H. Burgers et al.(eds.), 
Human Rights in a Pluralist World(London: Meckler, 1990), 255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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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하고 있는 몇몇 헌법도 있다. 예컨대 크로아티아헌법(1990),16) 마케도니

아헌법(1991),17) 폴란드헌법(1997)18)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나라들의 헌법에서

는 문화적 권리에 대하여 개별조항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 헌

법상의 다양한 기본권들의 범주를 나누는 방법으로 그 용어가 사용되는 인상을 

준다. 그렇지만 개별 조항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문화적 권리와 문화적 의무를 정

하고 있는 헌법도 있다. 예컨대 슬로바키아헌법(1992),19) 수리남헌법(1987)20)이 

이에 해당한다. 인디아헌법(1949)은 이질적인 다양한 인종과 언어,21) 문화와 풍습

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고 이것 때문에 나라가 분리되고 전쟁도 치른 역사를 

가진 나라답게 헌법에서 인디아의 토 내에 살고 있는 국민은 누구나 언어, 문

16) 표제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으나, 독립된 문화적 권리
는 보장한다는 규정은 없고,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가지는 재화들에 대한 국가의 특별
보호의무를 정하고(憲法§52), 국민의 문화적 활동의 자유(freedom of cultural activity)와 
문화활동에서 산출된 도덕적 물질적 권리는 보호된다고 정하고 있다(憲法§68).

17) 표제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으나, 독립된 문화적 권
리는 보장한다는 규정은 없다. 재외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가
의 보호(憲法§49②), 국가의 문화육성․지원의무(憲法§47③), 국적에서의 국민의 문화
적 정체성의 보호(憲法§48②)를 정하고 있다.

18)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유와 권리라는 표제에 문화적 자유, 문화적 권리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 있고, 개별적 기본권으로 문화적 자유나 권리라는 것을 정하고 있는 조
항은 없다.

19) 표제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문화유산보호
에 관한 권리(right to the protection of the cultural heritage)라는 표제 하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유산에 접근할 권리가 보장된다”(The right of access to the 
cultural heritage is guaranteed under conditions defined by law)라고 정하고 있다(憲法
§43②). 동시에 “모든 사람은 환경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향상시킬 의무
를 진다”(Everyone is obliged to protect and enhance the environment and the cultural 
heritage)라고 정하고 있고(憲法§44②), 또 “어느 누구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환경, 자연자원 및 문화유산을 위태롭게 하거나 파손해서는 안된다”(No one must 
endanger or damage the environment, natural resources, and the cultural heritage 
beyond the extent established by law)라고 정하고 있다(憲法§44③). 문화유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 사회적, 문화적 권리라는 용어를 표제에 사용하고 있고, 개별조항에서 “모든 국민은 
교육과 문화적 표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Everyone shall have a right to education 
and cultural expression)고 정하고 있고(憲法§38①), 같은 조 제5항에서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문화적 창조활동을 보장하여 문화향유와 문화적 관계를 촉

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1) 이에 대해서는 Vrajendra Raj M ehta, “Linguistic Rights in India,” H. Hieć(註 13), 

120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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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문화에 있어 각자의 것을 보전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22) 이런 나라

의 헌법은 대부분이 1990년대에 민주화과정에서 제정한 헌법들이다. 권리론이나 

헌법상의 권리에 관한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23) 이러한 나라에서 헌법을 제정하

거나 개정하면서 문화적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과연 어느 정도로 그 실현

과 실효성을 고려하고 명문화한 것인지는 의문이고, 이러한 헌법의 규정을 법적 

규범력을 가지는 기본권으로 이해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선언정도로 이해한 것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형편을 고려해보면 쉽사리 확신이 가지 않으나, 

아무튼 이러한 것을 헌법에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문화적 권리라는 

것을 헌법에 명문화하더라도 문화적 권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여전히 다수의 국가에서는 헌법에서 문화적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구체적인 개별적 권리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문화의 의미나 문화적 권리의 내용이 애매하고 그 구성요건을 확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문화적 권리의 개념을 발전시키는데 유네스코가 본래의 기능을 한 

것은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접근에 관한 권리에 관한 일련의 공식기구들을 만

들고 그에 공을 들인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문화적 권리라는 것이 개념상 성립

할 수 있다면 인류의 문화유산의 보존과 그에 대한 접근 및 향유에 관한 권리는 

그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위에서도 보았듯이, 문화유산

의 보존과 접근 및 향유에 관한 권리는 문화적 권리를 논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다. 문화유산에 대한 권리는 문화적 유산의 파괴와 불법적인 소유에 대항하여 국

제적 수준과 一國의 수준에서 이를 향유하고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

서 유네스코는 전시든 평시든 문화재의 보호에 주력을 하고 해오고 있다(예: 1954

년 전시에서의 문화재보호에 대한 헤이그회의), 문화재의 불법적인 수출과 수입 또는 

소유권의 양도를 금지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1970년의 회의에서는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란 역사적, 고고학적, 예술적 가치를 지닌 것뿐만 아니라 과
학적 이익의 면에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 다.24)

문화유산에 대한 권리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문화유산은 성질상 公共財이므
로(국내적 공공재이든 국제적 공공재이든) 공공재에 대한 개인의 권리가 성립할 수 

22) 이러한 것을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다.
23)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鄭宗燮, “基本權의 槪念에 관한 硏究,” 서울대학교 법학 제

44권 2호(2003. 6.), 1-80쪽을 보기 바람.
24) J. Symonidies(註 7), 193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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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하는 점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래서 문화유산에 대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향유하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

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이런 전제 하에서 개인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 논의된다. 문화유산은 개인의 사소유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문화유

산을 골동품이라는 관점에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논의되지만, 일정

한 부분에 있어 문화재에 대한 이러한 소유를 인정하더라도 문화재에 대하여 일

반적으로 사적 소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화유산에 관한 권리는 통상의 

배타적인 個人的 權利(individual right)와 그 성질이 다르다. 그 결과 문화재에 대

한 권리를 集團的 權利(group right)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시도하는가 하면,25) 

문화유산에 대한 개인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타인과 함께 가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권리이며,26) 문화유산에 接近할 수 있는 권리 정도이고 문화재가 공공재라
는 전제 하에서 그 원형 또는 진품의 보존을 전제로 하는 ‘문화재를 享有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정도에서 논의된다. 문화재는 성질상 공공재로서 그 자체 내에 

공익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더라도 사적 소유가 가능한 

목적물과는 달리 이러한 특성에 의해 지배되는 권리가 되고, 문화유산에 대한 정

책도 그에 의해 지배된다.27) 그리고 문화유산의 보존은 현재의 세대만의 이익이 

아니고 미래의 세대의 이익이기도 하므로 현재 세대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향

유할 뿐 아니라 이를 미래 세대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의무도 지니고 있다. 1997
년 유네스코가 채택한 ‘미래 세대에 대한 현재 세대의 의무에 관한 선언’ 

(Declaration on Responsibilities of Present Generations towards Future Generations)에서도 

인류의 문화유산의 보존에 관하여 이런 점을 명시하고 있다.28)

2. 國家의 文化遺産保護義務

문화적 권리라는 개념이 권리론의 관점이나 기본권론의 관점에서 볼 때, 여전

25) 예컨대 John Moustakas, “Group Rights in Cultural Property,” Cornell Law Review, 
Vol. 74(September, 1989), 1187쪽 이하 참조. 여기서의 집단은 단순히 개인의 집합이 
아닌, 집단의 구성원을 그 구성요소로 전제로 하되 개개의 구성원으로부터는 독립된 
집단을 의미한다. J. Moustakas, 같은 , 1193쪽 이하 참조.

26) 아예 문화적 권리라는 것을 개인적 권리인 동시에 집단적 권리(collective right)라고 
규정하는 견해도 있다. J. Symonidies(註 7), 201쪽 이하 참조.

27) J. H. Merryman, “The Public Interest in Cultural Property,” California Law Review, 
Vol. 77(March, 1989), 345쪽 이하 참조.

28) Kishore Singh(註 14), 158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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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불명확하고 그에 해당하는 권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그러

한 것을 도대체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는 법이론적으로 보다 많은 검토와 연구가 요구된다. 그렇지만 국민의 권리가 아

닌 국가의 의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국민이 문화적 권리를 가져야만 국가가 문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생산하거나 문화적 활동을 

육성하거나 지원하는 것이 아니며, 더 나아가 국민이 문화유산에 관한 권리를 가
져야 국가가 비로소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보호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그를 향유

하도록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과 국가의 관계에서 볼 때,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이익이 국민의 권

리로 인정되고 그에 대응하여 국가의 의무가 생겨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에

게 권리가 없더라도 국가에게 의무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국가에

게 어떤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국민으로 하여금 그러한 국가행위에 따르는 이익

이나 혜택을 보게 하여 국민이 보다 풍요로운 삶을 위하고 자신의 행복을 추

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이는 국가의 본래적인 존재목적에서 나온다. 헌법

이나 법률의 이러한 규정을 國家目的規定(Staatszielbestimmung)이라고 한다. 이러한 

국가목적규정은 상위의 헌법원리에 의하여 지도되기 때문에 단순한 선언적인 것

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헌법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방향성을 

부여하고 국가로 하여금 그에 따라 행위할 것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성질

을 가지는 것이다. 헌법상의 이러한 국가목적규정에 의하여 국가는 공동체의 운

에서 과제를 부여받는 것이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필요한 재

정과 조직을 확보하여 헌법질서를 구체화시켜 나간다. 국가목적규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 시스템을 고안하는 바에 따라 법률의 수준에서는 국가에게 일정한 구

체적 행위의무를 부과하게 할 뿐 아니라, 일정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여 시스템

이 작동하게 만드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이때의 권리는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상

의 권리이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보호는 현재의 국민이 이를 향유하고 미래의 국민도 이를 

전승받아 향유하여야 하므로 국가가 존재하는 이상 이러한 것은 국가가 수행해

야 할 의무이다. 특히 역사적 유산을 모두 문화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이 꼭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개념상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냐 별개의 것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문화적 가치’라는 것의 개념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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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의해 좌우될 것이지만, 역사적 가치가 있고 이를 보존․보호해서 현재와 미

래의 국민이 이를 향유할 필요가 있으면 국가는 당연히 이를 보존하고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에서도 필요하고 한 공동체에서 

전통적 가치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것에서도 필요하며, 이러한 인류의 유산을 향

유하면서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도 필요하다. 역사적 유산(historical heritage), 

문화적 유산, 자연유산(natural heritage)은 일국의 수준에서도 보호하여야 하는 의

무가 있지만, 이러한 것은 인류에게 공통되는 유산이기도 하므로 한 국가가 주권

을 내세워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문화재를 공짜로 가져온 경우와 문화재의 국제적 거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

는 점도 인류유산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류의 유산에 대한 

보호에서는 국제적 보호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29)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라고 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

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으로 보건대, 헌법 제9조는 국가목적규정이라고 할 수 있고,30)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보호의 국가의무는 이런 헌법 제9조에서 도출된다고 할 것이다. 우리 헌

법의 해석상 학설에 따라서는 헌법 제35조의 제1항과 제2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환경권에 역사환경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이에 대응하는 

국가의 의무가 발생하는데,31) 문화유산보호는 이런 국민의 역사환경권에 대응하

는 국가의 의무로서 인정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32) 이렇게 적극적으로 역사

환경권을 도출하는 문제는 기본권론에 비추어 볼 때 더 많은 검토를 필요로 한

다. 아무튼 이런 文化的 權利나 歷史的 環境權 또는 文化的 環境權이라는 개념의 
성립여부는 且置하더라도 국가의 문화유산보호의무는 헌법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29) 문화유산에 대한 국제적 보호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예컨대 Theresa Papademetriou, 
“International Aspects of Cultural Property,” International Journal of Legal 
Information, Vol. 24(Winter, 1996), 274쪽 이하; John Henry Merryman, “The Free 
International M ovement of Cultural Property,” New York Uni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Vol. 31(Fall, 1998), 1쪽 이하 참조.

30) 같은 견해로는 김수갑(註 1), 56쪽.
31)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에 문화적 환경권도 포함한다고 하고, 문화적 유산도 포함한 
좋은 환경에서 살 권리도 이런 문화적 환경권의 내용이 된다고 보는 견해로는 金哲
洙, 憲法學槪論(서울: 博英社, 2001), 754쪽 이하 참조.

32) 남궁승태(註 1), 17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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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가는 이런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Ⅳ. 古都保存의 立法化

위에서 보았듯이, 국가가 이런 역사적 유산 또는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보호

해야 하는 의무가 헌법에서 도출되고, 이런 유산에 古都도 포함된다면 고도의 보
존은 국가의 문화유산보존의무로서 이행되어야 한다. 고도는 역사적, 고고학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가지며 과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것은 

문화재보호의 법리에 비추어 보거나 세계의 문화유산보존의 법리에 비추어 보더

라도 당연히 문화유산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고도의 보존에는 종래의 문화재보호의 체계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도의 

보존이 가지는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합당한 보존의 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

요하다. 세계 여러 나라의 경우 문화재나 역사적 기념물, 고고학적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법제는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래된 고도를 보존하기 위하여 

이에 합당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한 것은 일본국의 경우가 대표적이다.33) 이

는 일본국의 경우 종래의 문화재보호의 법제도로는 고도보존의 특성과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

다. 일본국의 경우는 1966년 1월 ｢고도에 있어 역사적풍토의 보존에 관한 특별
조치법(古都における歷史的風土の保存に關する特別措置法)｣(1966. 1. 13. 法律 제1호)을 

議員立法으로 제정하고(이하 ‘日古保法’이라 함), 이어 동년 12월에 ｢고도에 있어 

역사적풍토의 보존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古都における歷史的風土の保存に關する
特別措置法施行令)｣(1966. 12. 23. 政令 제384호)을, 1967년 1월에는 ｢고도에 있어 역

사적풍토의 보존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규칙(古都における歷史的風土の保存に關する
特別措置法施行規則)｣(1967. 1. 14. 建設省令 제2호)을 각각 제정하여 시행한 후 현재

까지 고도의 보존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일본국의 이 특별법은 일본국에 있어 과거의 정치, 문화의 중심 등으로서 역사

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京都市, 奈良市, 鎌倉市 및 政令으로 정한 기타의 
市, 町, 村을 고도로 규정하고, 이의 ‘歷史的 風土’를 전체적으로 보존하는 것을 

33) 세계의 고도보존에 대하여는 장호수, 문화재학개론(서울: 백산자료원, 2002), 180쪽 이
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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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적 풍토’는 일본국의 역사상 의의를 

가지는 건조물, 유적 등이 주위의 자연적 환경과 일체를 이루어 고도에 있어서 

전통과 문화를 구현하고 형성하고 있는 토지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日古保
法 §2). 이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1966년에 京都市, 奈良市, 奈良縣生駒郡斑鳩町, 

鎌倉市에 歷史的 風土保存區域의 지정이 있었고, 이어 1967년에는 天理市, 橿原
市, 櫻井市에 역사적 풍토보존구역의 지정이 있었으며, 그에 따른 역사적 풍토보
존계획들이 각각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개정을 거치면서 집행되어 오고 

있고,34) 그 보존구역도 계속 확대해가고 있다.35)

일본국의 경우 이런 특별법이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 한국전쟁이후 60년대 들

어 산업의 발전과 도시의 팽창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이 주 관심을 이루어 곳곳에 

도로를 만들고 택지를 조성하고 시가지를 확대하는 개발시대가 전개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지역의 풍광, 경치, 자연환경, 문화유
적이 파손되거나 파괴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자 1964년 鎌倉市의 지식
인․문인․예술가와 주민들을 선두로 하여 京都와 奈良의 지식인과 주민들이 자
발적으로 일어나 ‘鎌倉의 자연을 지키는 모임’, ‘京都를 사랑하는 모임’, ‘奈良를 
지키는 모임’ 등을 만들고, 더 나아가 서로 연대를 하여 ｢全國歷史的風土保存聯
盟｣을 결성하여 주민운동으로 고도보존운동을 전개하 다. 이듬해 1965년에는 해

당 자치단체들도 ｢古都保存連絡協議會｣를 발족시켜 연계를 맺고 시장들부터 앞
장서서 고도보존입법운동에 적극 나서면서 입법의 필요성을 펼쳐나가 드디어 국

회의 의원들로 하여금 초당파적으로 합심하여 위 고도보존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하기에 이르 다.36)

이러한 고도를 전체로서 보호하는 법리는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어 1980년에는 

34) 池田有隣,“文化と生活の表現としての景觀,” 古都保存財團, 古都保存法三十年史(東京: 
古都保存財團, 1997), 68쪽 참조.

35) 일본국의 각 지역 고도보존구역의 지정의 확대와 현황에 대해서는 古都保存財團(註 
34), 98쪽 이하; 京都市都市計劃局都市景觀部風致保全課, “最大の保存エリア抱える古
都, 京都のトライアル,” 古都保存財團(註 34), 41쪽 이하 참조.

36) 木原啓吉, “｢世論立法｣としての古都保存法,” 古都保存財團(註 34), 70쪽 이하; 總理府/
建設省, “｢古都における歷史的風土の保存に關する特別措置法｣の步み”, 古都保存財團(註 
34), 34쪽; 安西篤子,“古都․鎌倉に暮らして,” 古都保存財團(註 34), 30쪽 이하; 京都市
都市計劃局都市景觀部風致保全課(註 35), 39쪽 이하; 神奈川縣都市公園課/鎌倉市都市景
觀課, “古都保存法發祥の地, 豊かな自然と武家文化が息づく鎌倉,” 古都保存財團(註 34), 
57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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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대 아스카문화의 중심지역인 飛鳥지방의 유적 등 역사적 풍토를 일체로 
보존하기 위한 ｢明日香村에 있어 역사적 풍토의 보존 및 생활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明日香村における歷史的風土の保存及び生活環境の整備等に關する特別措
置法)｣(1980. 5. 26. 法律 제60호)과 ｢明日香村에 있어 역사적 풍토의 보존 및 생활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明日香村における歷史的風土の保存及び生活
環境の整備等に關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1980. 6. 2. 政令 제156호)을 또 제정하여(이하 

‘明日香村法’이라 함) 역사적 문자연환경을 한 지역전체를 단위로 통합하여 보존하

는 ‘면으로서의 보존’을 정착시켰다. 1966년이래 이런 일련의 법제정을 통하여 현

재까지 8개 지역이 古都로 특별히 보존되고 있다. 飛鳥지방은 특히 유적이 다수 
매장되어 있어 이를 전체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 다. 奈良縣의 明日香村은 
전체 촌의 유적과 경관이 하나의 보존구역으로 통째 지정되어 촌 전체가 ‘면으로

서’ 광역보존으로 보존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明日香村의 경우에는 종전의 
｢古都における歷史的風土の保存に關する特別措置法｣과 비교하여 한 단계 더 나아
간 것인데, 같은 ‘면으로서의 보존’이라고 하더라도 종래의 고도보존이 어떤 지역

의 일정한 구역을 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방식이라면, 明日香村의 경우
는 아예 보존가치가 있는 도시 또는 마을 전체를 보존지역을 정한 것이다. 이는 

특정 구역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환경, 문

화재, 자연경관, 마을의 모습과 조건, 牧歌的인 田園 분위기, 주민들의 삶을 전체
적으로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존의 법리도 종래의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

래서 종래의 ｢古都における歷史的風土の保存に關する特別措置法｣에 대하여 다시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는 ｢明日香村における歷史的風土の保存及び生活環境の整備
等に關する特別措置法｣을 따로 제정하 다.

특정 도시나 마을 전체를 보존지역으로 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경주나 

부여의 경우에 가능한 것인데, 이러한 보존방식을 취할 때는 종래의 ｢古都におけ
る歷史的風土の保存に關する特別措置法｣뿐만 아니라 ｢明日香村における歷史的風
土の保存及び生活環境の整備等に關する特別措置法｣의 시스템을 특히 참고할 필요
가 있다. 도시나 마을 전체를 보존지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역사적 문화환경 및 

자연경관을 전체적으로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과 주민의 안정된 생활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이런 보존지역의 지정이 주민들의 생활을 낙후시켜서

는 안되도록 하는 조치가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도로, 하천, 
하수도, 도시공원, 주택, 교육시설, 후생시설, 소방시설, 산업기반시설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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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정비가 있어야 하고, 이런 정비에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주민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거나 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채의 발행 등

에 국가가 특별히 배려하고, 마을 정비기금도 조성하는 등의 최대한의 배려를 하

여야 한다. 이러한 것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보존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37)

일본국의 明日香村의 경우에도 따로 특별법을 제정하기 이전에는 종래의 日古
保法, 文化財保護法, 風致地區條例 등이 적용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한편으로는 

주민들에게 생활상의 불편이 가중되었고, 경제적인 손실로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

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문제에 직면하여 고도의 보존과 개발(도로, 하천 등의 정

비)과 주민생활의 안정을 모두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종래의 日古保
法과 다르게 고안하여 입법화한 것이 바로 ｢明日香村における歷史的風土の保存及
び生活環境の整備等に關する特別措置法｣이다.38) 고도보존에 관한 입법을 하면서 
경주나 부여를 전체적으로 고도보존지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경주나 부여에 각

각 합당한 개별적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경주지역고도보존특별법｣과 ｢부여지역고

도보존특별법｣을 별개로 입법할 필요가 있다.

고도보존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한 이런 특별법의 운용방식은 일본국의 경우 

종래의 문화재보호의 관념에서 한층 앞으로 나아가게 했을 뿐 아니라 도시계획

법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 다. 도시를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도시계획법에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존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선

적으로 고려하게 만들었고, 이는 더 나아가 도시주변의 風致地區의 보존이라는 
개념이 도시계획의 개념 속에 들어가게 만들었다.

이러한 고도보존의 노력은 법제의 제정과 정비뿐만 아니라 국의 national 

trust운동도 도입하여 古都保存財團도 설립하게 하여 고도보존에 국민들이 적극적
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다.39) 이 결과 오늘날 일본국에서는 京都市, 奈良市, 

37) 總理府/建設省, “｢明日香村における歷史的風土の保存及び生活環境の整備等に關する特
別措置法｣の步み”, 古都保存財團(註 34), 37쪽 참조. 明日香村法 §4, §5, §6, §7, §8 참조.

38) 奈良縣企劃部風致保全課, “日本の古都の原點, 守られた奈良の歷史的風土,” 古都保存財
團(註 34), 49쪽 이하 참조.

39) 일본국에서는 ｢古都保存財團｣을 財團法人으로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다(사무실은 東京
에 소재하고 있다). 이 재단에서는 잡지 ｢古都｣를 季刊으로 발행하며 고도보존의 필
요성과 중요성, 현실에서의 문제점, 각국의 고도보존 및 문화재 보존의 상황 등을 알
리고 있으며, 문화재연구소, 고고학연구소 등 관련기관들과도 긴 한 연락체제를 유지

하며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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鎌倉市 등을 위시한 오래된 역사적 문화도시들이 전체적으로 잘 보존되어 유네
스코에 의해 집중적으로 ｢世界文化遺産｣으로 지정되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관

광명소로 되었으며, 방문객들에게 일본의 역사의 전통과 문화적 정체성을 잘 보

여주고 있다. 일본국에서는 40년에 가까운 지난 세월동안 이런 고도의 보존에 힘

을 기울여온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이제는 고도의 ‘凍結的 保存’에서 국

민의 참여와 능동적 향유에 비중을 두는 ‘活用的 保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
다.40) ‘활용적 보존’은 유럽이나 미합중국에서 문화재를 보호하고 활용하는 시스

템에서 잘 볼 수 있다. 자원봉사시스템의 구축, 문화보호단체들의 활동, 각종의 

안내장 등의 제작, 발전계획의 수립, 현장교육의 시스템의 정착, 주민의 보존참여

운동, 역사현장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용 등 역사적 문화유산을 다음 

세대들이 향유하고 그 가치를 인식하여 그 보존과 보호에 적극 참여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활용적 보존’의 한 모습이기도 하다.

1. 國家의 古都保存義務

(1) 國家의 保存活動義務

우리나라에서 고도의 보존은 우리의 역사와 전통 및 그 유산을 현재와 미래의 

국민들이 향유하고 이를 보존하며 전승하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고도의 지역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고도의 보

존을 위해서는 국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진

다. 위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의무는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도출된다. 특히 

역사적 문화유산에 대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수준에서 기본권이 인정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10조가 정하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서도 이러한 의무가 도

출될 수 있다.
국가의 이런 보존활동에는 오늘날 문화유산의 활용이라는 가치에 비추어 볼 

때, 보존하는 고도지역의 활용을 촉진시키는 의무도 포함된다. 역사유산이건 문

화유산이건 단순히 현상태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만으로 그 가치를 충분히 

보호한다고 할 수 없다. 현재 또는 미래의 국민이 그러한 유산을 적절히 활용․

향유하고 그 가치를 인식하여 대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40) 宮繁護, “古都法の果たしてきた役割と今後の課題,” 古都保存財團(註 34), 63쪽; 川名俊
次, “凍結保存, 保存修景, そして保存活用,” 古都保存財團(註 34), 64쪽 이하; 神奈川縣
都市公園課/鎌倉市都市景觀課(註 36), 6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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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보존하기 위하여 보존구역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기

본적으로 도시계획법의 시스템을 수용한 것인데, 이러한 것만으로는 역사적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에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국가의 보존활동에는 

보존대상을 그 취지에 합당하게 활용하는 활동도 포함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

이 필요하다.

(2) 國民의 協力義務

문화재의 보호뿐만 아니라 고도의 보존에서 보존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나 그 가치는 국민 전체가 함께 향유할 대상이자 가치이고 이는 더 나아가 세계

적으로 모든 인류가 향유할 가치가 있는 것이기도 하므로 해당 나라의 국민이나 

세계는 이러한 문화 유산의 보존과 보호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해당 나라

의 국민에게 부과되는 의무와 세계 인류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수준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고도의 보존에 있어서는 국가가 그 보존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국민이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력의무가 이행되어야 문화유산과 관련된 공익이 유지되고, 이러한 공공재의 향
유가 가능하다. 이러한 협력의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것이므로 고도의 보존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재산권의 제한이나 행동의 

자유는 헌법 제23조 제3항 또는 제37조 제2항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 고도보존지역의 토지의 수용이나 사용 그리고 일정한 행위제한은 이러

한 법리에서 도출된다. 국민의 협력의무는 그 수준에서 강하게 요구되는 것과 약

하게 요구되는 것 사이에 다양한 수준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유산과 같은 公共材는 현재의 세대만 향유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

의 세대도 향유하는 것이므로 문화적 재화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

재의 세대의 권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세대의 권리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런 역에서는 환경권에서 볼 수 있듯이 미래세대의 권리의 문제가 발생한다.

2. 保存의 對象

(1) 保存 對象의 古都

고도보존의 대상이 되는 고도는 우리나라의 역사상 옛 국가의 수도나 또는 역

사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가졌던 지역으로서 보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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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있는 도시지역이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慶州, 夫餘, 公州, 金海 등이 있
다. 경주는 삼국시대의 신라의 수도 고 통일신라시대의 수도 으므로 경주는 고

도보존에 있어서 어느 도시보다 중요한 지역이다. 특히 1,000년 동안 수도로서 

번창한 도시는 세계사적으로도 흔하지 않는 것이므로 세계문화유산의 보존이라

는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부여와 공주는 백제의 수도 던 도시이

다. 김해는 가야의 중심도시 다.
서울은 조선시대의 수도 는데, 서울의 경우는 궁궐을 빼고 나면 조선의 수도

로서의 모습은 대부분 파괴되었다. 지난날 개발시대에 서울의 팽창과 개발로 이

미 보존해야 할 지역이 개발과 함께 500년 동안 수도로서 기능한 지역이었음을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파괴되었다. 그 결과 서울에는 궁궐을 제외하면 문화유산

들이 점으로서만 산재해 있는 결과를 초래하여 버렸다. 유럽 여러 국가나 중근동

아시아 또는 인도, 중국, 일본 등의 고도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도 옛날의 모습
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른바 ‘구도시지역’(old city, Altstadt)과 같이 면으로 보

존되고 있는 지역은 서울의 경우에는 거의 없다. 예외적으로 경복궁 옆의 北村韓
屋保存地域도 점차 개발되어 ‘구도시지역’이라고 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을 고도보존법의 보존의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고도의 보존이라는 면에서 보건대, 보존의 대상으로 중요한 지역은 기본적으로 

법률에서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치의 면에서는 경주와 나머지 도시
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 처음부터 법에서 명시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차후 발

굴의 결과에 따라 중요한 고도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도시나 지역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해당 대상지역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탄

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경주 인근의 도시나 지역, 서울 인근

의 도시나 지역, 가야지역에 해당하는 고령, 합천, 창녕, 진주, 함안, 창원 등의 

지역 등이 이러한 것에 해당할 것이다.41) 이렇게 보존대상지역을 탄력적으로 정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만일 이렇게 탄력적으로 정하지 않고, 현재를 

41) 고도보존을 위한 고도보존의 대상 지역에 대한 조사로는 이장섭 등, 역사고도 보존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작성 연구(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1997), 59쪽 이하 참조. 
이 대상 지역의 조사에서는, 대상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지표조사가 필요
하다는 점, 급속히 훼손되어 가고 있는 문화유적 및 매장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시급
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급박한 과제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같은 책, 60쪽 참
조. 1999년에 정비한 문화재보호법의 매장문화재에 관한 조항(특히 동법 제45조)으로 
이러한 필요한 조치를 어느 정도 취할 수 있으나, 고도보존지역의 매장문화재의 조사
와 발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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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몇 개의 지역만 법률에 열거적으로 정하면,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한 

차후 발견되는 중요한 보존가치를 가지는 지역을 고도보존에서 배제하여 역사적 

문화환경을 전체적으로 보존하는데 차별을 하게 되고, 또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 것만 타당하다는 결과를 가져와 문화유산보호에 대한 미래적인 판단을 배제

시킬 위험이 있다.

고도보존의 가치의 면에서 보면, 북한지역에는 평양과 개성이 있다. 북한 지역
의 고도를 보존하는 것은 통일후의 과제 가운데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이므로 

고도보존법을 제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도를 보존함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통일후 북한 지역의 고도도 보존하는 법체계를 미리 만들어 둔다는 의미

도 가진다. 이러한 고도보존법의 제정과 그에 따른 고도의 보존은 당연히 북한에

도 향을 주어 우리의 고도보존법체계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미리 북한 지역의 

고도를 보존해 가는 것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2) 保存의 具體的인 對象

고도보존의 구체적인 대상은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뿐만 아니라 고도로 보

존할 필요가 있는 구역 내에 역사적 가치를 가지는 건조물이나 유적 등이 주위

의 역사적 또는 문화적 환경 또는 자연경관 또는 연관을 이루는 역사적 유적․

유물과 일체를 이루어 고도로써 문화적, 역사적 보존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 

전체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이런 廣域保存 또는 全體保存이라는 점이 종래의 
문화재보호와 비교하여 고도보존법에서 추구하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이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사찰이나 궁궐 또는 건조물이나 그들의 

건조물이 있던 터가 주위의 자연적, 지리적 환경 또는 다른 유적․유물과 연관을 
이루어 고도로서의 의미를 가지거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

를 모두 그 연관성의 관점에서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궁궐의 배경이 되는 언덕

이나 산, 궁궐을 중심으로 흐르는 강, 개천, 도로, 둑 등이 이에 해당하고 도시의 

동서남북의 전체적인 지리적․철학적 구도나 도시와 당시 문화적으로 접한 연

관을 가진 인근 지역과의 전체적인 구도가 보존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면으

로서의 보존’이라는 개념으로 이를 모두 보존하여야 한다. 視界 또는 視野 또는 
眺望의 보호도 이런 면으로서의 보존의 개념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에 결정적인 향을 준 일본국의 문화재보호의 법제도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의 체계가 기본적으로 ‘점으로서의 보호’를 중심개념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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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기 때문에 고도의 보존이라는 점에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고도보존

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다. 그후 이러한 ‘면으로서

의 보호’는 일반적인 유적에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단계로 논의가 발전되고 있다.

3. 保存의 方法

(1) 國家의 直接的 保存活動

고도의 보존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직접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조사, 발굴, 

보존 그리고 이와 관련된 행정을 모두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행한다. 고도보존

에 필요한 재정도 國庫에서 충당한다. 즉 국가 내에 살고 있는 국민의 공평부담

으로 이를 충당한다는 법리이다.

(2) 國家의 支援活動

고도의 보존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직접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지만, 이미 지방

자치단체가 이러한 보존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거나 또는 성질상 지방자치단

체가 행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이러

한 고도보존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체적인 보존활동에서 

일부는 국가가 담당하고 일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고도

보존과 관련하여 사적 단체 또는 개인이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

해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4. 古都保存의 法的 시스템

고도보존의 필요에 따라 그 보존의 법적 시스템의 중요한 구조를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실제 입법에서는 더 세 한 사항들이 고려됨을 전제로 하여 

그 대체적인 체계를 설정한다. 이에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고도 보존의 필요성

이 인정되어 이에 대한 법률을 제정한 일본국의 위 특별조치법들을 유용한 자료

로 활용할 수 있다.42) 구체적인 사항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와 일본국이 다른 경우

에는 우리의 문제를 적합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고도보존의 전체적인 법적 시스템을 보면 다음과 같다.

42) 일본국에서 이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 실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2002년 2월에 일본
국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실태를 청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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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으로 고도보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의 대상에 고도보

존에서 보존․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포함되지 않으면 양자는 별개의 법으로 

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태라면 문화재보호법의 대상에 고도보존의 대

상이 포함되기는 어려우므로 고도에 관해서는 독립된 법률을 따로 제정하여야 

한다.43)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보호의 대상을 확대하여 고도보존에서 
보존․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을 포함할 수 있으면 양자를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

로 정할 수도 있다. 이는 법체계의 문제일 뿐 결론에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주나 부여와 같이 특정지역 전체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 지역의 보존에 적합한 개별적인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1) 保存地域의 指定

고도를 보존함에 있어서는 보존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도에 해당하

는 지역이라도 이미 주민들이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도시를 모두 보존하는 것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통상 고도의 보존은 고
도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현

상상태를 통째로 보존한다. 경주나 부여와 같은 경우에는 ‘신경주’나 ‘신부여’라는 

신도시를 만들어 주민들이 점차 새 도시로 옮겨가 살게 하고 구도시에 해당하는 

현재의 경주 또는 부여지역 전체를 보존지역으로 지정할 수는 있다. 보존지역의 

지정은 ‘면으로서의 보존’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광역보호 또는 전체보

호의 관념에 적합하도록 행해져야 한다.
아무튼 어떤 경우에나 보존의 경우에는 보존하고자 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 지역 내에서 일정한 행위제한을 할 수 있다. 보존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보존지역을 지정하면 그후 그 인근에 개발의 붐이 일어나고 

토지의 개발과 환경의 훼손이 따른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처음에 보존지

역으로 정한 범위가 너무 좁아 결국 나중에 확대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미 그 지

역에 각종 호텔 등 관광시설이 들어서 있어 확대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

43)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하는 같은 견해로는, 이장섭 등(註 41), 46쪽; 남궁승태(註 1), 
35쪽. 우리나라에서 실제 고도보존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법안의 단계로 제출된 예
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남궁승태(註 1), 40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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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보존지역을 어느 범위에서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일본국의 경우

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0년에 따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奈良의 明日香村을 
전체로 보존지역으로 정한 것도 그 이전에 奈良지역에 古都保存特別區域 등을 
지정한 후 주변에 개발바람이 일어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에는 보존할 가치가 있

는 고도지역의 파괴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위험이 발생하 기 때문이었다.44)

보존지역의 지정은 국가의 행정체계상 이를 관장하는 행정부처의 장이 행한다. 
고도보존은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행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대통령이 관장하게 

할 수도 있다. 일본국의 경우는 행정수반인 內閣總理大臣 즉 수상이 하고 있다.

이러한 고도의 보존은 그 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의 관여가 필요한바, 해당 부처 하에 심의기관인 委員會(가칭 ‘古都保存委員會’)를 

설치하여 고도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하기 전에 미리 이를 심의하도록 하는 것

이 필요하다. 보존지역의 지정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 부처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보존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官報에 공시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이를 알게 하고 대외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존지역의 지정은 보존지역의 변경을 포함한다. 즉 이미 지정한 보존지역을 변

경하는 때에도 보존지역을 지정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심의기관인 위 위원회는 고도보존지역의 지정․변경뿐만 아니라 고도보존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 조사․연구, 고도보존의 해당 부처의 장에 대한 자문, 주민
들의 민원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한다.

이러한 위원회는 사실상 권한이 강력하기 때문에 위원의 경우 임기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원회의 신진대사와 업무의 연속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은 1/3씩 교체하는 방식을 취하되(예컨대 임기 6년의 경우, 처음에 구성할 때는 

임기 2년의 위원 1/3, 임기 4년의 위원 1/3, 임기 6년의 위원 1/3을 임명하게 된다), 위원

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부처의 장이 임명한다. 위원회
는 자체 규칙으로 소위원회의 설치나 연구위원 또는 전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해당 부처의 장 및 관계부

처의 장 또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에게 의견을 진술할 권

한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위원회는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

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관련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원회의 자료제출요

44) 奈良縣企劃部風致保全課(註 38), 49쪽 참조.



鄭 宗 燮 [서울대학교 法學 제44권 제3호 : ?∼?54
구나 협조요구가 있는 이를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保存計劃의 樹立

고도보존에 있어 보존지역을 지정한 때에 보존지역을 지정한 자는 관련 지방

자치단체 및 고도보존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부처의 장이나 관련 기관

과 협의하여 고도보존지역의 보존에 관한 계획 즉 古都保存計劃을 확정해야 한
다.

고도보존계획에는 보존지역 내에서의 행위의 제한 및 기타 고도의 역사적 문

화환경 및 자연환경 전체를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관한 사항, 보존지역 내에서 역
사적 환경의 보존과 그에 필요한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보존지역 내의 特別
保存區域의 지정의 기준, 토지의 매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고도보존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계획으로 정한다.

보존지역 내에서도 특별히 절대적으로 보존하여야 하는 구역이 있을 수 있는

데, 이 특별보존구역에서는 보존지역의 나머지 지역과 비교하여 고도의 보존필요

상 행위제한이 강하게 요구된다. 보존지역이 광범하게 지정된 경우 특별히 보호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서는 일정한 행위를 허가사항으로 함에 비하여 나머

지 지역에서는 신고사항으로 하는 것과 같이 행위의 제한에 있어서 차이를 두는 

경우 이러한 특별보존구역을 둘 수 있게 한다. 행위의 제한에서 여러 단계가 필

요한 경우에는 특별보존구역의 종류도 여러 수준으로 차별화 할 수 있다. 특별보

존구역을 지정하여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구역에 이를 표시하는 표지를 설

치하여야 하고, 그 구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이 표시의 설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도보존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고도보존위원회의 심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고도보존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국민이 자유로이 의견을 제

시하는 참여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즉 관련 고도보존지역의 주민이나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거치는 절차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보존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관계기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송부하고, 

官報에 게재하여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고도보존계획수립에 관

한 절차는 당연히 고도보존계획의 변경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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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보존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3) 保存地域內의 行爲 制限

고도보존지역 내에서는 일정한 행위제한이 가해진다. 이러한 행위제한은 발굴 

및 보존과 함께 역사적 환경을 전체적으로 보존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

이다. 보존지역 내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나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기타 토지의 형질 변경, 산림의 벌채, 토석류의 채취, 

옥외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 건축물 등에의 도색(색체의 선정, 변경 등), 기타 역

사적 환경 보존에 향을 줄 수 염려가 있는 행위로 시행령이 정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건축물이나 공작물, 시설물에는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공장, 기업

시설, 업시설, 공공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제한의 구체적인 세부적 사

항은 시행령에서 상세히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행위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통상의 관리행위, 경미한 행위, 비상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응급조치, 시행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행위의 제한을 해제하는 許可의 경우에는 기한이나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
다. 이른바 附款이 붙은 행정행위의 형식으로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는 고도보존

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행위의 형식이다.

이러한 행위의 제한을 두는 경우, 특별보존구역 내에서의 허가나 나머지 구역 

내에서의 신고를 하게 한 경우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벌칙을 가할 뿐 아니라 담당 관청은 보존에 필요한 原狀回復을 명하
여야 하고, 이러한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러한 원상회복이나 이에 갈음하는 조치를 위한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聽聞節次를 거치도록 한다. 청

문절차에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고도의 보존상 긴급

한 경우에는 이러한 청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역사적 환경의 보존상 긴급한 때에는 보존의 이익(공익)이 우

월하여 이런 청문절차를 밟을 이익(사익)이 소멸한다. 이행강제를 위해서는 代執
行이나 行政罰 또는 行政刑罰을 가할 수 있다.

허가가 아닌 申告만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는 행위자에게 필요한 조언이나 권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도보존에 우려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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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신고

만 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당장 고도의 보존에 큰 우려를 가

져오는 것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고도보존상 고려할만한 점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 하에 권고 또는 

조언 또는 지도 등이 필요할 수 있다.

보존지역 내에 행위제한이 가해지는 행위를 국가가 행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담당 관청과 미

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중앙정부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가 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통지를 하도록 하

여야 한다. 고도의 보존이 그 고도보존지역이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인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이러한 사전 통지로 상호 협력하고 조정하는 

작업은 고도보존의 행정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도보존을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

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존지역 내의 국유지나 지

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를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도보존지역 내에서 고도보존과 무관한 건축물을 신축

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기타 행위를 하는 때 이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
당 지역의 주민으로 하여금 이를 다투게 하거나 일정한 수 이상의 사람이나 단

체로 하여금 다툴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화유산에 관

한 권리를 인정하는 관점에서는 이를 더욱 요구할 것이다.

(4) 行爲의 制限과 損失의 補償

보존지역 내에서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 그 허가를 얻지 못하여 행위

제한을 받는 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公平負擔의 법리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한 공용제한에 해당하므로 당

연히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그러나 보존지역 내에서 도시계

획, 문화재의 보호, 건축관계법 등에 의해 이미 행위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허가
사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

라 허가의 신청이 사회통념상 고도보존을 위하여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법

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는 문화유산의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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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국민이 당연히 受認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존지역의 지정으로 

기존의 재산적 이익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새로 경비의 지출이 발생한 경

우, 장래 받게 될 재산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등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보존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하

게 할 뿐 아니라, 재산권의 행사에 심대한 제한을 의미하고 이는 더 나아가 해당 
지역의 경제적인 쇠퇴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보상은 철저하게 이루어져

야 한다. 이러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못하여 갈등을 유발하

느냐 하는 점은 고도보존정책의 성패에 많은 향을 미친다. 개별 재산소유자에 

대해 보상을 충분히 한다고 하더라도 행위제한은 해당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역의 발전에 대한 국가의 종합적인 대책(예컨대 

문화특별구 육성계획, 역사특별구 발전계획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고도보존지역이라
고 하여 그에 살고 주민이 다른 지역의 주민보다 생활수준에서 피해를 보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의 해당 지역 발전에 대한 계획은 고도보존계획을 

수립할 때 동시에 수립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은 위에서 본 일본국의 明日
香村法에서 잘 관찰할 수 있다.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먼저 담당관청의 장과 협의를 하여 정하게 한다. 이러

한 협의를 통하여 보상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토지수용법상

의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

(5) 私有土地의 收用․使用과 損失의 補償

고도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하거나 사용

할 수 있다. 그 근거는 헌법 제23조 제3항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

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토지의 수용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수용

에 앞서 먼저 임의매수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가에 의한 임의매수를 달성

하기 어렵고 고도를 보존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국가는 해당 토지를 수용한

다.

국가는 고도의 보존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으로 족한 경

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용사용을 시행하며, 공용사용에 제공된 토지의 소

유자에게는 헌법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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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私有土地의 買收請求

고도보존지역 내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행위제한을 해제하는 허가를 

얻지 못하여 자신의 토지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받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에게 해당 토지를 買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고도보존의 필요와 
토지소유자의 이익의 조화를 기하는 방법이다.45)

이런 토지 매수의 청구가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할 재정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국가가 매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매수능력이 충분한지의 

여부는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할 재정능력이 있

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또는 국가와 공동으로 매수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토지
의 매수는 시가에 의한 매수여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과 균형을 이루

도록 정한다. 이러한 토지의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이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

속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46) 이는 고도보존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고도보존의 실제에서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

반이 취약하나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고도보존은 지방자치단체보다 중
앙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구도를 설정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보인다. 

일본국에서는 2000년 地方分權一括法으로 고도보존에 관하여 그간 국가가 행해
오던 업무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 다. 일본국의 경우에는 1966년 日古
保法을 제정하여 37년 정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이러한 업무를 거의 완성시켰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국의 지방자치의 발달로 인하여 이러한 업무를 이

제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도 고도보존의 기본이 흐트러질 우려는 없다. 그러
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법제를 현재 만들어야 할 사정을 고려하면 이를 지

방자치단체의 소관으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인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행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45) 일본국의 경우 日古保法의 시행에서 현재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고도보존지
역의 주민과의 충돌은 거의 없다. 대부분 토지의 매수청구나 수용에 따른 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분쟁으로 간 경우는 없다고 한다.

46) 일본국의 경우 토지를 매수청구건수가 매년 증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형편인데, 매수해야 할 토지이지만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아직 매
수하지 못하고 려 있는 건수가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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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고도보존의 취지에 적

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매수한 토지를 방치

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 토지의 매수는 중앙정부가 하고 그 관리는 지방자치

단체로 하여금 할 경우 그 재정부담에서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는 중앙정부와 지

방자치단체 간의 협조가 필요하다. 국가가 토지를 매수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금 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때에는 

중앙정부가 관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관리

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매수한 토지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여

야 한다. 주민에게 불이행을 다툴 수 있게 하는 권리(법률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매입한 토지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고도보존에서 중요

하다.47) 역사적 유적지나 문화적 유적지가 아니라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산지, 구릉, 언덕, 초지, 모래사장 등을 매입한 경우 이를 그대로 보존하여야 하

는 경우도 있지만, 국민들이 적절히 이용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예컨대 산책로 

또는 등산로, 휴식공간, 공원 등의 조성). 관리의 방법에 따라 그 주체와 비용부담의 

방식에서 국가가 주도하느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느냐 하는 것으로 다양화할 

수 있다.

고도의 보존상 토지의 매입이나 수용에는 결국 국가의 예산문제가 따른다. 토
지의 매입을 결정하 다고 하더라도 실제 매입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계획상 매입 또는 수용의 대상으로 결정하 다고 하더라도 실제 매입이

나 수용을 하기까지에는 오래 동안 대기하여야 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48) 이에는 국가의 예산확보뿐만 아니라 매입기금

을 조성하는 방법을 여러 각도에서 강구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문제해결에 국민

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national trust운동을 장려하여 이러한 운동의 재단들이 
해당 토지 등을 구입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7) 報告 命令, 調査 등

국가나 보존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도보존상 필요한 행위제한이 제대

로 실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행위제

47) 京都市都市計劃局都市景觀部風致保全課(註 36), 42쪽 이하 참조.
48) 京都市都市計劃局都市景觀部風致保全課(註 36), 4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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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준수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존지역

(특별보존구역 포함) 내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여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어

야 한다. 이러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러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신분을 증명할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기타 관계인이 확인을 요구

하는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사행위는 고도보존의 필요상 행위제한의 
준수여부와 고도보존의 필요상 행해지는 것이므로 해당 공무원이 범죄행위를 수

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런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수사권을 가지지 않는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고도보존지역 내에서 고도보존과 문화재의 보호를 통합적

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文化遺産保護官’(cultural heritage ranger)을 두는 방안도 고

려해볼 수 있다. 이는 고도보존지역 내에서 고도보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존 
및 보호대상이나 문화재에 대한 훼손행위를 감시․방지하거나 이를 처리하는 업

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경찰권도 가지는 문화유산경

찰관제도이다. 이는 통상의 경찰과 긴 한 업무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고도보존이

라는 특수업무에 효과적으로 종사하게 하여 고도보존의 경찰적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유산보호관을 두면, 위의 조사업무는 이들의 관장사항

으로 하면 될 것이다.

(8) 工事中止와 事前調査 등

우리나라의 고도의 특징상 그 해당 지역의 유적과 유물은 대부분 매장되어 있

다. 따라서 고도보존지역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 및 보호에 대해서는 그에 합
당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보존지역에서 행해지는 토지

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모든 종류의 공사에는 반드시 사전조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49) 그리고 공사를 착수한 이후에도 유물 또는 유적의 발견으로 인

하여 조사를 하거나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는 해당 공사를 중지시키

는 명령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공사가 국가가 행하는 공사는 물론이고 사인

이 행하는 공사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전조사의 비용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고, 공사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사전조사나 발굴에 관

한 비용을 부당하게 공사를 하는 사업자나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것은 

49) 이장섭 등(註 41), 40쪽도 같은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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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사전조사는 지체없이 착수되어야 하고, 필요한 최단기간에 행해져야 한다. 공

사의 발주자나 시행자가 공사시기를 앞당기거나 공사중지의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조사 또는 발굴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국가와 협의하는 것은 

인정할 할 필요가 있다. 사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여 

자발적으로 조사 또는 발굴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는 없다. 물론 
이 경우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조사 또는 발굴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조사의 고의적인 지연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에는 그 배상을 하여야 하고, 이러

한 지연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조사의 지연과 관련해

서는 공사의 발주자나 시행자가 의견을 언제나 자유로이 개진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조사신청이 있은 때나 공사를 중지시키는 
행위가 있는 때로부터 공사를 중지함으로써 피해를 입게 되는 발주자 및 시행자

가 당국의 조사작업이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이에 참여하

고 협의할 수 있는 參與權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상 공사의 중지가 있으면 공사를 해야 하는 측에서는 시간을 다툴 정도로 

피해가 발생하는데 당국은 온갖 이유를 들면서 조사와 발굴절차를 신속히 밟지 

아니하여 공사를 중지한 발주자나 시행자가 막대한 피해(공사비용의 이자, 정시공사

로 얻게 될 이익의 상실, 시장가격의 상승, 공사계획의 수정에 따르는 비용 지출 등)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에 관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 고

의적인 지연인가 하는 점을 판단하는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이

유가 없이 일정한 기간(예컨대 6개월)을 경과하여 계속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최대 

공사중지기간(예컨대 2년)을 경과하여 계속 공사를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일률적으

로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스페인에서는 15일에서 1개월 동안의 

중지, 독일과 벨기에에서는 6개월이 내의 정지만 배상을 하지 않고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의 중지에는 반드시 배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사의 중지는 국민의 재산권이나 

업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국민이 언제나 수인하여야 하는 국가의 일방적

인 권한은 될 수 없다. 공사의 중지는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보다도 더 강한 

제한이기 때문에 이에는 피해에 대한 전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 피해산

정액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법관이 행한다.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현 상태의 보존과 조사를 위하여 통상의 조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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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절차를 거치지 않는 긴급조사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매장문화재의 경우 

현상의 보존은 시간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이므로 이에 적극 대처하는 방법으로

는 긴급 조사와 긴급조치의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정한 자에게 긴급조사와 

긴급조치의 결정 및 그 권한을 부여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문화재보호법 제

45조 제2항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이나, 이를 명시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본다.

(9) 保存對象의 活用計劃

고도보존법의 이러한 기본적인 틀은 전통적인 도시계획법의 시스템을 수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보존구역의 지정과 보존계획의 수립 그리고 각종의 
행위 제한은 현상을 보존하는 것에 중점이 놓여 있다.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나 자연환경 또는 대상물이 파괴되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현상의 보존이 

가장 중요하고 선행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래서 고도보존법에도 이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보존만으로 고도보존의 목적을 모두 달성했다고 하기는 어렵

다. 고도를 보존하는 것은 현상을 보존하면서 그 가치를 현재의 국민과 미래의 
국민이 향유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도의 보존에는 반드시 보존대상을 

국민들이 그 취지에 합당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

다. 고도라는 문화유산에 접근하고 향유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인가 하는 문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아직 이론적으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이러

한 접근과 향유를 법률에서 정할 수는 있다.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은 물론

이고 모든 국민들이 이러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역
사적 문화유산이 가지는 가치가 어느 한 나라의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만큼 

세계 인류의 유산으로서도 활용되어야 한다. 국가는 이러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활용에 소요되는 일정한 재원도 마련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위에서 본 일본국의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들에는 이러한 활용계획이 빠져 있

어 이것이 향후의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고도보존에 관한 입법

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이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50)

50) 위 이장섭 등(註 41), 48쪽 이하에 제시된 ｢가칭 ‘옛도시보존법’(안)｣은 일본국에서 있
었던 초기의 日古保法을 따른 것으로 그후의 明日香村法의 법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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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罰則

고도보존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벌칙규정을 두어야 한다.

Ⅴ. 結論

이 은 헌법상의 문화에 관한 조항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에 따른 문화유산에 

대한 국가의 보존의무를 규명한 후, 우리나라의 고도보존의 필요성을 밝혀낸 것

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하여 고도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입법의 경우 포함시켜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 다.

고도보존의 국제적으로 선진국들이 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수행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를 단일법으로 정하고 있는 일본국의 경우는 우리의 문화재보호법에 

직접적인 향을 주었으므로 일본국의 경험을 참고로 하는 것이 우리의 경우 적

실성을 가진다. 일본국의 경우 고도보존의 전개과정을 보면, 종래의 문화재보호

법의 체계로서는 충분히 그 보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

법의 체계와 따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 다. 그러나 일본국의 경

우에도 고도보존의 것에만 강조점을 두어 고도보존구역의 지정이 오히려 해당 

지역의 주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해당 지역의 경제활동이나 생활수준을 현

저히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도 경험하여 종래의 日古保法이 내포한 
문제점도 찾아내었다. 그리하여 일본국의 明日香村法은 종래의 日古保法의 체계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도의 보존과 주민의 생활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찾아

내어 이를 법제화하 다. 우리의 경우에는 일본국의 日古保法도 참고하여야 하지
만, 경주나 부여와 같이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고도로 보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일본국의 明日香村法을 참고하는 것이 보다 적실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종래 

우리나라에서 고도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실천안으로 제시한 것은 대부분 

일본국의 日古保法에 의존하고 있고, 明日香村法은 간과한 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에서는 이 점을 특히 지적하고 우리에게 적합한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의 제

정을 제시하 다.

도시계획법에도 도시계획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배려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것은 도시계획의 일부분으로 고려되는 것이어서 고도보존에 관한 전체적인 이념

과 체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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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없다.

일본국의 경우에도 고도보존의 문제가 주민들의 보존운동에서 발전하여 입법

화의 결실을 맺었으므로 우리의 경우에도 고도보존의 운동을 주민운동 또는 시

민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실천의 방법의 문제이고, 그 

이전에 고도보존의 필요성과 그 법리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에

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고도보존의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하고 그 입법의 구체적

인 내용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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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and Legislative 

Suggestion for Preservation of Old City
51)

Jong-Sup Chong
*

There is not a systematic law to protect historical cultural old cities in Korea. 

This article aims at designing the legal system of “Old City” preservation and 

suggesting legislative frame. First, I analysed the concept of cultural right and 

government's obligation in protecting cultural heritage. In discussion about the 

concept of cultural right, there are many ideas from the aspec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 than that of constitutional right. Wheres many different opinions 

were suggested around the concept of cultural right, it has been still ambiguous 

and not clear what the cultural right means. In this article, I sketched various 

academic opinions about the cultural right and tried to get the government's 

obligation to protect cultural heritage from the article 9 of Korean Constitution. 

The article imposes the government to protect the cultural heritage.
In Japanese, the first law to preserve historical old cities was made in 1966. 

In designing the legal preservation of old cities, Japanese legal system and its 

development looks much helpful for us. I introduced Japanese legal system of 

“Old City” preservation and suggested my ideas.

I suggested that the current Korean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law is not 

sufficient to preserve the historical old cities and special legislation is necessary. 
In making the policy of old cities protection,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 

protection of old cities as a “face” not a “point.” To preserve a city as the old 

city, the government should determine a certain historical city as a preservation 

area. In case that a combination of historical area and natural scenery creates 

undivided cultural value,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whole areas as the 

* Associate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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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of preservation. This is the idea of “protection as a face.”

Under the idea of “protection as a face,” I designed the old city preservation 

frame. I analysed the legal obligations of government and citizens in preservation 

of old cities. I explained how to determine the objects of preservation, who 

should pay the preservation cost, what is the each role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how to establish a preservation planning,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the administrative order to stop construction and constructor or 

estate owner's appeal process, how to enjoy the preserved old cities as cultural 

heritage.

This article was written from the aspect of constitutional poli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