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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문화재에 관한 한일 간의 갈등
―그 역사와 인식의 차이―

1)

정  목
*

Ⅰ

1) 현행 한국 문화재보호법령에 “‘文化財’라 함은 人爲的, 自然的으로 形成된 

國家的, 民族的, 世界的 遺産으로서 歷史的, 藝術的, 學術的, 景觀的 價値가 큰 다

음의 것을 말한다”로 규정하면서, 가치가 큰 것으로 1)유형문화재, 2)무형문화재, 

3)기념물, 4)민속자료 등의 네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지칭한다.1) ‘문화재’(Cultural 

Properties)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1950년대 들어와서

다. 공식적으로 이 용어가 등장한 것은 1961년 문화재관리국 직제가 공표되고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외국의 사례에 따라 민족의 문화유

산을 보호하겠다는 기치 아래 國寶나 古蹟 등과 같은 분류의 개념이 아닌 종합

적인 의미로 처음 사용한 이후, 이 용어는 급속하게 우리의 사회 전반에 침투되

어 무언가 민족적이고, 소유의 가치가 있어, 지켜야 할 무엇이라는 의미로 우리

에게 먼저 다가온다. 일본에서는 청일전쟁 후부터 ‘문화재’라는 용어가 등장했으

나, 일본도 그것의 공식적인 사용은 1950년 그들의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고부터

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1933년에 重要美術品保存法, 1928년에는 개인 소유의 

문화재를 포함한 國寶保存法을, 1919년에 史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法, 1897년에는 

古寺刹, 神祀保存法 등을 단계적으로 제정해왔으므로 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인

식과 보존의 역사는 우리보다 앞서 있었다.

명치 20년대(1887-1897), 유럽 국가들의 교회들이 그들의 교회유물을 사적으로 

또는 교회 차원에서 매매,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을 견문한 구기 류이치(九鬼隆一)
는 일본에 돌아와 일본의 모든 사찰 유물도 사찰 스스로 매매, 양도할 수 없음을 

* 서울大學校 美術大學 敎授
1) 문화재청, 문화재 관계 법령집, 2001년, 18-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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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했다.2) 즉, 유물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역사와 함께 형성된 문화재는 

스스로 공공의 가치를 지닌 국가의 공적재산임을 유럽에서 터득했던 것이다. 류

이치는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모든 사찰유물은 帝室博物館에 귀속되어야 한다

는 것을 주장했다. 일본에서의 이 시기는 특히 대일본제국헌법이 발포(1889년)된 

직후의 시기라 모든 것이 유럽을 본뜬 근대국가의 개념과 체계로의 이양을 형식

적으로 완성했을 때 다. 류이치의 주장은 1897년 고사찰, 신사보호법이 제정되

고, 1900년 궁내성이 帝室博物館制를 제정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실현될 수 있었다.

일본에서 제실박물관의 설립은 곧 문화재를 국가가 관여하는 공적 성격을 부

여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 다. 그것은 또한 유형문화재를 종교적인 것이

나 역사적인 것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미술품으로서의 개념과 성격을 지닌 

대상으로 취급하게 한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때문에, 향후 일본의 박물관들은 역

사 박물관이 아닌 미술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했고, 문화재에 

관한 보호법령도 단순히 자국의 종교와 역사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닌 미학적, 문

화적 가치를 지닌 미술(미술품)보호법령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제실박물관의 성립에 앞서 일본은 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의 주도 아래 ‘臨時
全國寶物取調局’을 설치했고, 거기에서 1888년부터 1897년까지 총 215,091점의 

미술품을 파악, 정리, 분류, 기록했다. 이러한 활동은 자연스럽게 일본에 미술사

라는 신학문을 출현하게 만들었다.3) 텐신은 이 기초적인 자료를 토대로 그가 초

대 교장직을 맡은 동경미술학교에서 1890년부터 일본 최초로 “일본미술사” 수업

을 강의했고, 1901년 파리만국박람회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橋本日本帝國美術略史
(Kohen Nihon teikoku bijutsu ryakushi)를 발간하 다.4)

이렇듯 명치 20년대는 일본에서 근대적인 개념과 성격으로서의 체계적인 문화

재보호법령과 미술행정제도들이 도래하기 시작한 첫 시기이며, 이러한 경험들이 

그들의 식민국가인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면서부터 일제시기 우리나라에서도 문

화재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2) Takagi Hiroshi, “The Administration of the Cultural Properties during Japan's M odern 
Era and the Formation of the History of Art,” abstract for the 7th Seminar on the 
Conservation of Asian Cultural Heritage, http://www.tobunken.go.jp/~bijutsu/sympo/ 
index.html를 참조할 것.

3) Ibid.
4) Ibid.



2003. 9.] 문화재에 관한 한일 간의 갈등 69
2) 미술과 문화재에 관한 제도와 행정의 전반적인 기초를 유럽에서 도입했다

는 측면에서 유럽의 19세기와 같은 시각으로 일본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박물관

(미술관)을 설립하고, 박람회를 조직하고, 근대 산업화의 초석으로 미술을 바라보

며, 그것과 관련한 미술학교를 건립하는 등의 일련의 모든 유럽에서의 움직임을 

일본은 그대로 답습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

이 제국주의적 시각 하에서의 국가관을 반 한채 철저하게 국가의 계획, 통제 아

래 형성되었다는 것조차도 일본은 유럽을 따른다. 과학과 산업의 발달에 미술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있었음을 간파한 일본은 박물관, 미술관을 견학하고, 여러 만

국박람회에 참가하면서 殖産에 관한 유럽과의 기술적, 미술적 격차를 보게 되며,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박하게 인식하면서 미술전반에 관한 유럽의 

제도와 행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19세기 일본에서의 미술과 문화재에 관한 제도, 행정의 변화를 좀더 구체적으

로 들여다보기 위하여 우리는 앞서 언급한 텐신의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884년 텐신은 文部省 내에 프랑스의 美術省과 같은 기관으로서 ‘美術局’을 설치

하여 미술교육, 美術共進會, 고미술보전, 미술 수출품 관리 등의 4개 항목을 관장

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 다.5) 텐신이 작성한 “文部省二美術局ヲ設ケラし度意見”

의 일부를 살펴보면 그가 구상한 미술국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미술 및 應用美術은 문명발달에 수요가 있어 왔으며, 경제상 殖産富國의 원

천이 되기 때문에, 歐洲諸國에서는 美術省이나 美術局을 설치하여 감독 장려하

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일본)에는 미술박람회는 農商務省 博物局에 속해 있

으며, 미술교육은 旧工部省에 간신히 그 외형이 있었으며, 또한 최근에는 文部

省에 겨우 그 일부를 시작하여 미술의 관리, 보존은 조금도 돌아보지 못한 채, 

工藝美術의 현황은 부진하고 그 수출에 있어서 수익을 잃고 있다. 이러한 상태

이기 때문에 지금의 급무는 새로이 美術局을 설치 전국의 미술을 정리, 총괄하

는 것이다.6)

텐신은 당시 일본의 미술정책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

한 그에 따른 비효율성으로 박람회와 교육이외의 미술품의 관리와 보존 부문이 

5) 강병직, “근대 일본의 미술아카데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미술이론 전공 석

사학위 논문, 2001, 110쪽.
6) 건의서의 全文은 岡創天心全集 제3권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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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미술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과 공예미술의 부진으로 인해 수출에서

의 수익이 줄고 있음을 지적했다.

유럽을 모델로 했으나 텐신이 지적한 것처럼 미술(품)의 교육, 관리(수출품), 

전시(박람회), 보존(박물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괄적인 정부 차원에서의 관리조

직을 구상하 다는 점은 당시의 일본에 없었던 제안이었다.

한편, 미술교육의 측면에서 1876년 工部美術學校가 개교한 이래 1882년 폐교

되고 1887년 동경미술학교의 설립에 이르는 동안 일본에서의 미술(품)정책은 ‘서

양에서부터 일본으로의 이양’, ‘殖産興業으로부터 문화적/정신적 가치의 추구’라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본격적인 미술전문학교의 출현과 함께 미술(품)을 산업수출품

으로 보아왔던 시각에서 이제는 문명국에 걸맞는 문화가치의 산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7) 殖産興業으로서의 미술(품)을 진흥, 수출하고자 했던 것은 19세기 후

반에 구미에서 발흥, 유행했던 자포니즘(Japonismme)에 의한 구미인들의 기호와 

경제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본의 정책이었다면, 문화적/미학적 가치 체

계로서의 서양미술(품)을 일본으로 이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미술전문학

교의 설립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때문에, 향후 일본의 미술교육과 그에 따른 미

술(품)에 대한 인식은 이같은 산업, 경제적인 측면과 일본의 전통미술을 보호, 개

량, 장려하는 측면으로 진행되었다. 그로 인하여 제국으로서의 근대국가에 어울

리는 문화를 창출하고, 구미 열강국가들에게 일본이 태생부터 문명국임을 보여주

고자 하는 정책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일본이 구미 열강에 맞선 독립

된 국가를 이룩해야 한다는 관념과 서구 문물에 대한 일본의 문화적, 정신적 정

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당시의 대내외적인 정치/사회 상황에 의한 딜레마라 할 수 

있다.

3) 문화재를 수집, 보전, 전시, 연구, 교육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박물관과 미

술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어떻게 보면, 문화재가 있기에 박물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박물관이 있기에 거기를 채울 문화재가 필요하다고 해도 틀

린 말이 아닐 정도로 그 둘의 관계는 접하다. 때문에 문화재에 관한 인식과 역

사는 박물관에 대한 인식과 역사와 그 궤도를 같이 한다.

1889년 帝國博物館을 설립하기까지 일본은 박물관의 설치에 관한 독일, 오스

트리아, 국, 프랑스 등의 서구 국가들의 사정을 참고한 경험이 있었다. 일본은 

1871년 文部省을 설립하고 그 안에 博物局을 둔 이후 1872년에는 문부성박물관

7) 佐藤道信, 日本美術誕生: 近代日本の ｢ことば｣と戰略 講談社, 平成8년, 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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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치한다. 그러나, 문부성 박물국에서 관할하던 박물관을 1875년에는 내무성, 

1881년에는 농상무성, 1886년에는 궁내성(天皇)으로 이전해왔다. 1886년 궁내성

으로의 이전을 주도한 인물은 이토 히로부미(伊藤搏文)로 당시에 궁내성 대신이

었던 그는 일본의 박물관을 서구의 왕립박물관과 같은 모습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다. 박물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미술제도와 행정을 궁내성 중심으로 편성하는 

것 자체가 일본의 문화정책이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적 문화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가령, 高木博志는 “입헌국가 형성에 있어 러시아, 오스트리아, 국 등이 왕실

을 두고 있는 것처럼, 독자적인 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는 것이 일등국가가 되는

데 불가결하다는 점을 岩創具視, 伊藤博文 등이 인식”하 던 점을 지적하며, 때

문에 전통복귀의 문화현상을 “서구의 모델을 딴 것으로서 일본의 정체성을 확립

하기 위한 의미”와 “국제사회에 근대화된 일본의 지위를 인정하려는 의도”로 풀

이했다.8) 1888년 일본 최초로 우수 미술가 보호, 장려 제도로 궁내성에 설치된 

‘宮內省工藝員’이 1890년 ‘帝室技藝員’으로 정착되고, 1888년 ‘臨時全國寶物取調局’

의 설치에 뒤이은 1889년의 ‘帝國博物館’의 설치 등에서 보이는 일련의 문화재 

보호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일본의 전통문화를 보존, 육성하려는 움직임인 동시

에 황실 중심의 문화정책으로 선회하는 과정의 일환이었다.9) 이렇듯, 박물관의 

설립 등을 위시한 일본의 古美術品 보호운동이 1887년 전후 皇國史觀의 등장으

로 인한 皇國史의 상징화 과정과 그 맥을 같이 하듯, 국가의 권위와 관련된 명치

초기의 문화재에 관한 일본의 인식과 정책은 19세기 후반의 국제정세를 전제로 

한 국가의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Ⅱ

1) 1893년 헨리 노먼(Henry Norman)이라는 미국인은 일본의 나가사키를 출발

하여 원산에 도착해 거기에서부터 나귀를 타고 서울에 다다른 탐험가이자 여행가

이다. 고생 끝에 다다른 서울의 첫인상을 그의 기행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8) 高木博志, “近代天皇制の文化財統合: 立憲國家形成期の文化財保護行政,” 近代天皇制國
家の社會統合, 文理閣, 1991. 강병직, “근대일본의 미술아카데미,” 138쪽에서 재인용.

9) 高階秀濔, “帝室技藝員と明治期の美術保護政策,” 近代美術の巨人: 帝室技藝員の世界, 
サソトリー美術館, 平成8年,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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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과거의 광이 사라진) 슬픔의 도시다. 과거 한국은 일본인에게 예

술을 가르쳐주었다: (일본의) 사쯔마 자기는 서울에서 태어났었다. 지금 이 도

시에서 구입할만한 가치가 있는 도자기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과거 이 나라를 지배하기 위하여 위대한 일본의 장군 휘하에 십 삼만의 일

본군이 왔었고, 어제는 삼십 명의 미국 해병대가 이십 오만명의 한국인을 고통 

속에 몰아 넣었다. 오늘날 조선인의 땅에서 조선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 두 외

국국가가 서로 싸우고 있으나 조선은 그들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거나, 어느 한

편을 도울 여력으로 손가락 하나 들어올릴 힘마저 없다.10)

위의 을 보면 노먼은 한국 도자기의 문화재적 가치를 이미 알고 있었다. 일

본에서 통상 ‘사쯔마 야끼’(Satsuma ware)로 불리는 도자기가 임진왜란 때 끌려간 

조선의 도공들이 일본 큐슈의 가고시마 지방에 뿌리를 내려 생산해내는 도자기

를 일컫는 말이라는 것을 노먼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미루어보건대 조선에 가면 

질 좋은 도자기를 구입하라는 조언을 일본에서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노먼은 합

법적으로 조선의 시장에서 유통될만한 질 좋은 도자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임진

왜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얼마마한 규모의 조선 문화재를 약탈해갔는지에 

관한 연구가 본 논문의 주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한일합방 훨씬 전인 1876년의 

한일수호조규 이후부터 많은 양의 질 좋은 문화재들이 일본인들에 의하여 일본

으로 반출되기 시작했다.11)

한편, 노먼은 도자기를 제외한 그 이외의 미술품 ―목공예, 금은세공, 자수, 

회화, 조각―들이 조야하며, 가짜의 모조품들이어서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푸념

하며, “(조선의) 광은 사라졌다”고 단언한다.12) 殖産興業의 정책적 후원과 서구

10) Henry Norman, The Peoples and Politics of the Far East: Travels and Studies in the 
British, French, Spanish and Portuguese Colonies, Siberia, China, Japan, Korea, Siam, 
and Malaya,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895, 341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It is the City of Ichabod. A few years ago ― a few, that is, in the life of a city ― 
Korea was educating the Japanese people in the arts: Satsuma ware was born in 
Seoul. Today there is not a piece of porcelain to be bought in the city worth 
carrying away. A few Years ago it took an army of 130,000 men under the greatest 
general Japan has ever had, to conquer the country. Yesterday the advent of thirty 
American marines threw 250,000 Koreans into a panic. Today two alien nations are 
fighting for Korea on her own soil, and she is unable to lift a finger to help or 
oppose either of them.”

11) 노먼이 기행문에 쓴 “위대한 일본의 장군”이 곧 도요토미 히데요시이며, 미국 해병대

의 침략은 ‘辛未洋擾’ 사건을 지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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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자포니즘의 열기와 함께 미술공예품의 생산과 수출이 그 절정에 다다랐

던 일본과 비교하여 너무나 대조적인 그 당시의 조선의 모습을 이방인의 눈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구절이다. 양국의 이러한 대조적인 현실에서 추측컨대 조

선의 많은 미술품들이 일본으로 반출되고, 반출된 미술품의 상당수가 당시의 자

포니즘의 열기를 감안하건대 일본 상인들을 통하여 또다시 유럽으로 팔려나갔을 

공산이 크다. 즉, 노먼의 관찰대로라면 조선은 독자적으로 유럽을 상대로 하여 

수출을 할만한 미술품의 여력이 없었고, 우리의 질 좋은 미술품을 싼값에 혹은 

몰래 빼 돌린 일본인들이 그것을 다시 일본 미술품인 양 유럽에 되팔아 먹었을 

확률도 크다는 사실이다. 유럽 13개국 44개 처에는 16,676여 점의 우리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는데, 프랑스의 기메 박물관(Musée Guimet)이 소장한 1500여 점의 

한국 유물들의 상당수가 실제로 당시 파리에서 확실한 자리를 잡고 있었던 일본

인 골동품상을 통해 구입한 것이거나, 도쿄나 쿄토를 거쳐온 것임이 밝혀졌다.13)

2) 서구에서 르네상스 이후 문화재에 대한 근대적인 인식이 출현하 다고 하

나, 그 열기의 본격적인 시작은 1750년경 이후의 신고전주의(Neo-Classicism)와 

그 맥을 같이 한다. 특히, 당시 이태리의 폼페이(Pompeii)와 허큘레니움

(Herculanum)에서 고대로마 유적의 발굴이 유럽 전체로 확산되면서, 과거의 유물

은 재화로서의 가치를 지닌 골동의 미술품으로 자연스럽게 그것을 소장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 국가의 매매대상으로 부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은 곧바로 

문화재가 그것을 소유한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가늠해주는 ‘상징재산’으로서, 또

는 그것을 소유한 국가의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상징자본’으로서의 역할로 

이어지므로, 개인이나 국가나 문화재를 착취하고 도굴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부

추기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다.14) 때문에, 문화재에 대한 ‘소유’와 ‘자산’의 개념

은 19세기 서구 열강들의 산업자본주의적 경제체제와 제국주의적 정치체제와 함

께 그들이 ‘소유’하고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그들의 식민지로 확장되었으므로, 

일본 역시 이러한 개념과 인식의 틀을 우리보다 앞서 서구에서 수용, 정착시켰

12) Norman, Peoples and Politics of the Far East, 344쪽.
13) 국립문화재연구소,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1999, 15-23쪽. 일본

을 거쳐 흘러들어 간 기메박물관의 한국유물들은 대부분 1, 2차 세계대전 사이, 즉 

일제시기에 일본으로 반출된 것들이다. 특히, 한 예로 위의 책 19쪽의 주)23에서 밝힌 

1930년대의 Ulrich Odin 컬렉션의 경우를 참조할 것.
14) 이보아, 루브르는 프랑스 박물관인가: 문화재 약탈과 반환의 역사, 민연, 2002년, 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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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것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시켰던 것이다.

서구에서 문화재에 관한 위와 같은 인식은 또한 학술적인 측면에서의 고고학, 

인류학, 미학, 미술사학, 종교학, 민속학 등과 같은 신종의 인문사회과학 학문들

을 탄생하게 했다. 이러한 학문들은 과학의 발달과 함께 유물을 하나의 객관적인 

연구대상으로 취급함으로써 과거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를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

련해주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문명적 우월성을 입증하는 상대성의 자료로서 

18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그들의 식민주의적 統治史觀을 뒷받침해

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때문에, 서구의 열강들이 20세기 초까지 

서로 경쟁하듯 박람회를 개최하고,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의 기관을 

국가의 차원에서 대도시에 설립했던 것도 이러한 두 가지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

었다. 특히, 그들의 식민지 국가에서 가져온 유형의 물품들은 ‘그들의’ ‘문명’과 

‘저들의’ ‘미개’를 대중에게 시각적으로 주입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때문에 ‘저
들을’ 지배하고 ‘그들의’ 문명을 가르쳐줄 사명마저 띤 합법적인 명분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가령, 이러한 목적과 아울러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통치가 효과적임을 대내 

외에 선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총독부는 1915년 조선통치 5주년을 기념해 지금의 

경복궁 자리에 대대적인 박람회장 가건물과 미술관을 갖추고 ‘朝鮮物産共進會’를 

개최했다. 서구의 만국박람회를 축소시킨 일종의 “일본판 오리엔탈리즘”이 이 땅

에서도 재현되었던 것이다.15) 박물관, 미술관, 박람회를 통한 전시의 시각적인 효

과는 식민지를 지배한 부류의 시선과 지배당한 부류의 시선 사이에 묘한 사회심

리학적 복선을 형성하게 한다. 지배부류의 시선에 의하여 기획, 조작, 생산된 모

든 시각적 이미지들은 이미 생산단계에서부터 그들의 지배권력을 표출하기 마련

이다. 지배당한 부류의 과거를 압도하는 현재의 이미지들은 그들의 과거 이미지

들이 아무리 찬란한 역사를 지녔다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剝製된’ 博物의 상태이

므로 기억과 회상의 추억으로만 존재할 뿐 더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때문

에 어쩔 수 없이 지배부류를 인정하거나 그들에게 항거하지 못하는 일종의 ‘포

기’와 ‘체념’의 심리가 지배당한 부류의 마음에 자리잡게 된다. 지배자들이 그들

의 식민지에서 공진회를 개최하고, 거대한 규모의 총독부 청사를 짓고, 박물관을 

설립하는 등의 그 이면에는 이러한 의도가 깔려있다.

‘포기’와 ‘체념’의 심리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현상은 당시 한국의 문화재를 생

15) Ibid., 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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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일본인들의 미학적인 관념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민예론’을 제창한 야나

기 무네요시(柳宗悅)의 미학적인 관념은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한국미술품

의 독창성이 무엇인가를 미학적으로 정립하는 데에 향을 미쳐왔으며, 그것의 

왜곡되고 편협한 관념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를 칭송하는가 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사후 그에게 문화훈장까지 추서했다.16) “중국의 예술은 의지의 예술

이고 일본의 그것은 정취의 예술이었다. 그러나 이 사이에 서서 홀로 비애의 운

명을 짊어져야 했던 것이 조선의 예술이다”라는 일종의 ‘지정학적 반도론’을 밑

에 깔고 있는 야나기의 조선예술에 대한 생각은 다음과 같다:

(비극의 민족이) 예술에 마음을 의지할 때 그들은 무엇을 호소할 수 있었을까?

소리에 강한 가락이 없고 색에는 즐거운 빛도 없다. 단지 감정이 넘치고 눈

물로 가득 찬 마음이 있을 뿐이다. 드러난 아름다움은 애상의 미다.

슬픔만이 슬픔을 위로해준다. 슬픈 아름다움이 그들의 친근한 벗이었다.

예술에서만 그들은 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었다.17)

야나기는 특히 조선의 예술에서 이러한 ‘슬픈 아름다움’을 보았다. 흰색의 옷과 

조선백자, 그리고 가늘고 긴 곡선 등과 같은 조형적 요소들이 그런 슬픈 아름다

움을 자아낸다는 것이다. 즉, 비극의 민족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형적 요소들이 

표출된다는 것이 그가 주장하는 조선예술의 미학이다. 그러나, 이데카와가 지적

하듯, “나라가 어지러워짐에 따라 미술공예가 쇠퇴를 보이는 점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슬픔의 표현과 무관한 것”이고, 外憂內亂에 시달린 식민지의 비극적인 민

족이라는 선입견이 야나기로 하여금 이러한 조형요소들에서 슬픔을 읽어내도록 

16) 야나기 무네요시는 1916년부터 20여 회에 걸쳐 한국을 방문하여 우리의 민예품을 정

력적으로 수집했다. 약 1,500여 점에 이르는 그의 한국유물들은 1936년에 개관한 동

경도의 ‘일본민예관’에 소장, 전시되고 있다. 일본의 조선 식민통치에 분노와 비판을 

서슴지 않았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자력으로 1924년 경복궁내 집경전에 

‘조선민족미술관’을 개설하기도 했지만, 야나기가 한국에 우호적이었다 하더라도 그 

또한 당시 “일본판 오리엔탈리즘”의 전형적인 지식인이란 측면에서 훈장을 추서할 것

까지는 없었다. 필자와는 다른 입장이지만 예용해, “일본 민예관과 한국수장품,” 해외
소장 한국문화재: 일본소장 1 ― 민예관, 한국국제교류재단, 1993, 332-333쪽을 참조

할 것.
17) 야나기 무네요시, 조선과 그 예술, 1922년. 이데카와 나오키(出川直樹), 정희균 역, 인
간 부흥의 공예: 야나기 무네요시의 ‘민예’를 넘어서, 학고재, 2002, 165-166쪽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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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협한 시각에 불과하다.18) 당시,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에

게 향을 미쳤을 야나기의 이러한 미학이 문화재에서도 ‘포기’와 ‘체념’이라는 

사회적 정서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3) 한편, 일본의 입장에서 그들의 문화재 대부분이 중국, 한국과의 필연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으므로 그들의 문화재를 학술적으로 분류, 비교, 해석하는 데에 

중국과 한국의 문화재를 파악, 수집, 연구하는 것이 필요했다.19) 때문에, 서구의 

신학문으로 자리잡은 고고학, 미술사학 등이 일본에서도 학계의 인기를 누리며, 

이러한 학문을 위한 첫 대외 실험장으로서 조선 땅은 그들에게 최적의 장소 다. 

때문에, 발굴은 고고학의 실험무대로서 발굴과 도굴을 통해 획득한 유물들은 미

술사학의 실험대상으로서, 또한 그 유물들은 문화적 가치를 지닌 고가의 사유자

산으로서 일본인들에게 그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19세기말부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까지 일본 제국주의의 대륙진출과 함께 

한국과 만주지역 일대의 고고학적 연구와 자료, 그에 따른 고유물의 수집은 엄청

났다. 지금까지도 그들이 축적한 연구자료와 소장품에 의존하여 우리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 슬픈 현실을 안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연구와 수집은 계획적이

고 치 했다.

가령, 1939년 미국의 하바드-옌칭 연구소가 분석한 1937-38년 간의 일본의 고

고학 발굴실태에 의하면, 몇 년 전만큼의 새롭고 놀랄만한 유물의 발굴실적은 없

으나 그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한국과 만주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전시임에도 

18) Ibid., 167쪽.
19) 박현수가 지적했듯이, 일제의 식민지 경 자 고또(後藤新平)의 ‘文裝的武備’ ―식민지 

또는 敵國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문(文)을 가장한 무(武)로서 효과적 식민통치의 토대

가 됨―의 관점은 모든 제국주의적 학문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일본의 ‘內地延長主義’적 관점과 모순된다. 조선의 제도와 문화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미 일본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 연구의 틀을 가지고 시행되었는바, 일본이 ‘차별’
과 ‘동화’의 모순된 식민지관의 조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제국측의 문화와 식민지

측의 문화 사이에 나타나는 문화적 공통성, 즉 ‘동문성(同文性)’ 때문이다. 간접통치와 

기능주의에 입각하여 식민지 사회를 연구한 국 등과 달리 일본은 고도의 문명을 이

룩한 식민지 국가들의 풍부한 문헌자료에 의존하여 식민지 사회를 연구했다. 때문에 

구미의 제국들이 지리적, 인종적, 문화적으로 동떨어진 민족을 식민주의의 제물로 삼

은 반면, 일본의 경우는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식민주의의 형태 다. 박현

수, “식민지 문화 연구의 양면성”, 일제의 문화재정책 평가 세미나, 문화재관리국, 
1996, 139-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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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계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20) 또한, 만주사변 초기동안은 

한국과 만주에서의 발굴이 조금 지연되었지만, 전쟁이 그들의 고고학적 발굴에 

그다지 큰 향을 미치지 않았다면서 다만, 그들의 관심이 중국 쪽으로 이동해가

고 있음을 지적했다.21) 보고 식의 이 논문에서 지난 2년 간의 경주, 부여에서의 

실적은 몇 건 안 되지만 이북, 만주지역의 고구려, 발해, 고려시대 유물들의 발굴

과 그에 따른 일본 고고학자들의 연구실적을 나열하는 것이 논문의 대부분이었

다.22) 그리고 논문의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일본 고고학계의 당시의 동

향을 분석했다: “일본 고고학자들은 중국지역의 고고학적 분포도에 의하여 일본

군이 점령한 지역을 따라 중국 북부에서 중앙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들은 곧 군

사적인 조건이 허락하는 한 집중적인 발굴작업을 수행할 것이다.”23) 이러한 분석

으로 미루어보건대, 일본은 그들이 점령한 군사지역 내에서도 필요하다면 고고학

의 발굴을 수행한, 즉 군대와 발굴이 하나의 동일한 작전개념으로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24) 또한, 경주, 부여 등 비교적 한국 이남지역의 발굴은 만주사

변이전에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었으되, 이북지역은 비교적 미답의 상태 던 것 

같다. 한 예로, 1935년 1월 17일자 조선일보에는 이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기사

가 실렸다:

… 고구려 고분은 이미 명치43년(1910)이래 발굴을 계속하여 경주에 남아있

는 신라문화와 함께 세계학계의 경이가 되어있다. 그런데 고구려계통의 고분으

로서 이미 발굴된 것이 48개소이나 대정15년(1926)의 총독부 학무국의 조사에 

20) Edwin Reischauer, “Japanese Archeological Work on the Asiatic Continent in 1937 
and 1938,”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4, 1939, 87쪽.

21) Ibid., 87-88쪽.
22) Ibid., 88-98쪽.
23) Ibid., 98쪽: “Japanese scholars are following up the military occupation of northern 

and central China by an archeological occupation of the Chinese terrain, and that they 
will soon be carrying on intensive excavation work, military conditions permitting.”

24) 오세탁이 지적했듯이, 일제의 군사적 문화재 정책은 이미 청일전쟁 때 나타났다. 당
시 일본 군사령부가 정한 ‘戰時淸國寶物募集方法’의 제1조에는 “일본문화의 根底는 중

국과 조선에 접한 관계를 가지며 일본 고유의 성질을 명백히 함에 있어서도 이들과 

대조할 필요가 있음. 그러므로 大陸隣邦의 遺存品을 수집하는 것은 학술상 최대의 要
務에 속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2조의 후단에서는 “東洋의 寶物은 그 으뜸 되는 것

을 本邦에 鐘集完成시킴에 이르게 하고 … 일체의 好機會를 이용해 그 실행을 도모해

야 한다”고 명시했다. 오세탁, “일제의 문화재정책: 그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일제
의 문화재정책 평가 세미나, 문화재관리국, 1996, 16-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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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그밖에도 1,386개소에 달하고 아직도 알려지지 아니한 것이 20개소 가

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래서 이 발굴작업을 통괄하는 고적연구회에서는 도굴

의 염려도 있다고 하여 명년도부터 고구려와 신라의 양 고분을 속속 발굴하기

로 결정되었다.25)

고구려 지역 고분의 대대적인 발굴계획을 알리는 이러한 기사와는 대조적으로 

경주의 신라 고분은 그 씨가 말라감을 한탄하는 목소리가 높다:

천여 년 전 신라유물이 처처에 산재하여 세계각국 연구가들의 흥미를 끌고 

있는 경주고적도 현금에 와서는 하나씩 둘씩 없어져감으로 불원한 장래에 그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울 만치 점점 사라져간다. 금년(1931)에도 총독부 박물관

에서 와서 고분 일개소를 발굴 중인데 고물을 연구하여 보물을 발견하는 것도 

현대 과학인의 연구재료가 될 것이지만 천여 년 전 분묘쯤이야 보호할 책임도 

없지 아니하다고 일반 뜻 있고 생각있는 인사들은 심히 통한 중이라 한다.26)

일제시기 한국의 신문들에는 심심찮게 이러한 발굴과 문화재에 관한 사건과 

정보를 알리는 기사들이 등장하는데, 여러 경로로 우리의 문화재는 일본으로 반

출되는 가운데 우리의 국민은 그들을 통해 그 문화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니 

참으로 한심하고도 답답한 시기 다.27)

4) 제도적인 측면에서, 일본이 한국에서 행한 문화재 정책은 전반적으로 보호

라는 명분의 취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들의 수집과 연구를 원활

하게 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또는 불법적인 도굴과 반출을 합법화하기 위한 방

편으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제시기, 이러한 제도의 첫 사례가 1910년 4

25) “千四百餘高句麗古墳 大大的 發掘計劃, 新羅古墳도 함께 明年渡부터 着手,” 조선일보, 
1935년 1월 17일 夕 2면 7단.

26) “慶州古墳 總督府서 發掘,” 조선일보, 1931년 11월 3일 6면 10단. 일제시기 고분의 

발굴 및 도굴 실태에 관하여 다음의 책과 논문을 참조할 것: 황수 , 日帝期文化財被
害資料, 고고미술자료 제22집, 한국미술사학회, 1973. 이구열, 한국문화재 수난사, 돌
베개, 1996. 조유전, “일제시 고분발굴 및 도굴실태,” 일제의 문화재정책 평가 세미나, 
문화재관리국, 1996, 41-59쪽.

27) 특히, 경주의 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신문기사(조선일보)를 모은 다음의 책을 참조할 

것. 일제시대 경주관련 신문기사 자료집 I(경주문화자료총서2), 경주대학교 경주문화

연구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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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한일합방 넉 달 전에 제정된 ‘鄕校財産管理規程’으로 합방 전이므로 명목상이

나마 문화재 관리를 대상으로 한 한국 최초의 근대적인 법령이라 할 수 있다.28) 

8條 附則의 이 규정 중 향교의 재산을 자의로 처분할 수 없게 한 제2조나, 鄕校
財産原簿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한 제6조는 당시 우리나라 향교의 문화재를 그들

의 의도대로 파악, 관리, 수집하겠다는 底意가 보이는 첫 법령이었다.29) 한일합방 

이후 朝鮮總督府 체제에서 문화재와 관련한 정책 부서로 內務部 學務係가 교육, 
학예, 종교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고는 하나 문화재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

고, 오히려 警務摠監部의 保安課 行政警察係에서 유실물, 표류물, 이장물에 관한 

사항을 맡고 있어, 특히 이장물의 소관을 경찰이 맡음으로써 발굴과 도굴 등에 

의한 매장문화재의 처리에 있어서 권력이 남용될 것임을 예상케 했다.30)

합병초기, 일제의 각종 식민정책 중 문화재 수탈에 직접적인 향을 준 것은 

1911년에 공포된 寺刹令이었다. 일본은 이미 그들의 국내법에서 1897년 古寺刹, 
神祀保護法을 제정한 경험이 있으므로, 제5조에서 규정한 사찰이 소장한 모든 귀

중품의 처분에 있어서 朝鮮總督의 허가를 얻어야 하니, 이 규정을 달리 해석하면 

총독의 허가만 얻으면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니, 오히려 사찰소장의 문

화재가 합법적으로 수탈될 구실을 만들어준 법령이다.31)

1915년, 施政 5주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 때 설립된 유일한 서양식 건축의 

미술관은 공진회가 끝나자 조선총독부 박물관으로 탈바꿈하고, 이에 따른 문화재 

수집과 고분의 도굴과 위법매매가 성행하자 총독부는 1916년 ‘古蹟及遺物保存規
則’을 제정, 공포하고, ‘古蹟調査委員會規定’을 만들었다.32) 全 8條 附則으로 구성

된 이 규칙은 그 이전보다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것으로 식민지하 일본의 

문화재 정책의 제도적 특징을 알 수 있는데, 그 핵심은 역시 실질적인 업무의 관

장과 계통을 경찰조직이 갖고 있다는 점이다.33) ‘古蹟調査委員會’는 全 11條의 규

정과 全 7條의 ‘古蹟及遺物調査事務心得’에 따라 운 되었는데, 현지조사의 경우 

28) 오세탁, “일제의 문화재정책: 그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20쪽. 이하 오세탁으로 표

기함.
29) 오세탁, 20쪽.
30) 오세탁, 21-22쪽.
31) 오세탁, 23-25쪽.
32) 김재원, 경복궁 야화, 탐구당, 1991, 14-15쪽. 이보아, 129쪽. 이구열, 한국문화재 수난
사, 107쪽. 오세탁, 26쪽.

33)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오세탁, 26-27쪽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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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의 道長官 및 警察部長에게 통지할 것과 현장에는 憲兵 또는 警察官의 

입회를 요청할 것 등의, 유물의 현지보관주의, 유물에 대한 사유권의 규제, 미지

정문화유산의 屈出制와 같은 특색을 갖고 있었지만 상황에 따른 경찰력의 행사

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34) 3. 1운동 후 문화통치를 표방한 일본은 1919년 총독부 

내의 경찰총감부를 경무국으로 축소, 개편하고, 학무국은 내무부에서 독립하여 

1921년 그 局에 古蹟調査課를 설치, 古蹟調査委員會와 총독부 박물관 업무를 통

합, 관리했으나, 1924년에 그 課를 없애고 종교과로 업무를 이전했다.35)

만주를 침략한 1930년대 초기, 형식적이나마 문화재 관리를 위한 진일보한 법

령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1933년 제정되어 해방 후까지도 그 효력을 지속했던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이었다. 이 법은 그 때까지 일본 본토에서 제

정된 문화재보존관련 법규들을 종합한 것으로 일본법에 대응한 개념으로 만들어

졌다. 全 24條 附則으로 구성된 이 보존령은 그 대상을 명승과 천연기념물까지로 

확장했고, 國寶保存法상의 일본의 국보에 갈음하는 寶物制度를 두었으며 그 대상

물을 단순히 대장에 등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총독부 내의 ‘朝鮮寶物古蹟名
勝天然記念物保存會’의 자문을 받아 총독이 지정하는 등, 종전의 ‘古蹟及遺物保存
規則’의 내용상 불비와 형식상의 불비를 시정할 수 있었다.36) 한편, 총독부의 어

용, 외곽단체로 1931년 ‘朝鮮古蹟硏究會’를 만들었고, 이 연구회의 설립을 전후하

여 총독부 박물관의 경주분관을 1926년에, 또한 府立의 개성박물관을 1930년에, 
평양박물관을 1933년에 세웠다.37)

Ⅲ

1) 해방이 되자 한국에서는 곧바로 일제시기 일본으로 반출된 문화재를 환원

하고자 하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 첫 사례로 1945년 10월 역사학자들의 단체

인 진단학회가 위원회를 열어 “일본에게 약탈당한 도서의 환원을 군정청을 통해

서 맥아더 사령부에 제의할 것”을 결의하여, 그 해 12월 일본인이 약탈한 도서 

및 보물목록을 완성하여 군정청에 제출하 다.38) 그러나, 생각지도 않았던 미군

34) 오세탁, 27쪽.
35) 오세탁, 30쪽.
36) 오세탁, 31-32쪽.
37) 총독부 박물관의 부여분관은 1939년에 설립되었다. 오세탁,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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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주로 미군정체제하의 한국은 또다시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

무 것도 없었다. 또한, 한국측의 문화재 환원요구에는 일본이 한국의 문화재를 

불법으로 반출해갔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이지만, 일본정부나 일본학자들에게는 

그러한 인식이 없었다. 가령, 당시 대장성 관리국은 “태평양전쟁 후 일본이 아시

아 각지에서 타민족의 문화재를 약탈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져서 반환이 되고 있

다. 그러나 한국에 관해서는 그 施政의 당초부터 약탈은 엄하게 꾸짖어 오히려 

종래 실종된 문화재 존중의 정신을 고양하고 그 보호시설을 보완했고, 연구자료

를 정비했다”는 입장이었고, 일본의 고고학자 후지타 료오사쿠(藤田亮策)는 “조선

의 고문화재는 어디까지나 조선 내에 보존하고 조선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자료

로 하는 데라우치(寺內)총독의 방침은 완고할 정도로 엄수되어 그 결과로 지금의 

일본에서 아무 것도 볼 수 없는 불편을 초래한 것이다”라고 썼다.39)

그러나, 일본인들의 이러한 인식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조선 고문화재의 조

선 내의 보존을 완고할 정도로 엄수”했다던 데라우치가 자신의 고향인 야마구찌

(山口)에 조선문화재를 모아 朝鮮館을 설립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임

진왜란 당시 일본군과 싸운 함경도 경성과 길주지역 의병의 전승을 기린 ‘北關大
捷碑’가 일본 군국주의의 원흉들이 모인 야스쿠니신사에 있는데, 이것은 노일전

쟁 때 조선에 진주한 일본군 2사단 제17여단장 이케다 쇼스케(池田正介) 소장이 

1906년 동경으로 가져간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40) 일본으로 불법 유

출된 이러한 문화재가 한 둘이 아니건만, 일본인들은 일본이 조선을 합병했으므

로 조선의 문화재는 자동적으로 일본의 소유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

어, 대한제국 정부가 소장하고 있던 11만 권의 도서는 조선총독부에 계승되었고

(대장성 관리국) 그 중에 상당수의 도서를 일본에 가져갔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하던 ‘李朝實錄’은 겨우 네 벌 밖에 없는 귀중한 기록이지만 동경제국대학의 

간청에 응하여 데라우치 총독으로부터 증정되었다.41) 근본적으로 이러한 인식의 

38) 高崎宗司, 檢證 日韓會談, 岩波新書 479, 1996년, 14-15쪽.
39) 藤田亮策, “朝鮮古蹟調査,” 古文化の保存と硏究, 吉川弘文館, 1953년. 357-58쪽. 高崎

宗司, 檢證 日韓會談, 15쪽에서 재인용.
40) 高崎宗司, 檢證 日韓會談, 15쪽. 이경재, 일본 속의 한국 문화재, 미래M&B, 2000년, 

41-49쪽. 일본에서는 1983년 8월 15일자 산케이신문에 보도되었다. 현재 일본 측과 

반환을 협상 중이나 일본 측이 소유권의 남북한 합의를 요구하는 가운데 그 진전이 

없는 상태다.
41) 高崎宗司,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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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로 인하여 한국은 일제의 문화재 수탈의 최대 피해국임에도 불구하고 1965

년에 와서야 한일 간의 문화재협정으로 극히 일부만의 문화재를 반환 받았을 뿐

이다.42)

2) 한일 간의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차원에서의 논의는 1951년 10

월 20일 개최된 제1차 한일회담부터이다. 그것은 제3차 회담(1953년 10월 6일) 
때까지 對日財産請求權의 일부로서 청구권분과위원회 내의 문화재소위원회에서 

실무적인 반환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제4차 회담(1958년부터 재개) 때부터는 

그 중요성이 고조되므로 별도로 반환교섭을 진행했다. 한편, 일본인 어부의 송환

과 한일회담 재개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본은 한국문화재의 일

부를 반환하기로 1956년 5월 비 리에 한국정부에 통고했다. 그 각서가 정식으

로 공표된 것은 같은 해의 12월 31일이었으며, 그 내약이 알려진 후 1957년 2월 

황수 은 “쌍방 간의 문화재 반환의 원칙과 품목에 관한 토의의 결론이 나오기

까지 돌려준다고 해도 받으면 안 되며, 오히려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43)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제4차 회담 개시의 다음날인 1958년 4월 16일 

창녕 교동 고분군의 출토품인 금제이식, 도제잔, 도제뚜껑, 도제접시 등 총106점

이 인수되었다.

이것을 두고 당시 일본의 신문들은 회담을 위하여 일본 측이 너무 많이 양보

한 것처럼 기사화했는데, 가령 동경신문(1958년 4월 24일자)은 “구한국 왕실의 

보물, 정부, 환원을 약, 어부송환과 교환되어 일부는 이미 인수를 마쳤다”고 전

하면서 “한국측에서는 이 보물들이 국보급으로 459점에 이르고 있다”는 오보를 

썼다.44) 또한, 매일신문(1958년 5월 13일자)의 사설은 “지나치게 양보하는 일한

회담”이라는 기사와 함께 “일반 국민은 일본이 그렇게 양보와 양보를 거듭하지 

42) 또한, 전후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당사국이 아니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

이다. 일본은 미 점령군 당국이 1946년 제정한 ‘약탈재 일반에 관한 탐색명령’에 따라 

조사, 보고된 자료에 따라 일본 내뿐만 아니라 피점령지에서의 약탈된 문화재 전부를 

이 강화조약에 의하여 원상회복 하 다. 이미 우리의 문화재를 그들의 것으로 인식하

므로 당연히 한국의 문화재도 이중에 일부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박원순, “되찾아

야 할 역사, 제국주의 열강의 문화재 약탈,” 역사비평, 1993년 겨울호, 28-29쪽. 김형

만, 문화재반환과 국제법, 삼우사, 2001년, 366-367쪽 주)41.
43) 황수 , “재일 문화재의 반환문제”, 사상계, 1960년 7월호, 142쪽. 高崎宗司, 81-82쪽

에서 재인용.
44) 高崎宗司, 82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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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안 되는가 의심스럽다”고 썼듯이, 마치 그들의 문화재를 마지못해 내주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다.45)

일본인들의 이러한 입장은 1958년 5월 31일 일본 참의원외무위원회에서 발언

한 외무성 아시아국장의 진술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한국측에서는 역시 일본에 있는 문화재는 약탈해간 것이 있기에 전면적으로 

돌려달라는 요구입니다. 일본 측에서는 아무 것도 약탈한 것이 아니라 문화재

를 돌려준다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어서 이것을 계속 거부해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작년의 예비교섭에 있어서도 그리고 이후 일한 간의 국교

를 정상화한다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일본정부는 그것을 반환한다는 법적 근거

는 인정하지 않지만, 역시 한국이 독립을 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의 선물로서 

일본 측의 호의로 약간의 물건을 증여한다는 의사결정이 내려졌습니다.46)

당시 일본의 한 사회당 의원이 “솔직히 말해서, 일본이 약탈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증여한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길 바란다”고 발언한 것과 

같이 국회, 정부, 일반 언론을 포함한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그들이 한국에서 문

화재를 약탈해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것은 곧 식민통치라는 그들의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47)

1958년 6월 재개된 문화재소위원회에서 한국측은 1905년 한국보호국화 이후 

일본이 ‘탈취’한 고문서, 미술품, 골동품, 그 외의 문화재 및 지도원판 가운데 일

본 측이 반환할 준비가 완료된 문화재의 목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1960년 

11월 11일에는 한국측이 반환요구서를 제출했으나 일본 측은 11월 14일의 비공

식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3항의 원칙을 제시했다:

1. 국유문화재는 원칙적으로 돌려준다. 돌려준다는 것은 반환의 의미가 아니라, 

기부한다는 의미이다. 국제적인 선례를 조사해 보았지만 문화재를 반환한 

사례는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네덜란드가 행한 것 이외뿐만 아니라 인도, 파

키스탄, 베트남 등에 전보로 문의한 결과, 引渡된 예는 약간 있지만 반환한 

예는 없다. 引渡도 하지 않은 국가가 대부분이다. 원칙적으로 돌려줄 것은 

45) 高崎宗司, 82쪽에서 재인용.
46) “제28회 國會繼續參議院外務委員會議錄, 제1호, 7-8항”. 高崎宗司, 82-83쪽에서 재인용.
47) “제29회 國會衆議院豫算委員會議錄, 제3호 제5항”. 高崎宗司, 83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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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박물관이나)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약 300점이 된다. 그러나 국

립대학은 정부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돌려주는 것이 매우 어렵다.

2. 사유문화재는 인도하지 않는다.

3. 문화재를 인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문화적 고려에 근거한 것이지 

법률적 의무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48)

물론, 이때 한국측은 인도가 아닌 ‘반환’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반론을 폈지만, 

1961년 한국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제6차 한일회담부터는 그들의 경제논

리에 려, 문화재에 관한 한일 간의 협정과 그 체결은 불충분한 부분으로 말미

암아 자손 대대로 우리의 뼈아픈 상처로 남아있을 판국이다. 즉, 돈에 눈이 멀어 

우리의 문화재를 포기한 꼴이 되었다.

3) 일본과의 문화재 반환협상 당시 한국측이 일본에 요구한 협상품목은 총 

4,479점이었으나, 결국 반환받은 품목은 1958년의 106점을 포함하여 1,432점에 

그쳤다.49) 2001년 12월 현재까지 민간, 국공립기관 및 정부 등의 노력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환수한 문화재는 1432점을 포함하여 총 3,519점이며, 그것은 지금

까지 해외에서 환수한 총 4,442점 가운데 79%를 차지한다.50) 2000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일본으로 유출된 한국 문화재는 목록이 확인된 수량이 

19,106점이고 기타 수량이 15,051점으로 총 34,157점이고, 그것은 전체 해외로 

유출된 수량인 74,568점의 46%를 육박하는 엄청난 양이다.51)

또한, 정부나 학계 모두 문화재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에 있어서 1965년에 체

결된 한일 간의 문화재협정이 어떠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고, 향후 반환에 있

어서 국제법상 어떠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적합한지

를 논의하고 있다. 가령, 한일협정의 문제점으로 김형만이 지적했듯이, 1) 협정의 

48) 高崎宗司, 106-107쪽에서 재인용.
49) 구체적인 품목의 대상에 관하여 다음의 자료들을 참고할 것. 김형만, 문화재반환과 
국제법, 30-31쪽. 東京國立博物館, 引渡韓國文化財目錄, 1967년. 국립박물관, 반환 문화
재 특별전시 목록, 1966년.

50)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통계에 의한 것임.
51) 한편, 이구열은 외국에 유출된 문화재 전체를 약 10만점으로 추산하며, 일본으로 유

출된 고려자기만 약 3-4만점이 넘을 것으로 예측한다. 이구열, 한국문화재 수난사, 77
쪽, 2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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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목적이 문화재의 반환임에도 불구하고 ‘반환’ 혹은 ‘원상회복’이라는 표현을 

끌어내지 못하고 ‘인도’라는 용어를 묵인함으로써 그들의 반출행위가 불법이었음

을 시인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 2) “가능한 한 협력한다,” 또는 “가능한 한의 편

의를 제공한다”는 소극적인 문언규정으로 인하여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의무의 

이행을 미진하게 하는 구실을 만들어주었고, 우리로서도 일본의 무성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를 갖지 못했다는 것, 3) 제2
조의 부속서에 열거된 반환대상품목 이외의 국, 공유문화재나 일본정부가 자발적 

기증을 권장한다는 사유문화재에 대한 그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52)

Ⅳ

이러한 문제점들을 반성한 지금, 위와 같은 선례를 또다시 남기지 않기 위하여 

정부는 문화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성의 정책들을 추진

하는 동시에, 국제법상의 가능한 한 모든 외교적인 루트를 통해 반환에 관한 적

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들은 민간단체

나 학계도 예외일 수는 없다. 다만, 일의 순위가 있다면 문화재와 관련한 학계와 

기관에서는 무엇보다도 일본소장 한국출처문화재 개개의 품목에 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문화재이력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각 품목의 출생부터 현재까지

의 모든 역사 ― 제작연도, 제작자, 현재와 과거의 모든 개인 소유자와 품목의 

이동사유, 미술관/박물관의 소장내력과 전시경력, 각 품목의 거래가격 등을 파악

해야만 그것의 적법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게 된다.53) 또한, 되도록 한일 공동으

로(아니면 단독이라도) 이러한 문화재의 이력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양국 간의 인식의 차이와 불신을 좁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아직 과거의 대일본관계를 청산하지 않았으므로 북한에서 

반출된 문화재만이라도 남한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의 경험을 그들에

게 전하고, 적어도 문화재의 반환과 보호만큼은 남한과 북한이 이념의 늪을 건너 

52) 김형만, 문화재반환과 국제법, 348-353쪽.
53) 김형만, 366-369쪽. 이보아, 148-149쪽. 한편, 지금까지 한국 국제교류재단과 국립문화

재연구소에서 일본, 미국, 유럽 등의 해외소장 한국문화재 실태를 조사하여, 그 목록

집과 도록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해왔으나, 그 연구를 개인소장자에게까지 확대해야 하

며,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품목의 이력서를 만드는 데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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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신속히 긴 하게 협조하여 대내외적으로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기실, 문화재의 보호와 반환에 관한 한 남북한이 냉전의 정치적 이념과 논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박정희 정권하의 한일 간 문화재 협정이 

지나친 경제논리에 려 실패한 것도 따지고 보면 냉전상황 때문이다. 해방 후 

바로, 일본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문화재의 반환을 어붙여야 했

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체제 하의 냉전논리와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적절한 시

기를 놓치면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 다. 공산주의 체제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하여 일본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맥아더 장군의 정치

적 의도에 따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문화재 반환 요구가 설득력을 발휘할 수 없

었던 것이다.54)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최근 “잃어버린 한국의 문화유산”이라는 특집기사

에서 한국이 일본에게 빼앗긴 문화재의 반환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는 논평을 실

으면서 이 분야에 관한 연구와 반환 노력을 국제적으로 환기시켜 주었다.55) 우리 

스스로 먼저 해야 할 일을 외국 사람들이 지적한 것에 심히 자존심이 상하나 지

금이라도 이 분야에 관한 학제 간의 연구와 정부의 반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

한 시점이다.

54) 실제로, 맥아더는 극동 아시아에서의 일본이 공산화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하여 일본

의 국민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미군정체제를 유지해나갔다. 때문에, 일본에 대한 

피점령국가들의 문화재 반환요구도 묵살되었다. 가령, 1948년 맥아더가 미군에게 행한 

라디오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보아도 이러한 의도는 명백하다: “I am in 
most serious disagreement even with the minority view on the replacement of cultural 
property lost or destroyed as a result of military action and occupation.” Donald 
M acintype, “A Legacy Lost,” Time, 2002년 2월 4일, 47쪽.

55) Ibid., 46-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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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for 

the Cultural Properties
― The Difference of its History and Cognition―

56)

Young M. Chung*

Most of cultural properties had disappeared during Japan's occup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1910 to 1945. From the late 19th century until Japan's 

defeat in World War Ⅱ, Japanese colonial officials and private collectors 
amassed at least 100,000 artifacts and cultural treasures from all corners of the 

Korean peninsula. Japanese looters and government-sponsored archaeologists and 

art historians, even in the government itself violated the tombs of Korea's Kings 

and Queens, plundering finely worked all kind of artifacts. They carted off stone 

carvings, pagodas and reliquary caskets from Buddhist temples and removed tens 

of thousands of ancient manuscripts from libraries.
But the story of Japan's plunder of Asia and in particular of Korea, where the 

worst abuses occurred, remains relatively unexplored. While conspiracy theories 

of hidden troves of gold looted by the Japanese abound, there has been little 

serious of stolen art and artifacts. One reason for this “little seriousness”: 

postwar discussions of Japanese cultural restitution were rapidly superseded by 

political considerations. A key opponent of Japanese restitution was General 
Douglas MacArthur.

The issue of missing cultural property remains unsettled and emotive thorn in 

the tortured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both Koreas. The North has put the 

return of stolen cultural property high on the agenda in its talks with Japan on 

normalizing relations. Even after decades of relatively cordial political relations 

* Professor of Art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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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he South Korean and Japanese, the lack of mutual understanding is 

staggering. While the Koreans see the Japanese as a ruthless wartime occupation 

force even who tried to wipe out Korean culture, the Japanese contend they 

rediscovered and helped to preserve the glories of ancient Korea which the 

Koreans had long forgotten.

The issue of restitution surfaced again in 1965, but ― under the dictator Park 
Chung Hee who wanted to build its economy in South Korea― retrieving 

artifacts was not a high priority. After the treaty to normalize relations, the 

Japanese returned only a thousand items and argues now that the treaty put an 

end to any Korean claims against Japan, cultural or otherwise. Given such 

official intransigence, the restitution of cultural property still remains as a hot 

issue and raises many problems for the proper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