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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국내외의 문화유산 보존 원칙에서는 건축문화재의 훼손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최후 
의 수단으로서 이축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후의 수단 이라는 것 외의 이축에 대. ‘ ’
한 구체적 기준 제도 선행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과거 행해진 이축 , , 
기록도 정리되어있지 않아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축의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 
은 실정으로 이축 과 부재의 재사용 이라는 두 개념이 구별되지 않고 쓰여 왔다 이 , ‘ ’ ‘ ’ . 
논문에서는 건축문화재라는 범위에 한정시켰을 때 비 물리적 가치가 함께 이동되었, , 
는지의 여부로 이축 이냐 부재의 재사용 이냐를 구별하였다 즉 이축 이후에도 문화‘ ’ , ‘ ’ . 
재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은 경우에 그 비 물리적 가치 즉 문화재적 가치가 건축물과 
함께 동반되어 옮겨진 것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경우를 건축문화재의 이축으로 인정하
였다.
이 연구는 건축문화재 보존의 한 방법으로서 이루어지는 이축 행위를 주제로 한다 . 

국내외의 문헌을 통해 이론적 사항을 고찰한 후 서울 지역의 구체적 사례 건을 분20
석하였다 분석의 대상이 된 건은 문화재로 정식 지정 혹은 등록된 이후 이축이 행. 20
해졌고 이축 이후에도 문화재로서의 지위가 유지된 서울 지역 내 사례를 망라한 것, 
이다 이들이 어떠한 목적과 배경 의도 아래 어떠한 경위를 거쳐 이축이 이루어졌는. , 
지를 밝히고 유형화 시켰으며 과거 이루어진 이축 행위가 오늘날까지 미치고 있는 영
향에 대해서도 조명해 보았다 이로써 과거 발생한 이축이라는 행위를 통해 건축문화. 
재 보존 역사의 단면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도출할 수 있었다 , .

첫 번째는 보존을 위해 건축문화재를 이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선행연구를  . 
종합하여 역사적 건축물 보존을 위한 이축 진행 시 단계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추출하였으며 이에 더불어 서울 사례 분석을 통해 이축 이후 활용에 도움을 줄 수 . , 
있는 이축 고려 사항들을 도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한 역사적 건축물 보존 < 을 위한 이축 고려 사항 가지와 > 8
역사적 건축물의 이축 유형에 따른 추가 고려 사항 가지는 다음과 같다 역< > 6 . (1) 

사적 건축물의 이축은 그것이 훼손의 위협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보존과 보호를 위한 
다른 방법이 모두 불가능할 때 최후의 방법으로만 수행되어야 한다 역사적 건축, . (2) 
물의 이축 시 보존되어야 할 주요 요소를 선정한다 이축할 부지는 조사를 통해 . (3) 
신중하게 결정한다 위에서 연구된 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 (4) 
따른다 이축 후에는 건축물의 이용자에게 원위치와 이축 사실에 대해 안내한다. (5) . 

이축 후의 유지 관리 계획을 실천하고 모니터링 한다 이축 후에는 기존 부(6) . (7) 
지의 유적 발굴 조사가 요구될 수 있다 이축의 계획 수립과 수행 과정 그 결과. (8) , 
를 포함한 모든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다 해체 이축 시에는 해체의 단위와 순서. (9) 



- ii -

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부재 에 표시를 할 때에는 지울 수 있도록 하거나 재. ( )部材
조립 시 드러나지 않도록 숨겨진 곳에 하여야 한다 보수와 복원을 동시에 진행. (10)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고려하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현대적 재료와 시설. (11) 
전기 수도 등 의 사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현대적 재료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 , ) . 
표시 기록해야 한다 재료는 기존의 요소를 변형시키지 않아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 . 
한다 해체하지 않는 이축 시에는 이동 수단과 이동 경로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 (12) 
며 호위 및 교통 통제가 요구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 경찰 교통부서와 . 
협력하여 계획해야 한다 대량 이축 시에는 각각의 건축물이 위의 역사적 건. (13) <
축물 보존을 위한 이축 고려 사항 을 따라야 한다 야외박물관을 조성할 수 있> . (14) 
으나 전시 적 목적보다는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과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야( ) . 展示
외박물관의 건축물 각각 역시 위의 역사적 건축물 보존을 위한 이축 고려 사항 을 < >
따라야 한다.
이에 더불어 서울 사례의 분석 장 을 통해 도출한 이축 이후 활용을 위한 고려 사 (4 )

항들로 다음과 같은 것을 추가할 수 있었다 이축 시 구체적 활용 계획을 함께 . (1) 
세우고 진행해야 한다 이축지는 기존의 도시맥락을 최대한 유지시킬 수 있는 곳. (2) 
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동 거리를 최소화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
다.

두 번째는 서울 지역 건축문화재의 이축 목적은 복원 도시개발 역사문화장소 조성 , , , 
이라는 세 가지로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원 이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진 이축은 년대부터 현재까지도 계속 발생해오고  ‘ ’ 1960

있으며 현상변경 승인이 생략되거나 쉽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년대 이전까지는 . 1990
문화재라는 존재에 상징적 의미와 정치적 목적이 부여되었고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라
면 원위치가 아닌 다른 적절한 곳으로 이축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졌다 반면 년. 1990
대 이후에는 문화재 보존의 목적이 인류와 민족의 자산을 후대에 물려주는 것 그 자‘ ’ 
체로 여겨지기 시작했고 정확한 원위치 복원을 원칙으로 삼게 되었다.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행해진 건축문화재의 이축 역시 년대 이래 현재까지 발생1960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축의 추진 주체 이축 허가 과정 등은 년대. , 1960~1970 , 1970
년대 후반 년대 초반 년대 이후라는 세 시기로 구분되어 뚜렷한 경향을 보~1990 , 2000
이고 있었다 년대는 도시개발과 문화재 보존 간의 대립이 첨예했던 시절. 1960~1970
로 이축의 원인은 모두 도로 건설이었다 사례로는 덕수궁 대한문 사직단 대문 광희, . , , 
문 독립문이 있다 추진 주체는 서울시 도시계획국 및 관련부서였으며 현상변경 이축, . ( ) 
승인 신청을 받은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처음 몇 번의 불승인 끝에 결국 승인을 하고 말
았다 그 이유는 해당 건축문화재가 원위치에 유지되고는 있었지만 서울시의 계속적인 . , 
도로 확충으로 인해 그 주변부가 점차 도로로 둘러싸임으로써 경관 파괴 접근성 악화, , 
훼손 위험에의 노출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덕수궁 대한문과 독립. 
문의 경우에는 국유 문화재이자 도심부에 위치해 친근한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 ) 國有
었고 따라서 시민들은 이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하였다 그들은 건축문화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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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둘러싸인 모습을 비난하여 차라리 이축에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말았다. 
이축 여부는 문화재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시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들 사례에서 이축 승인의 이유는 단순. 
하게 도시개발을 위한 대지 확보 라기 보다 이미 개발된 도시 환경에 적합하게 건축‘ ’ ‘
문화재를 재배치하기 위한 것 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

년대 후반 년대 초반 역시 도시개발과 문화재 보존 간의 대립이 계속되었 1970 ~1990
다 이 시기에 도시개발에 밀려나 이축된 건축문화재 사례로는 도정궁 경원당 장교동 . , 
한규설 가옥 구 벨기에 영사관 월계동 각심재가 있다 그러나 년대의 사례와는 , , . 1960
달리 대상이 모두 사유 에 해당되어 소유주가 일단 이축을 결정하면 그 승인은 ( )私有
대부분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문화재위원회는 이축 승인과 함께 지켜야 할 조건과 권. 
고 사항 등을 제시하는 정도의 영향을 끼쳤다.

년대 이후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도시개발보다 문화재 보존을 중시하는 쪽으로  2000
역전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도시개발은 계속 되었는데 과거 도심부 중심이었던 개발. 
이 도심 외곽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외곽의 건축문화재가 이축의 대상이 되었다 이 . 
시기에 이축된 건축문화재 사례로는 서울 구 신촌역사 서울 구 경성방직 사무동이 , 
있다 이들은 모두 등록문화재로서 이축 승인이 필수적이지 않았으며 문화재위원회의 .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 지정문화재의 이축 사례가 존재하지 않. 
는다는 점을 보았을 때 지정문화재의 이축 허가 신청은 아예 없었거나 모두 불승인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문화재위원회의 이축 승인 잣대가 기존에 비해 까다. 
로워졌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건축문화재 이축을 수단으로 사용한 역사문화장소 조성 사업으로는 경희궁 복원  <

사업 남산골 한옥마을 조성 사업 이 있다 이들은 서>(1985~), < >(1992~1998) . <88 
울올림픽 과 서울 정도 년 기념사업 을 대비 역사문화장소를 통해 마케팅을 > < 600 > , 
함으로써 도시 이미지 조성 역사성 강조 도시 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 , 
다 남산골 한옥마을 조성 사업 의 경우에는 훼손과 변형 증축이 심하고 소유주가 . < > , 
문화재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던 상황에 놓여있던 한옥을 서울시가 매입 혹은 기증 
받아 이축한 후 지속적으로 관리해 줌으로써 문화재 보존에도 부차적인 목적이 있었
다고도 볼 수 있다 이때 이축된 것은 모두 서울시의 지방 지정문화재였고 역사문화. , 
장소 조성은 서울시 추진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축 허가 신청과 승인 과정이 생략되었
다 한편 남산골 한옥마을 조성 사업 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완전히 새로운 . < >
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에 반해 경희궁 복원 사업 은 말 그대로 복, < > ‘
원 이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 고증에 기반 해야 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 . 
못했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도 못했다 결과적으로 경희궁 복원 사업 은 형식적 . < >
복원을 통한 보여주기에의 집중 사적지 훼손 등으로 비난을 받았으며 복원을 통한 , 
역사문화장소 조성이나 복원을 위한 수단으로 이축을 할 때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는 것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는 이축 결정 과정에 있어서 주체에 따라 건축문화재 보존에 대한 인식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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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며 같은 주체일지라도 시기에 따라 의견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이축 참여 주체로는 문화재위원회 서울시 시민이 있다 문화재위원회 , , . 

및 그 전신인 문화재보존위원회 는 년 덕수궁 담장(1964~) (1960~1964) 1961 , 1967
년 조선호텔의 취급 논의에서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과거 , 
문화재의 기준에 대한 편협하고 엄격한 잣대와 그로 인해 많은 역사적 건축물이 파괴
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당시 이들은 문화재로 정식 지정된 건축물만이 보존의 가. 
치가 있다고 여겼으며 지정된 건축문화재의 보존 방식으로는 원위치 보존 원칙을 가
장 중시함으로써 웬만하면 이축을 승인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일관하였다 이들은 대. 
통령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경복궁 광화문 사례 외에는 모든 이축 여부 결정(1967) 
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는데 원위치 보존 원칙의 고수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례에서 , 
결국 이축을 승인하기도 하였다 그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여론을 반영한 결과라는 . , 
점 이외에 이축 승인의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일관적이지도 않았다 다만 이축을 . 
승인할 경우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에 대해 매우 염려하였다 이축 관련 제도의 필. 
요성에 대해서는 년 이래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몇 차례 대두되었지만 지속적1987
인 관심을 얻지 못하였다 년의 두 사례 구 벨기에 영사관 종친부 경근당과 옥. 1980 ( , 
첩당 를 통해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이축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원위치와의 유사성이나 )
장소성 유지 보다는 문화재 공개 활용을 위한 대중성과 접근성 원위치와의 근접성 , 
등에만 집중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축과 관련해 문화재위원회가 장소성을 고려했. 
던 기록은 년 서울 구 신촌역사 사례에서 처음으로 찾을 수 있었는데 년 2004 , 2010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에서는 오히려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이축 논
의에 장소성 고려가 매우 부족하였으며 따라서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축 진행시에 문화재위원회는 변경 가능한 건축적 요소에 대해서 따로 명시해 주되 그
밖에는 대체로 원형 유지와 최대한의 원재료 재사용을 가장 기본적인 규칙으로 제시‘ ’ 
하고 있었다 그러나 년대 이전에는 원형 의 기준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공. 1990 ‘ ’
사 정황을 통해 당시 원형 이 가리키는 바에 대해 유추하여 알아보았다 이외의 이축 ‘ ’ . 
승인 조건으로는 공사의 보고와 보고서 발간 원위치 표시와 안내판 명시 등이 있었, 
으나 과거에는 공사의 보고 외에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가 현대에 가까워질수록 잘 
지켜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역사적 건축물 보존을 위한 이축 고려 사항 을 기준. < >
으로 평가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시는 이축의 추진 주체로서 여러 번 등장하였는데 시기에 따른 건축문화재에 대 

한 태도 변화가 뚜렷이 나타났다 년대에는 건축문화재의 이축을 통해 도. 1960~1970
로 건설을 위한 대지를 확보하곤 했으나 년대 전후에는 건축문화재의 활용을 통, 1990
한 도시 이미지 조성이라는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 이축을 추진하였다 년대는 . 199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에서 역사문화자산 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기도 한 시기로서 ‘ ’

서울아시안게임 과 서울올림픽 직후였기 때문에 서울시는 도시 이미지 <86 > <88 > 
조성과 마케팅을 위해 역사문화자산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이축을 수단으로 역사문화
장소를 조성하여 보여주고자 하였다 즉 년대에는 건축문화재라는 존재가 . 1960~1970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장애물이 되었던 것에 반해 년 무렵에는 말 그대로 자산19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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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활용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시민은 이축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여론 형성의 주체였다 이 . 

들은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 여론을 형성 표출하고 있지만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 
과거에는 언론을 통해야만 했고 따라서 언론의 입장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문화재 보존 위원회나 관계 전문가조차 덕수궁 담장과 조선호텔의 보존 가치를 ( )
인정하지 않던 년대 시민은 유일하게 그 보존을 주장하는 주체였으며 이후에도 1960 , 
도시개발보다는 문화재 보존을 지지하는 편에 지속적으로 서왔다 시민과 문화재위원회. 
는 도시 속 건축문화재를 어떤 방식으로 보존할지에 대한 관점에 큰 차이가 있었다 문. 
화재위원회는 원위치 원형 보존을 고집했던 반면 시민들은 건축문화재의 미관 도시 , , , 
혹은 전체 문화재와의 조화 등 시각적 요소를 더욱 중요시 여겨 이를 위해서라면 원위
치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여겼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러한 점을 이용해 이축 찬성 여. 
론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한편 시민들은 경복궁 광화문 과 독립문의 사례에서 . (1967)
이축지를 제안하기도 하였는데 건축문화재에 국가적 상징물 기념비로서의 의미를 부여, 
하고 있었다 이는 년대 정부적 차원에서 강조했던 전통 민족 정치적 의도 . 1960~1970 , , 
아래의 문화재 보존이 국민들에게도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이 그동안 중심 주제로는 거의 다루어진 적 없는 이축 을 중심으로 건축 ‘ ’ ,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행하게 되었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고 서울 지역의 
사례 특성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서울 지역 밖의 사례들이나 건축문화재의 다. 
양한 특성을 반영한 이축 유형 등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연, , 
구를 기반으로 더욱 광범위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주요어 건축문화재 이축 이건 재배치 보존 도시개발 활용 서울시: , , , , , , , , 

문화재위원회        

학  번 : 2015-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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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문화재라는 범주 속에서 건축문화재만이 갖는 특징은 원위치 를 특정할 ' 'ﾠ
수 있다는 점이다 위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해당 문화재가 단일로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며 이 관계 역시 문화
재의 구성 요소로서 보존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축은 이와 . 
같은 주변과의 관계 즉 도시맥락 속 건축문화재 배치의 의미를 훼손시킬 ' ' 
수 있기 때문에 보존을 위한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양되는 행위이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제정한 여러 문화유산 보존 원칙에서는 건축문화재의 
이축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는데 이축이란 보존을 위해 행할 ,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이 행해질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인 점을 강
조한다 장 국내의 경우 년 문화재청에서 제정한 역사적 건축.(2.3 ) , 2009 <
물과 유적의 수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 원칙 에 따르면 건축문화재>
의 이건 이축 은 보호를 위한 경우 제자리로의 복원을 위한 경우 기( ) ‘ ’, ‘ ’, ‘
타 부득이한 경우 에만이 허락되고 있다 그러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에 ’ . ‘ ’
대한 정의는 내려져있지 않아 기준이 모호한 상태이다 제자리로의 복원. ‘ ’
에 해당 하는 사례가 존재하지만 년대 경복궁 광화문의 사례와 같이 , 1960
제대로 된 이축 복원이 맞는지 아니면 재창조에 가까운 문화재 훼손이라
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동반하기도 한다.1) 이처럼 이축이라는  
행위는 보존이라는 미명 하에 건축문화재를 훼손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 실제로 이축이 행해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보존을 위.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역사적 건축물의 많은 부분을 훼손시킨
다 표 에서 소개하고 있는 서.(Jane Lennon and Associates, 2000) < 1>
울 지역 건의 건축문화재 이축 사례 역시 보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20
고만은 보기 어렵다. 

한편 건축문화재의 이축 여부 결정은 그 원위치에 어떠한 문화재적 가치 

1) 년 이루어진 광화문 복원설계 보수 의 경우 공사명에 복원 이라는 단어를 사용 1968 ‘ · ’ ‘ ’
하고 있었지만 원위치 복원이 아니라 원래의 위치에서 북측으로 동측으로 , 11.2m, 

경복궁 중심축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틀어진 위치로 옮겨졌다 문화재청13.5m, 3.75° .( , 
또한 공사 시 철근 콘크리트의 사용 등이 문제가 되었고 따라서 이를 제대로 2011) 

된 이축 복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아니면 재창조에 가까운 문화재 훼손이라고 보아, 
야 할지는 논란이 된다 이러한 논란은 광화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례에서도 찾아볼 .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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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 결부된다 보존 과정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유지. 
되어오고 있느냐를 오늘날 국제적 차원에서는 진정성 의 ‘ (authenticity)’
여부로 판단한다 진정성 은 일관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 ‘ ’
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엄격한 한 가지 기준을 
정하기란 불가능하다 문화재청 이코모스 나 유네스코.( , 2012) (ICOMOS)

등이 주최한 국제 문화유산 보존 헌장 협의 원칙 등에서는 (UNESCO) , , 
진정성이 있을 수 있는 하위 요소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장.(2.3 ) 
이 중 특히 장소와 위치 는 자주 강조되고 있는 주‘ (location and setting)’
요 요소이다.2) 장소와 위치 는 건축문화재의 이축과 가장 관련 깊은 요소 ‘ ’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축된 건축문화재는 이 장소와 위치 의 상당 부분이 , ‘ ’
바뀌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을 반드시 진정성 훼손이라고만은 . 
볼 수 없으며 이축으로 인해 변화된 장소와 위치 역시 나름의 진정성이 ‘ ’ 
있을 수 있다 또한 설령 장소와 위치 적 측면에서의 진정성이 훼손되었. ‘ ’
다 하더라도 다른 요소들의 진정성이 문화재적 가치를 충분히 입증해 줄 
수도 있으며 이로써 이축 후에도 문화재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실제로 국내 특히 서울 지역 내에서 이축이 행해진 다수의 건축문화재는 , 
이후에도 문화재적 지위를 박탈당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간 이축이 승인되었던 국내의 건축문화재들은 이축 허용 조 
건에 부합했었을까 이축은 해당 건축문화재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이? ? 
러한 질문들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아 건축문화재의 이축이 이루어진 , 
배경과 과정을 이해하고 그 결과가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세 가지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 건축물 보존 행위로서  . , 
이축의 국제적 사례와 기준을 고찰하여 국내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
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문헌 분석 특히 해외의 것을 참고로 하였다 이. , . 
축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국내 사례의 경우 건
축문화재에 행해졌던 이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목적이 보존을 위
한 것이었는지 결과적으로 보존에 도움이 되었는지 하는 것이 객관적으, 
로 판단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해외의 경우에는 선행연구를 통해 보. 
존 행위임이 맞다고 검증된 사례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로써 보존 행위. 

2) 년 이코모스의 진정성에 관한 나라 문서 에서는 진정성을 가지 요소로 정의 1994 < > 6
했다. 'form and design', 'materials and substance', 'use and function', 'tradition and 

이다 년 유네스코의 호techniques', 'location and setting', 'sprit and feeling' . 2009 <
이안 성명 아시아 문화의 맥락에 따른 유산의 진정성 보존에 대한 전문 지침 에서는 ( )>
가지 요소4 , 'location and setting', 'form and design', 'use and function', 'immaterial 

로 정의했다qual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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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이축은 어떠해야 하며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왔는지를 파악하고 국
내 사례 분석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가능한 다양한 지역과 시기의 사례를 . 
반영하여 일반성과 보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둘째 서울 지역의 사례 분석을 통해 그동안 어떤 경우에 건축문화재의  , 
이축이 허용되어 왔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어 왔는지를 분, 
석한다 또한 이축의 승인 이유 허용 기준에 대해 알아보며 이축 대상에 . , 
대한 인식적 측면에 대해서도 조명해 본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내외 기준. 
에서 역사적 건축물의 이축은 보존을 위해서 혹은 특정한 경우에만 행해,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사례에서도 적용이 되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사례들 간의 공통점과 특이점을 조명해 보고 시. 
대적 흐름이나 경향도 파악해 본다.

셋째 건축문화재 이축 완료 후 활용의 관점에서 이축 행위가 끼친 영향 , 
을 분석한다 활용은 문화재적 가치들을 유형화할 때 늘 포함되는 사항 중 . 
하나인 사용의 가치 에 관한 것으로 이는 새로운 문화재적 가치 창출의 ‘ ’ , 
기반이 되기 때문에 문화재청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건축문화재의 ( , 2007) . 
활용 방식 중 과거 행해진 이축 행위와 연관이 있는 측면을 관찰한다. 

년대에 문화재 보호 제도가 생긴 이래 건축문화재의 이축은 오늘날 1960
까지도 계속해서 벌어져오고 있다 이축은 건축문화재가 자리한 바로 그 . 
장소에 가해지는 외부적 훼손 위협에 대응하여 물리적 원형을 유지할 수 , 
있게 해주는 최후의 수단3)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에서는 별로 연구
되지 않아 왔다 더불어 국내의 건축문화재는 목구조 조적조가 많아 이축. , 
이 용이한 편으로 높은 용적률이 요구되는 도시개발 시에 이축은 쉬운 대, 
안으로 제시되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발. 
생하게 될 건축문화재의 이축 여부 결정이나 제도 정비 기존에 이축되었, 
던 것의 원위치 회복 등을 위한 기반 연구로서 이 연구는 도움이 될 것이
다 나아가 건축문화재의 위치와 관련해 점차 변화하는 도시맥락과 장소.  
성 이들의 적층적 흔적 등 문화유산의 가치를 바라보는 시각의 확장과 새, 
로운 가치의 발견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3) 보호각을 씌움으로써 외부 환경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는  
소규모일 때에만 가능하며 건축적 공간의 활용이 불가능해진다는 단점이 있어 보편적
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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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대상과 범위1.2. 

건축문화재는 문화재청의 분류에 따르면 유적건조물 ‘ 4) 속에 포함되어 ’ 
있다 건조물 내에서 건축 에 해당되느냐 아니냐의 구분 기준은 여러 가. ‘ ’ ‘ ’
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인간의 활동을 담을 수 있는 건조물, 
만을 건축 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성곽 탑 비‘ ’ . , ( ), ( ), 塔 碑
무덤 터 유적지 및 유물 분포지 등은 이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 
이축된 건축문화재 사례란 정식 문화재로 지정 혹은 등록이 되고 난 후‘ ’
에 이축이 이루어진 것만을 의미한다 서울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 
지만 논리 전개의 필요에 따라 지방이나 해외의 사례도 참고로 삼는다 건. 
축문화재의 종류에 따라서 건축물의 일부분만이 이축된 사례도 있는데 이
러한 경우에도 연구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이 조건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축 기록이 있는 서울 지역 건축문화재로  
채 건 채는 각각 번씩 이축 을 찾을 수 있었으며 연도순으로 나18 , 20 (2 2 ) , 

열하면 표 과 같다 이 표에서의 이축의 목적 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1> . ‘ ’ , 
문화재청 및 서울시에서 발간한 보고서 각 문화재의 안내판에 등에 기록, 
되어 있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항이다 그러나 이 사항은 이축의 주 목, . 
적이 아닌 부 목적일수도 있으며 이후에 진행될 구체적 연구의 내용과는 ,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축 승인 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년대에서 년대 초까지는 서 , 1960 1990
울의 도심부 개발이 활발하던 시기로 도시개발을 위한 이축 사례 건이 , 8
집중되어 있고 년대 말에서 년대 초에는 역사문화장소 조성이, 1980 1990
나 복원을 위한 사례도 건 존재한다 년대 이후에는 도심 외곽에 위5 . 2000
치한 등록문화재의 이축이 건 있었으며 복원을 위한 이축 건은 시기구2 4
분 없이 년대부터 오늘날까지 꾸준히 발생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1960 . 
외에도 해방 이후 문화재급 건축유산의 이축 사례가 다수 있으나 문화재
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의 이축 사례는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 유적건조물 이란 토지 위에 정착시켜 쌓아올림으로써 구축한 것으로 주거 지 정치 ‘ ’ ( ), 
국방 시설 교통 통신 시설 교육문화 시설 유적과 유물 분포지 무덤 산업생산 시설, , , , , , 
종교신앙 시설 인물사건 관련 시설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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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

승인

연도

이축

완공

연도

건축문화재 문화재 지정
이축 전 

소재지
이축의 목적 비고

1967 1968
경복궁

광화문

경복궁 사적 : 
제 호 117

년 지정1963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1

원위치 회복 년 이축1927

1968 1970
덕수궁 
대한문

덕수궁 사적 : 
제 호 124

년 지정1963

서울시 중구 
정동 5-1

도로 건설

년과 1913
년1962 , 
년 주변 1968

담장 이축

1973 1973 사직단 대문
보물 제 호177

년 지정1963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1-28

도로 건설 년 이축1962

1974 1975 광희문

서울 
한양도성: 
사적 제 호 10

년 지정1963

서울시 중구 
광희동 가 2
105

도로 건설, 

한양도성 

보수 사업

1975 1976
경희궁 
숭정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 호20

년 지정1974

서울시 중구 

장충동 가 2
192-92

보호와 활용

년 이축1926

소유주: 
동국대학교

1978 1978
도정궁 
경원당

서울시 

민속문화재 
제 호 9

년 지정1977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62

도로 건설
소유주: 
건국대학교

1978 1980 독립문
사적 제 호32

년 지정1963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945

도로 건설

1980 1981
장교동 
한규설 가옥

서울시 
민속문화재 

제 호 7

년 지정1977

서울시 중구 
장교동 63-1

도로 건설
소유주: 
국민대학교

1980 1982
구 벨기에 

영사관

사적 제 호 254

년 지정1977

서울시 중구 
회현동 가 2
78~79

건물 신축
소유주 구 : 

한국상업은행

1980 1981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 호9

년 지정1972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 165

대지 활용
대지소유주: 
국군 
기무사령부

1987 1988
경희궁 
흥화문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 호 19

년 지정1974

서울시 중구 

장충동 가 2
202

원위치 회복

년 1932

박문사로 
이축

년 1973
신라호텔 

정문으로 
이축

표 1 서울 지역의 이축된 건축문화재 사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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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4
월계동 
각심재

서울시 

민속문화재 
제 호 16

년 지정1977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66-7

도로 건설

소유주: 
예안이씨 
이조판서공파

종회

1993 1998

제기동 

해풍부원군 
윤택영 재실

서울시 

민속문화재 
제 호 24

년 지정1977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224

야외박물관 
조성

이축지:

남산골 
한옥마을

1993 1998
삼각동 
도편수 

이승업 가옥

서울시 
민속문화재 

제 호20

년 지정 1977

서울시 중구 
삼각동 32-6

야외박물관 
조성

이축지:

남산골 
한옥마을

1993 1998
관훈동 
민씨가옥

서울시 
민속문화재 

제 호 18

년 지정1977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30-1

야외박물관 
조성

이축지:

남산골 
한옥마을

1993 1998
삼청동 
오위장 
김춘영 가옥

서울시 
민속문화재 
제 호 8

년 지정1977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125-1

야외박물관 

조성

이축지:

남산골 

한옥마을

1994 2011
경복궁 
광화문

경복궁 사적 : 
제 호 117

년 지정1963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1

원위치 회복 년 이축1968

2005 2006
서울 구 

신촌역사

국가등록문화

재 제 호136

년 지정2004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31-11

건물 신축
소유주: 

신촌역사㈜

2009 2009
서울 구 
경성방직 
사무동 

국가등록문화

재 제 호 135

년 지정2004

서울시 

영등포구
재개발

소유주: 

경방㈜

2010 2013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 호 9

년 지정1977

서울시 
종로구 화동 
2

원위치 회복 년 이축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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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방법1.3. 

연구 자료와 방법(1) 

이 연구는 과거의 사건을 해석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헌연구의 비중 
이 가장 크다 주요 분석 자료로는 이축의 승인 과정과 승인 조건 등을 알 . 
수 있는 공문서 보고서 고시 도시계획서 기관 간에 주고받은 문, , ( ), , 告示
서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시대적 배경과 관련 기관별 입장 전문가 의견. , , 
여론 등을 알 수 있는 기타 기록과 문헌 신문기사, 5) 선행연구 등을 참고, 
로 하였다. 

이 연구의 첫 번째 세부 목표인 보존 행위로서의 이축에 대한 국제적 기 
준과 사례 고찰을 위해서는 유네스코나 이코모스에서 발표한 문화유산 보
존을 위한 국제 원칙 역사적 건축물 보존을 위한 이축 관련 선행연구를 ,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국내의 선행연구는 별로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기 . 
때문에 해외의 선행연구 그 중에서도 역사적 건축물 보존을 위한 이축이, 
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연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두 번째 세부 목표인 어떤 경우에 건축문화재 이축이 허용되어왔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서울의 이축된 건축문화재 채 건을 모두 대상으18 20
로 하여 이축 승인 과정에서 발생한 논의와 의견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이. 
축이 제안된 배경 이축 여부가 결정되는 과정 이축 승인 조건 공사가 준, , , 
비되고 진행되는 과정 등을 알아보았다 국가기록원과 서울기록원 서울. , 
도서관 소장의 자료와 당시 보도 자료들 즉 서울특별시 내부 결재 문서와 , 
문화재관리국과의 교신 문서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여론을 보여주는 신, , 
문기사 등을 확인함으로써 대상 사례 간의 공통점과 특이점을 찾고 분류
하였다. 

세 번째는 이축 완료 후의 현상 특히 활용이라는 측면을 관찰함으로써  , 
건축문화재의 위치 변경이라는 행위가 그것의 문화재적 가치 중 사용의 ‘

5) 신문기사는 인터넷이 없던 과거에 와 더불어 시민 개개인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TV
피력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 역할을 하였다 매체의 의견들은 모여 담론을 형성한다. . 
특정한 시기의 지배적 담론은 그 사회의 집단적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
로는 질서와 제도 같은 구조를 형성 또는 변화시킬 수 있다 김영기 한선 신, .( , , 2011) 
문에 실린 몇 사람들의 생각이 당시의 대표적 여론이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매체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여론의 일부로서 작용하게 되고 이 여론은 행정적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8 -

가치 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이축 후의 ’ . 
변화를 살피되 이축 직후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를 모두 범위, 
로 삼는다 건축문화재가 이축된 이후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과정은 . 
천천히 조금씩 진행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이 연구는 이축의 결정과 방법을 둘러싼 논의 이축이 실제 , 
로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이축 후의 결과와 수용에 대한 분석이라는 , 3
단계로 이루어졌다 당시의 논의 는 이축 여부와 이축지 보존해야 할 문. ‘ ’ , 
화재적 가치를 결정하였으며 과정 은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 해당 건축물, ‘ ’
의 물리적 시각적 변화를 일으켰다 결과 는 논의와 행위에서 의도했든 , . ‘ ’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이축이라는 행위가 해당 건축문화재의 사회적 수용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보여줌으로써 비 물리적 변화, 
비 시각적 변화까지도 포괄한다 이 세 단계는 각각 논의 분석 행위 분석. , , 
현상 분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것은 노먼 페어클로우, (Norman 

의 비판적 담론분석 세 단계를 Fairclough) (Critical Discourse Analysis) 
참고로 한 것이다 텍스트 담론적 실천 사회적 실천이 그것인데 이. ‘ ’, ‘ ’, ‘ ’ , 
는 집단들 간의 지배와 권력관계 사회적 담론적 변화 맥락에 대한 분석, , 
에 적합하기 때문이다.6)7)8)

6) 페어클로우 는 대중매체의 언어 분석에 있어서 비판적 담론분석  (Norman Fairclough)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저서 . Media Discourse 에 의하면 언어 분(1995)
석이 텍스트적 분석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반면에 비판적 담론분석은 맥락 과 (context)
사회적 사건 사회적 기반 의 연결 관계를 보여준다 텍스트에 존(going-on), (matrix) . 
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부재하는 것 즉 선택될 수도 있었는데 선(presence) (absence), 
택되지 않은 것에 주의를 기울일 것과 선택되어 존재하는 것을 여타 다른 가능한 대, 
안들과 대비하여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7) 는 담화 담론으로 동시에 번역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둘의 개념 정 discourse , . 
의에 차이를 두고 있지만 사실상 그 경계가 모호하다 이 글에서는 담론으로 통칭한. 
다.

8) 첫 번째 분석의 틀인 텍스트는 텍스트 안에서의 내용과 형식 을 분석한다 두  ‘ ’ (form) . 
번째로 담론적 실천은 텍스트 생산과 해석의 사회 인지적 측면과 관련이 있다 이는 ‘ ’ . 
참여자들과의 상호작용 텍스트의 생산과 해석 상호 담론성 하나의 텍스트가 무수히 , , (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텍스트와 결합됨으로써 차용 일종의 전환( , borrowing) 

을 만들어내는 것 등의 문제를 포함한다 세 번(switching) ) .(James Paul Gee, 1999). 
째는 사회적 실천인데 비판적 담론분석은 관계뿐만 아니라 지위 연대 사회적 재화‘ ’ , , , 
의 분배 및 권력 더 나아가 사회적 실제를 다룬다 다양한 , (James Paul Gee, 1999). 
사회 조직 상황 제도적 맥락 광범위한 집단 또는 사회적 맥락 권력 과 관련이 있으( , , , , )
며 문화적 가치 같은 문제들을 다룰 필요가 있다 사회적 실천에 관한 통제는 곧 담론 . 
질서에 대한 지배를 위한 투쟁이며 담론 질서는 잠재적인 문화적 헤게모니의 영역이
다 담론은 사회적 실천의 한 형태이며 이 둘은 변증법적 관계를 가진다 즉 담론적 . . , 
사건이 상황 제도 사회 구조에 의해 형성되지만 그것은 또한 그것들을 형성한, , 
다.(Fairclough, 1995)(Stefan Titscher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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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판적 담론 분석의 단계 연구의 틀 적용  3 (Fairclough(1995), 

문종철 을 참고로 하여 저자 Stefan Titscher et al.(2000), (2016)

작성)

연구의 구성(2) 

장은 이축 의 개념 특히 역사적 건축물 보존을 위한 이축 에 대하여  2 ‘ ’ , ‘ ’
고찰하였다 장에서는 보존 이축 건축문화재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 2.1 , , 
심으로 한 선행연구에 대해 다루었다 장과 장은 일반적인 이축과 . 2.2 2.3
역사적 건축물 보존 행위로서의 이축에 대한 국제적 사항을 이론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이후 이루어질 심화 분석 기준 설정의 바탕을 마련하였다. 
문화유산 보존에 있어서 기본적인 개념인 문화재적 가치 진정성 등을 ‘ ’, ‘ ’ 
소개하고 그것을 이축과 연관시켜 설명하였다 장에서는 국제 문화유. 2.4
산 보호 원칙과 해외 선행연구를 분석 종합하여 국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 
는 역사적 건축물 이축을 위한 고려 사항 을 제시하였다< > .

장에서는 통시적인 관점에서 해방 이후 이축 발생의 흐름과 전개를 설 3
명함으로써 각 이축의 경위와 이행에 대해 살피고 그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장에서 장은 서울 지역 내 건축문화재 이축 사례 건을 . 3.2 3.8 20
시기와 목적 추진 주체를 기준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문화재보호법 이 , . < >
제정되기 전인 년대 이전 장 년대의 시대적 배경 아래 발1960 (3.1 ), 1960
생한 특이한 이축 사례 장 년대에 걸쳐 서울시 도시계획(3.2 ), 1960~1970



- 10 -

국 및 관련부서에서 추진했던 국유 문화재 이축 사례 장 년대 (3.3 ), 1970
말 년대 초에 걸쳐 도시개발에 밀려 이축된 사유 문화재 사례~1990 (3.4
장 년대 전후 역사문화장소 조성을 위한 이축 사례 장), 1990 (3.5 ), 1990
년대 이후 문화재청에서 주도한 원위치 회복을 위한 이축 사례 장(3.6 ), 

년대 이후 도심 외곽의 개발로 인한 등록문화재의 이축 사례 장2000 (3.7 ), 
그리고 기타 유형 사례 장 로 나누어진다(3.8 ) .

장은 사례 분석을 통해 당시 건축문화재를 무엇으로 인식하고 어떻게  4
취급했기에 이축이 승인되었던 것인가 장 장 이에 따른 이축의 (4.1 , 4.2 ), 
양상은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가 장 장 를 해석하였다 장에서 소(4.3 , 4.4 ) . 3
개한 건의 사례 중 대표성 혹은 특이성이 있는 건의 사례를 선정하여 20 7
이축의 배경 결정 과정 이행 결과에 대해 미시적으로 다루었다 이는 앞, , , . 
서 말했듯이 비판적 담론분석의 틀에 따른 세 단계 즉 논의 분석 행위 , , 
분석 현상 분석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축 여부 결정 이축지 결정 보존 , . , , 
요소 결정 시 생성되었던 논의와 의견 이축 시공 과정과 결과 이축 완료 , , 
이후의 현상 및 영향력 활용 방식 등을 포함한다, . 

마지막으로 장에서는 종합하여 결론을 이루었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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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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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문화재의 보존과 이축2. 

선행연구 고찰2.1.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그동안 국내에서의 이축 이란 개념은 문화유산 ‘ ’
의 보존 이나 건축문화재 를 주제로 한 연구의 부수적 사항으로만 다루어‘ ’ ‘ ’
져 왔을 뿐이었다 이축 자체를 중심 주제로 삼아 본격적으로 다루었다는 . 
것이 이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 선행연구와의 관계 

이축을 다루고 있는 연구로는 건축유산의 보존 행위 중 하나로서 이축을  
설명한 최종덕 과 고주환 이 있으며 문화재를 연구의 대상으(2005) (2017)
로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궁궐 전각의 이축에 관한 연구로 박성진, (2007)
이 있었다 개별 문화재의 이축 행위를 살펴본 연구로는 이진민. (2006), 
서승현 이 있는데 남산골 한옥마을에 속해 있는 한옥들과 구 벨기(2009)
에 영사관에 대해 각각 다루고 있었다 이밖에 도시형 한옥의 이축 및 부. 
재의 재사용을 다룬 조수현 댐 건설로 인한 역사마을의 대량 이축(2009), 
을 다룬 이동현 이 있었다(2020) . 

이축에 관한 해외의 연구로는 해체하지 않는 이축에 관한 연구로 일본의  
히키야 미국의 를 키워드로 다룬 것이 많았다‘ ( )’, ‘moving buildings’ . 曳家
이들은 모두 이축의 배경 목적 이축과 전용 등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 , 
설명하고 있었으며 특히 미국의 연구 중에는 이축 시 참고 해야 할 제도
나 규칙 순서 등을 설명한 것도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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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건축물의 보존 방식에 관한 연구(1)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 방식에 관한 해외의 연구는 기념물이라는 개념의  
탄생과 보존의 시작 그리고 보존 방식의 변화에 대해 시계열적으로 다룬 , 
연구가 다수 존재하였다.9) 그러나 동시대적 관점에서 역사적 건축물의 다 
양한 보존 방식을 소개한 연구는 협소한 편이었다. 

국내 연구 중 건축문화재의 보존 방식 제도 변화 방안 제시에 대한 연 , , 
구로는 김동식 조현정 강현 조교환 신응(2002), (2004), (2005), (2010), 
주 외 이정진 고주환 강유림 등이 있었1(2014), (2015), (2017), (2019) 
는데 이들의 연구는 모두 시기적으로 일제강점기 이후에 집중되어 있었으
며 대상으로는 근대건축물이나 목조건축물이 주로 다루어졌다 보존 방식. 
으로서의 이축에 관해 다루고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문화유산의 여러 가지 보존 행위 중 하나로서 이축을 설명한 글로 최종덕 
과 고주환 이 있었다 최종덕 은 미국의 역사적 건축물 보(2005) (2017) . (2005)

존학자 제임스 피치 에 따라 보존의 방법을 다음과 같(James M. Fitch, 1982)
이 분류하였다.10) (1) Preservation; (2) Restoration; (3) Conservation and 
Consolidation; (4) Reconstitution; (5) Adaptive Reuse; (6) 

이는 보존을 위해 원 구조체에 가하는 조치Reconstruction; (7) Replication. 
의 정도에 따라 약한 것부터 강한 것 순으로 나열한 것이라고 (intervention) , 

한다 이 중 이축은 에 포함되는데 은 건축물. ‘Reconstitution’ , ‘Reconstitution’
을 보존하기 위해 어쩔 수없이 행하는 것으로 원래의 장소나 새로운 장소에 , 
기존 건축물을 새롭게 조립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었으며 비교적 과격한 보, 
존 방식이라고 평가하였다 최종덕 은 이러한 여러 가지 보존 방법이 . (2005)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은 문화재를 보존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오
직 원형 보존만을 중시하여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요구를 적절‘ ’ 
하게 수용하지 못하였으며 좀 더 유연성 있는 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고주환 은 최선주(2017) (2000)11) 키타가와 케이스케, ( , 2013)北川啓介 12)의 
연구를 인용하여 이축 행위가 보존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9) 건축문화유산의 보존과 역사 과거와 현재 최병하 서Jokilehto, J. (2009). : . ( , Ed.).  
울 서울 기문당: : .; Glendinning, M. (2013). The conservation movement : a history    

등of architectural preservation : antiquity to modernity. London : London.   .
10) James M. Fitch. (1982). Historic Preservation: Curatorial Management of the 
Built World. Charlottesville: The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11) 최선주 일본의 근대건축물 보전 연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000). . : .
12) , , , , . (2013). :北川啓介 中西正明 村上心 西川裕紀 麓和善 稲垣圭亮 近代建造物 改修の

, , 689 .付加価値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 第 号における



- 14 -

연구 대상 주제, 

김동식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보존과 . (2002). 

활용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 국내 년대 말 년대 근대 건축물 사1800 ~1960

례 

! 보존 논리 역사적 가치 양식적 특징 보, , , 

존 관리 현황 보존 활용 사례 보존 활용 , , 

방안 제시

조현정 한국 건조물 보존사에 관한 . (2004).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 일제강점기 현재를 시기 역사적 건조물 ~ 4 (

보존의 근대적 움직임 국가 주도의 문화재, 

보존정책 시기 보존 범위의 확대와 국가 , 

정체성 최근 로 분류하여 변화 과정 분석, )

강현 일제강점기 건축문화재 보존 연. (2005). 

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 한국에서의 초기 일제강점기 건축문화재 ( ) 

보존의 전개 과정 중 일어난 이축 행위를 

소개

! 보존 제도와 그에 따른 보존 행위

최종덕 역사적 건축물 보존의 여러 . (2005). 

방식 건축 대한건축학회. , 49(12). .

! 역사적 건축물의 여러 보존 유형 중 하나로 

이축을 소개

조교환 서울특별시 관할 목조건축물 . (2010). 

문화재의 보전과 활용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 

위 논문.

! 일제강점기 현재까지의 목조건축 ~

! 보존 관련 제도를 시기로 분류5

! 경희궁 운현궁 남산골 한옥마을, , 

! 목조 건축문화재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

신응주 외 근대건축 등록문화재의 1. (2014). 

보존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 

집 한국농촌건축학회, 16(1). .

! 국내 근대 건축문화재 중 등록문화재

! 보존 현황 파악 제도 및 개선 방안 제시, 

이정진 근대건축유산의 보전형태에 . (2015). 

따른 활용방식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 

박사학위 논문.

! 국내외 근대 건축문화재

! 보존 활용 방식 비교 분석

이주형 외 한국근대건축물 보존 및  1. (2006).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대한건축학회, 22(3). .

! 등록문화재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제시

고주환 한국 근대 건축 문화재의 보. (2017). 

존유형과 수리기술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 

박사학위 논문.

! 국내 근대 건축문화재

! 보존 방법과 보존 기술에 대한 사례 조사, 

개선 방안 제시

강유림 역사인물가옥의 보존에 대한 . (2019).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 국내외 문화유산 보존 원칙과 변화 양상

! 역사인물가옥 중 목조 사례

! 보존 활용을 위한 개선 방안 제시

표 2 건축문화재의 보존 방식 종류를 다룬 국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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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 행위와 사례에 관한 연구(2) 

국내의 연구에서는 이축 이건 이전 이라는 단어를 대체로 혼용하고  ‘ ’, ‘ ’, ‘ ’
있었다 과거 이축 과 이건 의 차이에 대해서는 박성진 에서 언급. ‘ ’ ‘ ’ (2007)
하고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크게 구별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 
이축 이건 이전 행위를 중심으로 한 국내 연구는 이진민 과 박‘ ’, ‘ ’, ‘ ’ (2006)
성진 조수현 고주환 이동현 의 것이 존재하(2007), (2009), (2016), (2020)
며 이밖에는 단일 건축문화재의 변천 및 보존 과정 중 벌어진 이축 행위
에 대해 부수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이진민 은 남산골 한옥마을 사. (2006)
례를 대상으로 이축 후 달라진 한옥의 형태와 도시맥락적 관계를 비교하, 
여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박성진 은 일제강점기에 행해진 . (2007)
궁궐 전각의 이축과 철거 사례에 대해 그 배경과 경위 현황에 대해 다루, 
었다 조수현 은 년대 서울 내 존재하던 도시형 한옥이 . (2009) 1970~1980
도시개발로 인해 비도시지역으로 이축되거나 혹은 해체되어 부재( )部材
로 매각된 사례를 대상으로 그 특성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고주환. (2016)
은 해외의 역사적 건축물 이축 사례와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동현. 

은 년대 안동댐 건설과 년대 영주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2020) 1970 2010
역 이축을 사례로 하여 원위치를 상실한 건축문화재에 대해 본래 대상과 
동일시되지 못하고 새로운 대상으로 분리 인식되었다는 한계가 있음을 , 
지적하였다.

해외의 이축 연구는 일본과 미국에서 많이 행해졌으며 해체 이축으로  , 
행해진 우리나라 사례와는 달리 해체하지 않고 통째로 옮기는 방식( , 曳家

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야외박물moving buildings) . , 
관 관련 연구 중 조성 과정에서 벌어진 이축에 대해 다루고 있는 연구가 
있었으나 이축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분석하지 않고 있었다 국내 연. 
구로는 김지홍 외 1(2010)13) 추성원 외 , 1(2008)14) 등이 민속촌을 중심  
사례로 연구한 바 있었으며 해외 사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상현
(2002)15) 최정필, (2003)16) 등이 있었다 야외박물관에 관한 국내의 연 . 
구는 협소한 데 비해 해외에서는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오고 있었다.

13) 김지홍 전봉희 년대 한국 민속촌 건립 과정과 시대적 의미 고찰 , . (2010). 1970 ‘ ’ .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한국주거학회, 21(6). .

14) 추성원 임용민 전통마을 주거지역의 야외박물관 구성요소와 공간분석에  , . (2008). 
관한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 21. .

15) 이상현 독일 주 야외박물관의 역사와 현황 박물관학 . (2002). Baden-Wurttemberg   . 
보 한국박물관협회, 5. .

16) 최정필 스웨덴 야외박물관 박물관학보 한국박물관협회 . (2003). Skansen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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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주제, 

Lennart Berg. (1974). The salvage of the Abu Simbel 

temples. Monumentum, 17.

! 이집트 아부심벨의 사례

! 역사 유적의 보존

! 이축의 과정 방법, 

! 해체 이축

John Obed Curtis. (1979). Moving Historic Buildings.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Heritage Conservation and 

Recreation Service, Technical Preservation Services 

Division.

! 미국의 사례

! 이축의 역사와 방법과 목적

! 이축 가이드 제시

Jane Lennon and Associates. (2000). Moving Buildings: A 

study of issues surrounding moving buildings of heritage 

value for use in outdoor museums in Queensland.

! 호주 퀸즈랜드의 사례

! 이축의 역사와 목적

! 야외박물관 조성을 위한 

이축과 관련 제도

! 대량 이축

. (2001). - 藤井 介 移築 究 目的 意味 建築 移築の と の に恵 研 関
( 1).  ( ) 究 日本建築 術講演梗 集 計 系する その研 学会 学 概 画

(2001-09).  . 日本建築学会
이축 연구의 목적과 의미 건축의 이축에 관한 연구 ( - 1)

! 일본의 사례

! 이축의 목적과 역사

. (2001). 金行信輔 鳥取藩池田家上屋敷表門 建築年代 近代の と

( 7). 用 移築建築 移築 究 日本建における の に する その　転 ・ 関 研
( ) (2001-09).  . 築 術講演梗 集 計 系 日本建築学会 学 概 画 学会

돗토리번 이케다 카미야시키 정문 건축 연대와 현대( ( ) 上屋敷

의 전용 이축 건축의 이축에 관한 연구 · - 7)

! 일본 돗토리번 이케다 

카미야시키 의 사례( )上屋敷

!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과 

활용

! 해체 이축

. (2001). 松山 明治初頭 東京 建物 買 流通 建の における と恵 売
( 8). 築 移築 究 日本建築 術講演梗の に する その関 研 学会 学 概

( ) (2001-09).  .集 計 系 日本建築画 学会
메이지 초기의 도쿄의 건물 매매 및 유통 건축의 이축에 관(

한 연구 8)

! 일본 메이지시대의 사례

! 동산으로서 주택 매매와 

공급을 위한 이축

. (2001). 李明善 史的建造物 保存方法 移築 民家の としての －歴
( 9). 中心 建築 移築 究 日本建築を に の に する その関 研 学会 学

( ) (2001-09).  .術講演梗 集 計 系 日本建築概 画 学会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 방법으로서 이축 민가를 중심으로 ( - 

한 건축의 이축에 관한 연구 9)

! 일본 민가의 사례

!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

Ipek Nese Sener. (2004). An innovative methodology and 

structural analysis for relocation of historical masonry 

monuments: A case study in Hasankeyf. Master 

Dissertation, Middle East technical university.

! 터키 하산케이프 지역의 

사례

!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

! 이축의 방법

Nancy Goblet. (2006). Moving Historic Buildings: One 

Means of Preservation. Master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 미국과 호주의 사례

! 야외박물관 조성을 위한 

이축과 관련 제도

! 완전성(integrity)

! 대량 이축

표 3 건축물의 이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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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g-Hsiu Su, Huey-Jiun Wang. (2006). A Study of 

Techniques for Moving Traditional Buildings and Their 

Role regarding the Historic Preservation Movement in 

Taiwan. Journal of Asian Architecture and Building 

Engineering, 5(2). .日本建築学会

! 대만의 사례

! 이축의 역사와 목적

!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

! 해체하지 않는 이축

이진민 남산골 이축 한옥에 관한 고찰 서울시립대. (2006). . 

학교 석사학위 논문.

! 남산골 한옥마을 사례

! 이축으로 인한 건축문화재의 

변형

박성진 일제강점기 조선왕조 궁궐건축의 이건과 변. (2007). 

용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학위 논문. .

! 한국 일제강점기의 사례

! 이축의 개념과 역사

! 이축으로 인한 역사적 

건축물의 훼손

Xana Colleen Peltola. (2008). Moving Historic Buildings. 

Master Dissertation. Clemson University.

! 미국 하테라스곶 등대, 

안손보로우의 사례

!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

! 해체하지 않는 이축

Jenny Gregory. (2008). Reconsidering Relocated 

Buildings: ICOMOS, Authenticity and Mass Relo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4(2). 

London: Routledge.

! 영국 뉴질랜드의 사례, 

!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

! 대량 이축

! 야외박물관

! 진정성(authenticity)

! 헌장ICOMOS 

조수현 도시형한옥의 이축과 재활용에 관한 연구. (2009). .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도시형 한옥의 사례

! 년대1970~1980

! 재개발과 근대화로 인한 

한옥 이축

, , . (2009). 飯田恭一 狄希 吉田倬郎 曳家 史 技術 遷 の と の歴 変
- 1. 存建物 評 曳家 究 日本建築の と に する その既 価 関 研 学会

( ) (2009-09).  .術講演梗 集 計 系 日本建築学 概 画 学会
히키야의 역사와 기술의 변천 기존 건물 평가 및 히키야에 ( - 

관한 연구 1)

! 일본의 사례

! 이축의 역사

! 해체하지 않는 이축( )曳家

,   , . (2009). 狄希 飯田恭一 吉田倬郎 曳家工事 事例調査の の

- 2. 究  存建物 評 曳家 究 日本建築の と に する その研 既 価 関 研
(2009-09).  .術講演梗 集 日本建築学会 学 概 学会

히키야 공사의 사례 조사 연구 기존 건물 평가 및 히키야( - 

에 관한 연구 2)

! 일본 의 사례1980~2008

! 해체하지 않는 이축( )曳家

, , . (2010). 狄希 飯田恭一 吉田倬郎 曳家事例調査 基 曳に づく

. (家工事 苦 究 日本建築 術講演梗 集 計の に する労 関 研 学会 学 概
) (2010-09). .系 日本建築画 学会

히키야 사례 조사에 근거한 공사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 )

! 일본 의 사례2008

! 해체하지 않는 이축 의 ( )曳家

과정과 장단점

, , . (2010). 飯田恭一 狄希 吉田倬郎 曳家 事例調査の とこれに

. 基 土地 建物 有 利用 考察 日本建築づく の に する・ 効 関 学会 学
( ) (2010-11).  . 術講演梗 集 計 系 日本建築概 画 学会

히키야의 사례 조사와 이에 따른 토지 건물의 활용에 관한 ( ·

고찰)

! 일본의 사례

! 건축물의 활용

! 해체하지 않는 이축( )曳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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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건축물에 대한 기초 연구(3) 

서울 지역에서 이축된 건축문화재 사례는 채 건으로 이들의 이축  18 , 20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연구를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이들은 해. 
당 건축문화재의 변화 과정 보존되어 온 방식이나 가해진 행위 등을 설명, 
하면서 이축 사실을 간단하게 언급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해당 건축문화재에 가해진 이축 행위를 비교적 깊이 다루고 있는 연구로 
는 경복궁 광화문 구 벨기에 영사관 남산골 한옥마을에 대한 것이 있었, , 
다 강임산 과 강난형 외 의 광화문 관련 연구에서는 . (2015) 1(2015) 1960
년대에 진행되었던 광화문 이축을 복원 혹은 도시기념비 조성이라는 관점
에서 바라보았으며 시대적 정치적 문화적 배경과 연관지어 분석하였다, , . 
서승현 의 구 벨기에 영사관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는 이축 시의 해(2009)
체와 재조립 과정 방법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시공 에 대한 측면, ( )施工

Lucia Allais. (2013). Integrities: The Salvage of Abu 

Simbel. Grey Room 50. The MIT Press.

! 이집트 아부심벨

! 완전성(integrity)

고주환 역사적인 건축물 이축기술이 보존에 미치는 . (2016).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 

추계 한국건축역사학회2016( ). .

! 건축물 이축의 여러 방법

! 미국 일본 유럽의 사례, , 

An, D. W. (2018). Sustainability and Variability of 

Korean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 The Relocation and 

Alteration. Sustainability, 10(6), 1742.

! 한국 목조 건축물의 사례

!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과 활

용

! 해체 이축

Ceyda Yurttas, Murat Tutkun. (2019). A Guide Proposal for 

Relocation Practice in Conservation of Architectural 

Heritage. International Civil Engineering and 

Architecture Conference, April.

! 터키 국내외의 사례

!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

! 이축의 방법과 과정

Wojciech Drozd. (2019). Structure Relocation.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port. 53.

! 이축의 역사와 방법과 목적

! 이축 가이드 제시

! 해체하지 않는 이축

이동현 이전복원 된 역사마을의 문화재적 인식에 관. (2020). 

한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 한국 안동댐과 영주댐 건설

로 인한 이축 사례

! 원위치를 상실한 역사적 건

축물의 문화재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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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루었다 이진민 의 남산골 한옥마을 관련 연구는 그 조성 사업. (2006)
에 대한 배경과 이축으로 인한 건축문화재의 변형을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는 경복궁 한양도성 경희궁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도 , , 
정궁 경원당 장교동 한규설 가옥 월계동 각심재를 다루고 있는 연구는 , ,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사례 연구 범위 연구 대상 주제, 

광화문

광화문

강난형 송인호 년대 광화, . (2015). 1960

문 중건과 광화문 앞길의 변화.

강임산 년 광화문 복원 의 . (2015). 1968 ‘ ’
성격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 년대의 광화문 1960
이축

! 복원 혹은 
도시기념비 조성

! 시대 사회 문화적 , , 

배경과 의미

경복궁

이영일 경복궁의 공간구조 변. (2007). 

천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 

위 논문.

! 조선시대 현대~

! 물리적 변화 - 

전각의 이축 철거, , 

신축 복원, 

이혜원 경복궁 중건 이후 전각 . (2009). 

배치의 변화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 조선시대

! 물리적 변화

최종덕 건축문화재 보존체계의 . (2011). 

관점에서 본 경복궁 복원의 특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년 1990~2010

이루어진 경복궁 

복원 사업

! 문화유산 보존 원칙

강난형 경복궁 궁역의 . (2016). 

모던프로젝트 발전국가시기 광화문과 : 

국립종합박물관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1962-1973). 

박사학위 논문.

! 년대의 광화문 1960

이축

! 시대 사회 문화적 , , 

배경과 의미

덕수궁 

대한문
덕수궁

최병선 경운궁의 복원계획에 관. (2008). 

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 조선시대 현대~

! 덕수궁 복원 사업

! 덕수궁 경복궁 창, , 

덕궁 창경궁, 

! 해외 궁궐 복원 사례

이혜민 서울 정동의 도시조직. (2016). 

변화연구 덕수궁 영역의 필지변화를 중: 

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 조선후기 근대기~

! 덕수궁을 포함한 정동

! 물리적 변화

기세황 년대 덕수궁 담장. (2019). 1960

과 대한문의 변경계획에 관한 연구 대. 

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대, 35(10). 

한건축학회.

! 년대1960

! 덕수궁 담장과 대한

문 태평로, 

표 4 서울 지역 이축 된 건축문화재에 관한 기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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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단 대문 사직단

전봉희 외 세기 사직단 영1. (2014). 20

역의 토지이용 변화와 역사적 제도주의

적 해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 

대한건축학회30(12). .

! 사직단 영역 사직, 

공원

! 일제강점기 현대~

! 물리적 변화와 기능

적 변화

한지명 일제강점기 사직단의 . (2018). 

공간 구성 변화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 

논문.

! 조선시대 일제강점~

기

! 사직단 사직공원, 

김수자 사직공원 조성과 사직.  (2020). 

단을 둘러싼 개발 과 문화재보호 담론‘ ’ ‘ ’ 
의 대립 한국문화연구 이화여자대. , 38. 

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일제강점기 근대~

! 사직단 영역 사직단 

대문 사직공원, 

! 건축문화재

광희문

광희문

김대한 외 전차 개설에 의한 1. (2015).  

한양도성 문루 주변지역의 도시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건축역사학회. .

! 세기 초20

! 광희문 돈의문 혜, , 

화문

! 도시 조직 변화

하미옥 서울 한양도성 정문과 . (2016). 

간문의 위상 흥인문과 광희문의 형태 – 
및 기능 비교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 

석사학위 논문.

! 조선 후기 근대~

! 흥인문 광희문, 

! 건축적 기능

! 상징성

이도경 외 일제강점기 한양1. (2017). 

도성의 훼철과 주변 도시조직에 대한 연

구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 

논문집 한국건축역사학회. .

! 대한제국 일제강점~

기

! 광희문 돈의문 혜, , 

화문

! 도시 조직 변화

서울

한양

도성

최시영 서울 성곽복원을 건축. (2011). 

적 관점으로 재해석 건국대학교 석사학. 

위 논문.

! 광희지구 복원

! 역사도심

! 도시 조직 변화

장하나래 서울 한양도성 보수 . (2014). 

복원 사업의 성과와 한계 명지대학교 . 

석사학위 논문.

! 세기후반20

! 광희지구 외 개 지6

구 성곽 복원의 내

용 과정 결과, , 

조은주 국가기록원 기록물을 . (2017). 

통해 본 해방이후 한양도성 보수 복원 

사업 서울학연구 서울시립대학교 . , 66. 

서울학연구소.

! 세기 후반 세기 19 ~20

중반

! 광희문 돈의문 혜, , 

화문

! 도시 조직 변화

! 전차 노선

숭정전 숭정전

손신영 동국대학교 정각원 건. (2013). 

물의 역사와 건축적 특징 경희궁 숭정– 
전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 

한국불교학회65. .

! 조선시대 일제강점~

기

! 건축 양식

황인규 경희궁 숭정전과 조동. (2013). 

종 조계사 대학선원 한국불교학. . , 65. 
! 조선 후기 근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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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학회.
! 전각의 이축과 전용

( )轉用

김홍식 숭정전지의 발굴 결과. (1992). 

와 앞으로의 과제 건축역사연구. , 1(1). 

한국건축역사학회.

! 조선시대 근대기~

! 숭정전지 월랑 숭, , 

정문지

! 복원 방향

경희궁

최종규 경희궁 복원을 위한 전. (1999). 

각배치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 

위 논문.

! 조선시대 근대기~

! 문헌과 유구 연구

! 숭정전지 자정전, 

지 태녕전지 사옹, , 

원지 등

흥화문

박희용 대한제국기 이후 경희. (2017). 

궁의 변화과정 연구 서울학연구. , 67.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 대한제국기 년~1980

대

! 원형 배치 추정

! 전각의 이축과 전용

( )轉用

! 발굴과 복원 사업

독립문 독립문

신용하 독립문 독립관 독립. (1999). · ·

공원의 건립과 변천 향토서울 서. , 59. 

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 년대1890~1990

! 건립 배경 경위, , 

변천

! 상징성과 의미 항일-

과 통일

목수현 독립문 근대 기념물과 . (2003). : 

만들어지는 기억 미술사와 시각문화“ ” . ,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2. .

! 년대1890~1980

! 상징성과 의미 항일-

과 통일

! 건축 양식

김정동 심의석이 세운 독립문. (2010). 

과 독립관을 중심으로 한국건축역사학. 

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건축. 

역사학회.

! 조선시대 년대~1970

! 영은문 모화관 독, , 

립문 독립관, 

! 건설 경위와 훼손 

경위

! 건축 양식

김세민 영은문 모화관의 건립. (2012). , 

과 독립문 독립관으로의 변천 향토서, . 

울 서울역사편찬원, 82. .

! 조선시대 년대 ~1900

초

! 영은문 모화관 독, , 

립문 독립관, 

정헌주 외 근대의 기억 표상1.(2016). 

으로서 서대문독립공원 정신문화연< >. 

구 한국학중앙연구원, 39(2). .

! 년대 현대1890 ~

! 독립문 독립공원

! 상징성과 의미 장, 

소성

구

벨기에

영사관

구

벨기에

영사관

서승현 구 벨기에영사관의 해. (2009). 

체공사과정 및 구축방법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년대1970~1980

! 연혁 이축 배경과 , 

경위

! 공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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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

연갑수 세기 종친부의 변천. (2010). 19 . 

한국건축역사학회 년 월 월례회2010 3 . 

한국건축역사학회.

! 세기19

! 건축물의 기능의 변

천

이경미 종친부 터와 건축 한. (2010). . 

국건축역사학회 년 월 월례회 한2010 3 . 

국건축역사학회.

! 조선시대 년대~1990

! 건축 형태의 변천

이선복 종친부 터 시굴 조사. (2010). . 

한국건축역사학회 년 월 월례회2010 3 . 

한국건축역사학회.

! 년2010

! 발굴 결과

해풍부원군 

윤택영 재실

남산골

한옥마을

이진민 남산골 이축 한옥에 관. (2006). 

한 고찰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 

문.

! 년대1980~1990

! 도성 내 건축문화재 

이축

! 이축 전후 비교 도-

시 조직 맥락 필, , 

지

도편수 

이승업 가옥

조교환 서울특별시 관한 목조. (2010). 

건축물 문화재의 보전과 활용 서울시립.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년대1910~2000

! 남산골 한옥마을 조

성 사업

! 보존 활용 현황과 

평가 개선 방안 제, 

시

민씨가옥

오위장 

김춘영 가옥

서울 구 

신촌역사

서울 구 

신촌역사

김종헌 경의선 신촌역사의 변. (2007). 

천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철도학회 논. 

문집 한국철도학회, 10(5). .

! 년대 현대1920 ~

! 철도 문화유산의 문

화재적 가치

등록

문화재

이철재 문화유산의 민간주도형 . (2012). 

보존관리시스템 연구 서울시 등록문화– 
재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 년대 이후2000

! 서울 구 신촌역사, 

서울 구 경성방직 

사무동 등

! 보존 관리 현황 평

가 개선 방안 제시, 

서울 구 

경성방직 

사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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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2.2. 

이축의 개념과 기원(1) 

년 문화재청에서 제정한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 복원 및 관 2007 <
리에 관한 일반원칙 에서는 이건 을 문화재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 ( ) ‘移建
하며 다른 장소에 옮기는 행위 라고 정의하고 있다 박성진 의 연구’ . (2007)
에 의하면 과거에는 옮겨지는 대상이 석조일 경우는 이축 이라 하고 목‘ ’ , 
조일 경우는 이건 이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구조 재료‘ ’ , 
와는 무관하게 이축 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이밖에‘ ’ . 
도 건축물의 이전 이동 등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축이라, 
는 단어로 통일하였다.

이축의 기원은 주거의 기원과 관련하여 분석할 수 있다 독일의 지리학 . 
자 가브리엘 슈바르츠 는 주거지리학 개설 에서 도(Gabriele Schwarz) 『 』
시 구성 이전의 자생적 주거 유형을 가지로 구분하였다 일시주거6 . ‘(1) ; 
간헐주거 이동주거 계절주거 반영구 주거 영구주(2) ; (3) ; (4) ; (5) ; (6) 

거 가 그것이다 주거지로서 집의 발달에 대해 다루고 있는 건축가 노버트 ’ . 
쉐나우어 는 이동주거 에 이르러서 다회용 (Norbert Schoenauer, 2004) ‘ ’
재료를 사용하였고 장식이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다가 이 여섯 번째 . 
단계에 이르러서야 도시 정착지의 형성을 촉진하는 기본적인 필수조건들
이 충족되었으며 농업사회가 탄생한 이래 도시가 형성되었고 이 때 영구
주거가 생겨났다고 보았다 그 이전의 주거는 영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 
일회용 또는 옮겨지는 것을 전제로 지어졌다는 것이었다 현대에서 말하. 
는 이축 그리고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이축이란 영구성 을 전제로 지, ‘ ’
어진 건축물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축이라 부를 수 있는 행위가 시작, 
된 것은 영구주거가 발생한 이후 즉 기원전 년경 이후라고 보아야 , 12,000
한다 영구주거가 등장하기 전 이동 주거에서 건축 부재 의 재활용. , ( )部材
은 이축의 기원이 되었을 가능성을 지닌다.

그러나 부재의 재활용 행위 자체를 이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인간이 건 . 
축 활동을 시작한 이래 부재의 재활용은 자연스럽게 계속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기원은 여전히 알기 어렵다 이축 행위라고 해도 기존 건축물. , 
을 그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옮겨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동 과정에서 
미세한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것을 부재의 재활용이 아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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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즉 이축의 기원에 대해서 정의하기 위? 
해서는 부재의 재활용 과 이축 사이의 경계는 무엇일까 하는 문제가 발‘ ’ ‘ ’ 
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더욱 깊은 연구가 필요하며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유형의 이축 중 건축문화재 보존 행위로. ‘
서의 이축 에 대해서만 정의하기로 하였다 건축문화재의 이축이 보존 행’ . ‘
위 로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축 후에도 그 문화재적 가치가 ’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문화재적 가치는 오늘날 매우 다양한 분류 방. 
식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초기에 정의된 개념으로 알로이스 리글, (Alois 

을 참고할 수 있다 미술사학자 알로이스 리글은 기념물의 Riegl, 1903) . 
가치체계에 대해 분류 정의 하여 기억의 가치와 현재적 가치 의식적 , ‘ ’, ‘
기념물과 무의식적 기념물 과거의 가치와 현재적 가치 등으로 나누어’, ‘ ’ , 
기념물이란 물리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비 물리적 가치를 가져야 하는 것
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보존 행위로서의 이축 이란 물리. ‘ ’
적 건축물을 옮김과 동시에 비 물리적 특성인 문화재적 가치도 함께 옮겨
지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만 이축 후에도 여전히 건축문화. 
재로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17)

건축문화재에 담긴 비 물리적 가치를 현대 도시적 차원에서 찾아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 하나로 장소적 가치 즉 장소성 을 들 ‘ ’
수 있다 장소성 이 있는 공간을 장소 라고 부르는데. ‘ ’ ‘ ’ ‘ ’ ,18) 장소란 일반적 ‘ ’
으로 도시적 차원에서 사용되는 비 물리적인 개념으로 학자들에 따라 여, 
러 가지로 정의된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과 외부의 유대가 드러나는 . ‘
곳(1958)’19) 지리학자 렐프는 인간 활동과 의미가 부여된 물리적 공간, ‘
(1976)’20) 도시학자 트랜식은 맥락적 의미가 부여된 추상적 물리적 공, ‘ , 
간(1986)’21) 지리학자 엔트리킨은 사건 사물 행위의 맥락이자 의미의 , ‘ , , 
중심(1991)’22) 등으로 정의했다 홍성희 외 장소성의 의미는  .( 2, 2011) 
이처럼 여러 가지로 정의되지만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은 인간에 의, 

17) 대표적으로 미국의 문화재보호법을 살펴보자면 이축된 건조물일지라도 건축학적 가 , 
치 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거나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과 중요하게 연결된 현존 구조
물일 경우 문화재로서 인정하고 있다.

18) 지리학자 이푸투안은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면 그곳은 장소가 된다 고 말했 ‘ .’
다.(Yi-Fu Tuan, 1977) 

19) Heideger. (2001). Poetry, Language, Thought, Translated by Hofstdter. 
Perennial Classics.

20) Relph, E. (1976). Place and Placeness. London: Pion Limited.
21) Roger Trancik. (1986). Finding Lost Space: Theories of Urban Design. New 
York: VNR.

22) Entrikin, J. N. (1991). Betweenness of Place. Basingstoke: MAcnilia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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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의미가 부여된 맥락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건축문화재 보존의 영역. 
에서 장소성과 연관이 있는 제도 로는 호주의 것이 있다 호주 국가( ) . 制度
유산위원회에서는 장소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place)’
를 보존하기 위해 이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상세한 내용은 장에서 . 2.3
다루었다 반면 국내법에서는 장소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그나마 . 
가장 가까운 개념으로는 환경 을 들 수 있다 년 신설된 문화재보‘ ’ . 2011 <
호법 제 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에서는 부동산 유형문화> ‘ 13 ( )’
재의 외곽 경계 를 기준으로 그 환경을 보호하도록 되어있다500m . 

한편 이축의 방법에는 해체 이축과 해체하지 않는 이축이 있다 앞서 살 . 
펴본 이축의 기원은 해체 이축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해체하지 않는 이. 
축은 전문 기술이 요구되어 그 역사가 비교적 길지 않다 국내 건축문화재 . 
이축 사례가 모두 해체 이축인 반면 해체하지 않고 이축하는 방법은 일본, 
과 서양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었다 해체 이축의 장점은 건물의 구조를 . 
상세하게 연구하여 기록할 수 있으며 재조립 과정에서 수리 보수가 가능
하다는 것이다 반면 해체하지 않는 이축은 건물의 이동 중에도 내부 공간. 
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일본에서.(John Obed Curtis, 1979) 
는 해체하지 않는 이축 방법을 히키야 라고 부르며 미국에서‘ ( , )’曳家 曳舞
는 라고 부른다 해외에서는 근대 이후 해체하지 않는 ‘moving buildings’ . 
이축을 수행하는 전문 업체도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년에는 미국 이1920
동 및 보관 협회(AMSA, American Moving & Storage Association), 

년에는 국제 구조물 이동 협회1983 (IASM,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가 조직되기도 하였다 년에 미국 텍사스에는 이Structural Movers) . 1985

와 관련된 박물관 도 설립되었다 현대에는 기술(House Moving Museum) . 
의 발달에 의해 목조뿐만 아니라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유리 등 모든 종, , 
류의 건물을 대상으로 해체하지 않는 이축이 가능해졌다.(Nancy Goblet, 

외 2006)(Ming-Hsiu Su 1, 2006)

해체하지 않는 이축이 언제부터 행해져 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 
지만 영국의 건축가 아서 링 은 년 런던(Arthur Ling)(1913~1995) 1598
의 한 마을에서 벌어진 분쟁으로 인해 건축물이 이축된 사례를 중요한 발
명으로 기록하였다 이후 주목할 만한 발전이 없다가 년 미국에서 제. 1799
작된 그림에서 등장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건물이 (Nancy Goblet, 2006), 
대지에서 분리되어 바퀴 위에 올려 져 있으며 말이 이것을 끌고 있는 모
습을 볼 수 있다 이를 시작으로 세기 이후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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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기록이 남아있다 이동 수단은 바퀴와 레일 기차 자동차 등으로 . , , 
발전하였다 또한 비계를 이용해 수직으로 들어 올려 이동한 사. (cribbing) 
례 곡선의 롤러를 설치해 건물의 각도를 변경한 사례 등도 있다 이러한 , . 
이축의 목적은 조수 선 상승 선로의 설치 및 확대 광산 및 지하자( ) , , 潮水
원의 발견 도시의 상하수도 설치, 23) 등을 위해 기존 건축물 철거의 대안 
으로 제시되었던 것이 최초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은 경제적 효과가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John Obed Curtis, 1979)24) 하지만 철거의 대안 
으로서 이축이 제시된 이유도 결국에는 비용을 아끼기 위한 것으로서 경
제적 효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아서 링은 또한 제 차 세계대전 이후 건. 2
축 부재의 재사용을 위한 이축을 옹호했다 그는 건물의 보수 상태가 양호. 
하고 층 높이 이상이며 비교적 작고 동선이 단순한 건물일 경우 이축의 , 3 ,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Arthur Ling, 1944)

국내의 경우 년 경기도 하남시의 구산성당을 국내에서는 최초로 해 2016
체하지 않고 레일 위에 실어 떨어진 곳으로 이축한 사례가 있다 그200m . 
러나 구산성당은 정식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았으며 서울시 밖의 사례로서 
이 연구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는다.

23) 시카고에서 년 연속 이질 및 콜레라 발생으로 인해 하수도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6
새로운 하수관이 기존 도로와 같은 높이에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집들은 . 

피트 정도 들어 올려지는 이축이 이루어졌다6~10 .(Nancy Goblet, 2006)
24)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로는 의 연구 John Obed Curtis(1979), Nancy Goblet(2006)

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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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마력을 이용한 이축 미국 필라델피아  . 

교도소. 1799. William Birch and his son 

작품 출처. ( : 

https://digital.librarycompany.org)  

그림 5 레일 이축 . 

목적은 도로의 확장. 

펠햄 호텔 미국 보스톤. . 

출처1869. ( : 

https://buildingartisan

sguild.files)

 

그림 6 자동차를 이용한 이축 원인은  . 

철광맥의 발견 미국 미네소타 . 

히빙 출처(Hibbing). 1919. ( : John Obed 

Curtis(1979))
 

그림 7 비계를 이용한  

수직 이축 목적은 도로의 . 

확장 페리맨션. (Perry 

미국 Mansion). 

펜실베니아 출처. 1903. ( : 

https://historicpittsbur

g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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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롤러를 이용한 각도  

변경 목적은 단지 개발(74°). . 

폴란드 

루보미르스키(Lubomirski) 

궁전 출처.1970. ( : 

http://polandin.com)

 

그림 9 레일을 이용한 이축 목적은  . 

택지개발 구산성당 경기도 하남. . . 

출처 경기일보2016. ( : )
 

이축의 여러 목적(2) 

건물을 이축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본 건축사가 후지이 케 . 
이스케 는 건축물의 물적 수명보다 사회적 수명이 짧을 때 이축( )藤井恵介
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본 건축사에서 이축은 늘 있어왔으며 일본 목조 건
축물의 큰 특징이라고 밝혔다 고대 일본에는 수도 천도와 궁궐 이전 시. , 
근세와 근대에는 신도시계획과 성곽 해체 신불분리 정책 고, ( ) , 神佛分離
급 주택의 사원 전용 등으로 인한 이축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 ) 轉用
졌다 세기 초 일본은 이축을 문화재 보존의 한 방법.( , 2001) 20藤井恵介
으로 받아들였으며 박성진 과거 일본에서는 건축문화재를 해체 ( , 2007) 
시켜 이동이 가능한 동산 문화재 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 ) ’動産
러한 경향은 일제강점기 한국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강현 관.( , 2004) 
동대지진 후 재건토지구획정리사업 차 세계대전 후 전재부흥구획정리사, 2
업 등에서 건축자재의 부족으로 인한 이축도 많이 이루어졌다.(飯田恭一 
외 근대 이후 년 사이 일본에서 시공된 히키야, 2009) , 1980~2008 ( ) 曳家
공사 통계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사의 주된 이유는 첫 번째가 도시계획사



- 29 -

업25) 두 번째가 토지의 활용 세 번째가 역사적 혹은 애착이 있는 건물이, , 
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외 대만에서 역시 세기말 이래 이.( , 2009) 19狄希 
축이 흔히 나타났으며 풍수 나 지반 침하 상속 재산 분할 등이 이유( ) , 風水
가 되기도 하였다 외 이밖에도 광맥의 발견과 폐.(Ming-Hsiu Su , 2006) 
광 잦은 홍수로 인한 대피 댐 건설 등이 원인이 되었으며 근대기 미국에, , 
서 이축의 가장 일반적인 이유 중 하나는 도로의 건설 혹은 확장이었
다.(John Obed Curtis, 1979) 

서울의 경우는 표 에서 보았듯이 채 건의 건축문화재 이축이  < 1> 18 , 20
행해졌는데 문화재청의 이축 허용 기준에 부합한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 
것은 정확한 원위치로 복원된 두 사례 경복궁 광화문 종친부 경근( (1994), 
당과 옥첩당 뿐으로 아주 소수에 불과하였다 대부분 도시개발이(2013)) , . 
나 전시 를 위한 이축으로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남은 대지를 다른 ( ) , 展示
용도로 활용하거나 건축문화재를 전시물로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들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활용을 위한 이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근대 이. 
전은 물론이고 문화유산 보존의 개념이 생겨난 근대 이후에도 건축문화재 
이축의 첫 번째 목적에는 보존보다는 활용이 많았다.

25)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이축 역시 큰 범주에서 대지 활용을 위한 이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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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문화재의 보존과 이축2.3. 

문화재적 가치와 진정성(1) 

가 문화재적 가치. 

문화재적 가치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된다 세기 이 . 20
전부터 서구에서는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 미적 가치 교육적 가치 예, , , 
술적 가치 기술적 가치 등이 인정되어 왔으며 세기 이후로는 사회적 , 20
가치 미래지향적 가치 등이 추가되었다 홍순연 외 일제강점기, .( 2, 2010) 
에 문화재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해방 이후 국내에서 문화재보호법 이 < >
제정되었을 때도 이러한 체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오늘날 문화재적 가치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국내외의 문화재보 
호법 중 건축문화재와 관련 있는 사항만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국내에서. 
는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 , , 
과학적 교육적 고고학적 미적 기술적 문화적 가치 등을 추가적으로 인, , , , , 
정하고 있다.

국가 정의

한국

!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의 유산으로서 · 역

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 · 가 큰 것

!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 , ( : ), (典籍 書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 , , , 跡 역사적 예술·

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考古資料

! 기념물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 ( ) , , , , , , 

사적지 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ㆍ학술적 가치가 큰 ( )史蹟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 )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 , , , 

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 , 

한 것

! 이 법에서 문화재교육 이란 문화재의 “ ”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 · ·  

습득을 통하여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

여하는 교육을 말하며 문화재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표 5 국가별 문화재보호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문화재적 가치 중  ‘ ’ 
건축문화재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 문화재청 과 오춘영 을 ( (2010b) (2020)

참고로 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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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화재적 가치와 유사한 개념으로 기념물의 가치 보존의 이유 등 , , 
에 대해 분류한 해외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년 미술사학자 알로이스 리글 은 기념물의 가치 1903 (Alois Riegl, 1903)
를 기억의 가치와 현재적 가치 로 나누었다 기억의 가치 에는 경년의 ‘ ’ ‘ ’ . ‘ ’ ‘
가치와 역사적 가치가 현재적 가치 에는 사용의 가치와 예술적 가치’ ‘ ’, ‘ ’ ‘ ’ ‘ ’
가 있다고 보았다.

년 건축가 웨인 애토 는 문화재 보존 1979 (Wayne Osborne Attoe, 1979)
의 기준 으로 가지 심미성(criteria for historic preservation) 6 , ‘

전형성 희소성 역사성(aesthetic)’, ‘ (typical)’, ‘ (scarcity)’, ‘ (historic 
인접 지역의 향상 최상의 것role)’, ‘ (enhancement of adjacent area)’, ‘

을 제시하였다(superlative)’ .

년 건축가 버나드 페일든 은 문화 1982 (Bernard Melchior Feilden, 1982)

일본

!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놓은 것과 고고자료 및 기타 학술상 가치가 높은 

역사자료

! 일본 국민 생활 추이의 이해를 위해 결여할 수 없는 것

!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의 유산으로서 · 역

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 · 가 큰 것

중국

!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 · 가 있는 고 석굴과 석각 벽화, 

! 중요한 역사적 사건 혁명운동 및 저명인사와 관련 되었거나 또는 , 중요한 기

념비적 의의 교육적 의의 또는 사료적 가치, 가 있는 근현대의 중요한 사적, 

실물 대표적인 건축, 

! 역사상 각 시대의 진귀한 예술품 공예미술품, 

! 역사상 각 시대 각 민족의 사회제도 사회생상 사회생활을 반영하는 대표 , · ·

적인 실물

대만

! 역사 문화 예술 과학 등의 가치, , , 를 지닌 것

! 고적 역사건축물 취락 인류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 , : ·

치를 지닌 건조물 및 부대시설

! 유적지 과거의 인류가 생활하면서 남긴 : 역사적 문화적 의의· 가 있는 유물, 

유적지 및 그 정착 공간

! 문화경관 신화 전설 사적 역사적 사건 사회적 군집생활 또는 의식행위가 : , , , , 

정착된 공간 및 서로 관련된 환경

영국
! 관리위원회가 경관상 역사상 고고학상 미적 건축상 기술상 과학상· · · · · · 현 

저히 중요하다고 판단한 토지 건조물 또는 구조물·

프랑스
! 공적 소유권 또는 사적 소유권에 속하는 역사적 예술적 고고학적 미적 과, , , , 

학적 또는 기술적인 이익을 갖는 재산 부동산 동산의 총체, , 

북한

! 민족유산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이 깃들어있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로서 중략 물질유산에는 원시유적 성 봉수대 건물 건물터( ) , , , , , 

무덤 탑 비석 질그릇 및 도자기가마터 쇠부리터 같은 력사유적 후략,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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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의 가치 를 크게 가지로 (the ‘value’ assigned to cultural property) 3
분류하였다 첫째 감성적 가치 로는 경이로운. ‘ (emotional values)’ ‘(a) 

가치 정체성 의 가치 연속성 의 (wonder) ; (b) (identity) ; (c) (continuity)
가치 정신적이고 상징적인 가치 가 있다 둘; (d) (spiritual and symbolic) ’ . 
째 문화적 가치 로는 기록적 가치‘ (cultural values)’ ‘(a) (documentary) ; 

역사적 가치 고고학적 경년과 희소성(b) (historic) ; (c) , (archaeological, 
의 가치 미학적이고 상징적인age and scarcity) ; (d) (aesthetic and 

가치 건축적 가치 경관적이고 환경적symbolic) ; (e) (architectural) ; (f) 
인 가치 과학적(townscape, landscape and ecological) ; (g) (scientific) 
가치 가 있다 셋째 사용의 가치 로는 기능적’ . ‘ (use value)’ ‘(a) (functional) 
가치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정치적; (b) (economic) ; (c) (social) ; (d)

가치 가 포함된다(political) ’ .

년 도시학자 스티븐 티스델 은 문화재  1996 (Steven Tiesdell et al, 1996)
보존의 주된 이유 를 가(principal justification for historic preservation) 7
지로 정의했다 미적 가치 건축적 다양성의 가치. ‘ (aesthetic value)’, ‘

환경적 다양성의 가치(value for architectural diversity)’, ‘ (value for 
기능적 다양성의 가치environmental diversity)’, ‘ (value for functional 

자원적 가치 문화적 기억의 지속과 유산diversity)’, ‘ (resource value)’, ‘
적 가치 경제(value for continuity of cultural memory/heritage value)’, ‘
적 가치 가 포함된다(economic and commercial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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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문화재적 가치 분류 

나 진정성 과 그 구성 요소. (authenticity)

국제적 차원의 문화유산 보존 원칙인 년 베니스 헌장 에서는 우 1964 < > ‘
리에게는 진정성을 온전하게 후세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
명시함으로써 물려주어야 할 대상 즉 보존되어야 할 대상 그 자체를 가리, 
키는 개념을 진정성 이라고 하였다 이후 진정성 의 개념은 계속해서 조‘ ’ . ‘ ’
금씩 변화되어 왔으며 진정성에 관한 나라 문서 와 < >(ICOMOS, 1994)
호이안 성명 을 거쳐 아시아의 문화유산에도 적용할 < >(UNESCO, 2009)

수 있는 진정성 의 개념이 확립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 진정성 은 ‘ ’ . ‘ ’ 1988
년 유네스코 가입과 년 최초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전후로 하여 도1993
입되었다 이는 년대의 서울아시안게임 서울올림픽 개최 등으로 국. 1980 , 
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1994
세계화가 화두로 부상하는 등의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 있다 문화재청.( , 
2016)

이와 같이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관점이 반영된 진정성 은 보존 상태를  ‘ ’
판단하는 개념으로 모든 문화유산은 진정성 있는 상태로 유지 보존되어, ‘ ’ , 
야 한다 진정성 이 있을 수 있는 측면으로는 장소와 위치 형태와 디자. ‘ ’ ‘ ’, ‘
인 재료와 물질 활용과 기능 전통 기법과 기술 정신적 요소와 느’, ‘ ’, ‘ ’, ‘ ’, ‘
낌 비물질적 특성 등이 제시되며’, ‘ ’ .26) 이들을 진정성 구성 요소 라고 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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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요소 는 년대 진정성에 관한 나라 문서. ‘ ’ 1960 < (The Nara 
등을 거치며 계속해서 확Document on Authenticity)>(ICOMOS, 1994) 

장되어 온 것으로 초기에는 물리적 요소를 통해서만 진정성을 발견하려, 
고 하였으나 현대로 오면서 비 물리적 측면에도 진정성이 있을 수 있음이 
인정되었다 또한 과거에는 각 요소 가 가장 초기의 모습 혹은 가장 완. ‘ ’ ‘ ’ ‘
벽한 상태일 때만 진정성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대에는 건립 당’
시의 모습보다는 여러 역사적 층위의 흔적이 쌓여있는 상태를 더 중시하
기 시작하였다 세계유산협약의 운영지침에 따르면 진정성이란 하나의 . ‘
유산에 도출 부여한 가치가 있을 때 그 가치를 해당 유산이 거짓 없이, , 
신뢰할 수 있도록 보여주느냐를 평가하는 요소 이며 건축유산 보존학자인 ’
유카 요킬레토는 기념물에 대한 모든 시대에 걸친 중대한 기여들이 모여 ‘
진정성을 구현한다 라고 보았다 조효상’ .( , 2013) 

그림 11 호이안 성명 을 바탕으로 한 문화유산에서의 진정성 요소 구성 체계 < >

그러나 이 논문에서 다루는 서울 지역의 이축 사례는 진정성 이라는 개 ‘ ’
념이 국내에 도입되기 이전에 행해진 것이 더 많으며 도입된 이후에도 이, 
축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진정성 개념을 적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드‘ ’ 
러났다 다만 진정성 은 국내에서의 원형 개념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원. ‘ ’ ‘ ’ . ‘
형 유지 는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의 기본 원칙으로 원형 이란 과거에는 ’ , , , ‘ ’

26) 진정성에 관한 나라 문서 와 호이안 성명 < >(ICOMOS, 1994) < >(UNESCO, 2009)
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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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이른 시기의 모습 해당 문화재가 완성된 순간의 모습으로 여겨졌‘ ’, ‘ ’
으나 오늘날에는 모든 시대적 층위를 간직한 상태로 확장되었다 국립문‘ ’ .(
화재연구소 즉 현대에서 문화유산의 진정성 있는 상태란 원형이 , 2016) ‘ ’ ‘
유지된 상태와 유사한 의미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말해 문화재적 ’ ‘
가치를 잃지 않는 선에서 역사적 층위가 존중 보존되어 온 상태라고 할 , ’
수 있다.

다 이축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진정성 구성 요소. 

진정성 이 시대 지역 관점에 따라 달리 정의되어온 것처럼 진정성 을  ‘ ’ , , ‘ ’
구성하는 요소 역시 마찬가지이다 년 이코모스의 진정성에 관한 ‘ ’ . 1994 <
나라 문서 에서는 가지 요소 즉 형태와 디자인 재> 6 ' (form and design)', '
료와 물질 사용과 기능(materials and substance)', ' (use and function)', '
전통과 기술 장소와 위치(tradition and techniques)', ' (location and 

정신적 요소와 느낌 으로 정의하였다setting)', ' (sprit and feeling)' . 2009
년 유네스코의 호이안 성명 에서는 가지 즉 장소와 위치< > 4 ‘ (location 

형태와 디자인 사용과 기능and setting)’, ‘ (form and design)’, ‘ (use and 
비물질적 특성 으로 정의하였다 이 두 function)’, ‘ (immaterial qualities)’ . 

가지 정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축 즉 건축문화재의 위치 이동 시 가장 ,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요소는 장소와 위치 라고 할 ‘ (location and setting)’
수 있다 그러나 장소와 위치 라는 요소는 진정성의 인정 범위가 어느 정. ‘ ’
도 확장된 이후에 등장한 개념으로 년대 미국에서는 장소와 위치, 1950 ‘ ’
보다 지엽적이고 좁은 개념인 원위치 가 적용되었다 즉 ‘ (original site)’ . 
원위치 가 보존된 것만이 진정성이 있다고 여겨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 ’ . 
진정성의 인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등의 포괄적인 개‘setting’, ‘place’ 
념으로 대체되어 왔고 년 진정성에 관한 나라 문서 를 시작으로 1994 < >
장소와 위치 로 명명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원위‘ (location and setting)’ . ‘
치 는 장소와 위치 적 측면의 진정성 조건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 ‘ ’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축을 통해 원위치 를 잃었다고 하더라도 장소. ‘ ’ ‘
와 위치 적 측면에서의 진정성은 유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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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유산 가치의 범위 확장과 그 중 이축 관련 요소 

이축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진정성 구성 요소< >

! 미국 NRHP(1953): original site or structure

! 베니스 헌장(ICOMOS, 1964): setting

!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UNESCO, 1977): setting

! 버라 헌장(ICOMOS, 1979): place

! 애플턴 헌장(ICOMOS, 1983): setting

! 진정성에 관한 나라 문서(ICOMOS, 1994): location and setting 

!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UNESCO, 1994): setting

! Herb Stovel(1994): context, setting, spirit

! 미국 NRHP(1995): location, setting 

! 버라헌장(ICOMOS, 1999): setting

!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UNESCO, 2005): location and setting 

! 시안 선언문(ICOMOS, 2005): sites and areas and on their settings

! 호이안 성명(UNESCO, 2009): location and setting (place, setting, 
"sense of place", environmental niches, landforms and vistas, 
environs, living elements, degree of dependence on locale)

 호이안 성명 은 장소와 위치 의 하위 요소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는데 < > ‘ ’
장소 셋팅 장소성 환경적 적소‘ (place)’, ‘ (setting)’, ‘ (sense of place)’, ‘

지형과 경관 주변 환경(environmental niches)’, ‘ (landforms and vistas)’, ‘
생태적 요소 지역 의존도(environs)’, ‘ (living elements)’, ‘ (degree of 

dependence on locale)’27)라는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각각에 대한 8 . 
구체적 개념은 정의되지 않아 해석에 따라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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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완전성. (integrity)

완전성 ‘ ’28)은 년 이후 유럽의 보존주의자들로부터 나온 개념으로1945
년 유네스코 운영 지침에서는 자연유산 및 문(Lucia Allais, 2013) 2012 ‘

화유산에서 그 속성의 전체성과 온전성을 가늠하는 척도 라고 설명하였’
다 완전성은 그 대상을 유기체로 바라본다는 것이 특징이며 두 가지 차원. 
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유산의 구성이 완전한지를 보는 전체성 차원‘

과 구성요소가 모두 제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지를 보는 온(wholeness)’ ‘
전성 차원 이 있다 조효상(intactness)’ .( , 2013)

역사적 건축물 보존을 위한 이축 허용 기준(2) 

국내외의 문화재보호법 보존 원칙 등을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이축을  , 
보존 행위로서 허가하고 있는지에 관해 조사하였다.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대만 등 다른 국가의 문화재 보호 제도를 살펴 , , , , 
보았을 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역사적 건축물의 이축 시 해당 기관의 허
가를 전제로 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허가 조건에 
대해서는 거의 명시하고 있지 않는 편이었다 건축문화재 이축의 조건에 . 
대해서 조금이라도 언급하고 있는 경우로는 일본과 미국의 예가 있다 최. 
근의 법에 의하면 일본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 전통적 건조물 보존지
구 내 건조물의 이축 시 건조물군의 특성을 유지해야 하며 역사적 풍치를 ‘
현저하게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는 조건을 들고 있었다 미국의 문화재보’ . 
호법에서는 이축된 건조물일지라도 건축학적 가치 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

27) 이수정 은 이 여덟 가지 요소를 각각 장소 셋팅 장소가 주는 느낌 환경 (2012) ‘ ’, ‘ ’, ‘ ’, ‘
적 감실 지형과 경치 주변 환경 생물적 요소 주변 지역에 대한 의존도 로 번역’, ‘ ’, ‘ ’, ‘ ’, ‘ ’
하였다.

28) 과거 미국에서는 미국 국립사적지  (NRHP,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의 유산 등재 심의 기준에서 유산이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라‘ ’ ‘integrity’
고 정의하였다 이후 년 미국의 심의기준을 참고하여 작성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1977
협약에서는 라는 단어를 라는 단어로 대체하여 사용하기 시작‘integrity’ ‘authenticity’
하였고 이것이 한국에서 진정성 으로 번역되었다 조효상 이와 같이 미국에서‘ ’ .( , 2013) 
는 년대 이래로 와 를 같은 의미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1950 ‘integrity’ ‘authenticity’ .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국가와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기관에서는 오늘날 와 ‘integrity’

를 완전성 과 진정성 으로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authenticity’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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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거나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과 중요하게 연결된 현존 구조물일 경우 문’ 
화재로서 인정하고 있었다 문화재청 또한 국립사적지에 등록된 .( , 2010) 
역사 유적을 이축할 경우 해당 기관과의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축의 이, 
유 이축이 유적의 완전성 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밝히고 국가검, (integrity)
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고 정
하고 있다.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국제 원칙에서 허용하는 건축문화재 이축은  1964
년 베니스 헌장 을 시작으로 건물의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조< >
건 하에 계속해서 허용해오고 있다 그러나 시대별로 추가되거나 삭제된 . 
조건도 있었다 년 베니스 헌장 에는 국가 또는 국제적 이익을 위. 1964 < >
한 이축이 허용되었지만 년 버라 헌장 년 애플턴 헌장1979 < >, 1983 < >. 

년 뉴질랜드 헌장 에는 이러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으며 오직 건물1992 < >
의 생존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 이축일 때만 그것을 허용하였다 이후 . 

년 버라 헌장 개정 에서는 이동식 구조물일 경우 기존에 이축된 1999 < ( )> , 
기록이 있는 경우 대상 요소가 현재의 위치와 큰 관련이 없는 경우에 이, 
축을 허용하고 있다 원문은 부록 참조 이러한 국제 원칙에서의 국가 .( 1 ) ‘
또는 국제적 중요 이익을 위한 경우 기념비의 보호를 위한 유일한 수단’, ‘
일 경우 현재 위치와 큰 관련이 없는 경우 등은 그 기준이 불명확하여 ’, ‘ ’ 
여전히 판단이 어렵다 이는 국내법이나 해외의 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점은 건축문화재가 이축되었다고 해서 그 가치가 
무조건 훼손되었다거나 진정성을 잃었다고 여기지는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해외 선행연구에서는 원위치에 그대로 보존되어오던 건축물임
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환경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축문화재의 진
정성이 항상 원위치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였다.(Jenny 

건축문화재의 진정성은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비 물리Gregory, 2008) 
적 환경 역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건축문화재의 개별 특징과 문화적 
맥락 속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 39 -

그림 13 이코모스 국제 보존 원칙 중 역사적 건축물의 이축에 대한  (ICOMOS) 

허용 사항

국내에서 이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제도로는 년 문 2007
화재청에서 제정한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
일반원칙 이 있다 이 원칙 제 조 이건 의 제한 에서는 유적의 > . ‘ 13 ( ( ) )’ ‘移建
전체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이건은 유적의 안전과 보호 또는 원래의 위치
로의 이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되어야 한다 고 정하고 있.’
다 또한 이 원칙에 따르면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 이라는 구체적 대상을 . ‘ ’
보존하기 위해 행해질 수 있는 행위를 포괄적 개념으로서 보존 이라 하며 ‘ ’
이에 속하는 행위로 수리 보강 수복 복원 이건 을 들고 있는데 이 ‘ ’, ‘ ’, ‘ ’, ‘ ’, ‘ ’ , 
다섯 가지는 개입의 수위에 따른 순서로 나열한 것이라고 한다 문화재청.( , 

건축문화재 보존을 위한 행위는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조건 아래2011c) , 
이축 이건 은 수리 보강 수복 복원만으로는 보존이 불가능한 경우에 허( ) , , , 
락되는 최후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건축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최. 
후의 방법으로 이축이 선택되어야 한다는 점은 국내외적으로 갖는 공통점
이라고 볼 수 있다.(John Obed Curtis, 1979)(Goblet Nancy,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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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수리( )修理 문화재의 중요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훼손된 부분을 원상대로 고치는 행위

보강( )補强 문화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의 상태를 견고히 하는 행위

수복( )修復
문화재의 원형을 부분적으로 잃거나 훼손된 경우 고증을 통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행위

복원( )復原
문화재의 중요한 가치 또는 원형이 소실된 경우 고증을 통해 문화재를 원래 모, 

습이나 특정시기의 모습으로 전체 또는 그 일부를 되찾는 행위

이건( )移建 문화재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며 다른 장소에 옮기는 행위

표 6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 ․
일반원칙 문화재청 에서의 용어 정의>( , 2009)

문화재보호법 에서는 이축에 대해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 >
현상변경 이라는 용어 안에 내포시켜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 ’
있다.29) 년 이래 신설된 제 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2011 ‘ 13 ( )’
에서는 지정문화재의 주변 환경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어 건축문화재
의 입지 장소 보존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하고 있다 이축을 위해 현상변경. 
을 진행하려 할 때에는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에 차이가 있다 년 . 2021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 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 조에 따< > 35
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신청서에는 현상변경 계획서. , 
위치도와 배치도 등의 도면 현장 사진 행위계획서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 ,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는 지붕부를 포. 
함 외관의 이상의 변경이나 이전 또는 철거에 있어서 일 전까지 1/4 , 30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 , ·
록 되어있어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외적 경우로 국가 보조금 지원 . 
등의 혜택을 받은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경우 등 문화재보, (<
호법 제 조 참조 에는 등록문화재일지라도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 56 )
다 그러나 예외적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이축되었던 사유 문화. ( ) 私有
재인 서울 구 신촌역사 와 서울 구 경성방직 사무동 의 사례(2004) (2009)
를 보았을 때 현상변경 허가는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현상변경 신고가 접
수되면 문화재위원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이 검토 결과가 이축 여부와 세
부사항 결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 

장에서 상세히 살펴보았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지방지정문화재의 경우3.7 . 

29) 년 문화재보호법 이 처음 제정될 당시 제 조 문화재위원회의 설치 에서는   1962 < > ‘ 3 ( )’
현상변경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나 후에 개정을 거듭하면서 년부터 년 ‘ ’ 2010 2011
사이에는 이전 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제 조 허가사‘ ( )’ . ‘ 20 (移轉
항 에서는 현상변경 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여오고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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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게 된다 이와 같은 제도들은 처음 제정된 이래 계속해서 개정되어왔지만 . 
지정문화재의 이축 허가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해당 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만은 변함없이 지속되어 왔다.

지정문화재 현상변경의 허가 기준으로는 문화재보호법 과 서울특별 < > <
시 문화재 보호 조례 에서 공통적으로 첫째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 ‘
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둘째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 ‘
것 셋째 문화재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서울시 조례의 경우 제 조에 따른 ’, ‘ ( 3
연도별 시행계획 추가 에 들어맞을 것 을 들고 있다 더욱 구체적 사항을 ) ’ . 
제시하기 위해 문화재청에서 고시한 현상변경 허용 기준30)과 관련 연
구31)가 있지만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건축행위 허가 기준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이 태반으로 이축 행위의 허용 기준에 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 
다 현상변경 승인 절차는 문화재청 예규 제 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222 <
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진행되며 허가신청서 작성 시도> , 
문화재담당과 경유 문화재청 접수 관계전문가 검토 허가 여부 통지 순, , , 
으로 이루어진다 이상 언급한 이축 관련 제도의 원문은 부록 건축문화. 2(
재 이축 시 적용되는 국내제도 로 첨부하였다) .

한편 문화재청 에서 발표한 보존 용어의 정의를 참고로 하여 이 , (2011c)
들 각각이 언제 필요한 행위인가를 따져봤을 때 이 다섯 가지 보존 행위 
중 이축만이 가지는 특징이 있다 건축문화재 자체의 물리적 훼손에 대응. 
하는 행위이냐 아니면 외부 환경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행위이냐 하, 
는 것이다. 

이축 이건 은 건축문화재를 보존에 적합한 환경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로 ( )
서 기존의 입지 환경이 보존에 부적절하게 변질되었을 때 행해지는 것이
다 기존의 입지 환경 변화란 물리적 환경일 수도 있고 기후변화나 장소성 . 

30)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 >, <
용기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및 명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등< > 

31) 김재영 문화재 보호와 재산권보장의 갈등과 조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 (2007). . 
석사학위 논문 백종철 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 작성에 대한 .; 2. (2008).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전통조경학회지 한국전통조경학회 조홍석 외 . , 26(4). .; 6. 

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기준 마련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한(2015). . , 33(4). 
국전통조경학회 고경남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 . (2012). 
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동찬 외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신. .; 1. (2012). 
청안 분석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한국전통조경학회 조. , 30(1). .; 
홍석 외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환 허1. (2017). 
가심의 실태조사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한국전통조경학회 등. , 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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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같은 비 물리적 환경일 수도 있으며 인위적 원인일 수도 있고 비 인
위적 원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인위적 요소가 원인이라면 미리 예방함으. 
로써 최후의 보존 수단인 이축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조절 할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이론상 이축은 건축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최후의 개입 행위. ‘
여야 한다 는 전제 아래라면 입지 환경의 비 인위적 변화에 의해 건축문’ , 
화재의 보존이 위협받을 때만이 허용되어야 한다.

해외 사례의 검토(3) 

표 의 건축문화재의 이축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의 대상  < 3>
사례와 그것의 진정성 보존을 위한 사항들에 관한 내용을 표 과 같이 < 7>
정리하였다 해외의 여러 연구에서는 진정성 에 더불어 완. ‘ (authenticity)’ ‘
전성 을 보존의 기준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완전성 역시 진(integrity)’ . 
정성과 마찬가지로 고정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유연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 완전성은 역사적 도시 또는 문화적 경관의 문화재적 가치를 판단하. 
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유기적인 전체 요소들의 상호 관련성 등 , ‘ ’, ‘ ’ 
종합적인 맥락이 강조된다.(Jukka Jokiletho, 1999)

이축이 보존을 위한 최후의 방법이라는 점 이축할 부지의 신중한 선택 , 
과 철저한 조사 학문적 연구 선행 과정의 기록 이축 후의 유지 보수 등, , , 
은 모든 선행연구에서 등장하는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표 에서는 생< 7>
략하였다 이 표의 문화재적 가치 보존 내용 에 관한 더욱 상세한 사항은 . ‘ ’
이어지는 장에서 각각의 사례와 함께 설명하였다.

선행연구 이축 사례 문화재적 가치 보존을 위한 내용

Lennart Berg(1974)
이집트 

아부심벨
! 완전성 보존을 위한 사항(integrity) 

John Obed 

Curtis(1979)

미국 그로버 

웨건 공장 등

! 미국 국립사적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에 등재된 건축물은 이축 시 연방규정집 Places)

제 부 제 장 호 제 부 규정에 따라야 함60 1 36 , 60

! 완전성 보존을 위한 사항(integrity) 

표 7 선행연구에서 이축 시 문화재적 가치 보존을 위해 제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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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traditional Korean wooden buildings are maintained through frequent 
dismantlement, renovation, and replacement of components. Buildings that have 
undergone such changes have been recognized as the same buildings as before. 
To connect an existing component to a new component while renovating a 
wooden structure, the new components must utilize the same structure frame in 
manufacturing and assembly employed in the previous components. The same 
shape utilized by the previous components should be employed to reproduce that 
section.(An, D. W., 2018)

33) Because traditional Korean wooden buildings are framed structures divided into 
structural and decorative sections, the decorative section is altered considerably 
as required while maintaining the structure as far as possible. The superior 
authenticity of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is placed on the degree of 
conservation in the structural section of the wooden structure than the decorative 
section. ... Moreover, work is conducted on traditional Korean wooden buildings 
through ‘relocation’ to exceed insufficient durability, and is extended to the 
portions that expand and secure the opposing concepts of “sustainability” and 
“variability” in buildings.(An, D. W., 2018)

Jane Lennon and 

Associates(2000)
호주 퀸즈랜드

! 호주유산위원회법(Austrailia Heritage Commission 

와 퀸즈랜드 유산법Act) (Queensland Heritage 

에서 정의하는 장소 적 특징 유지Act) ‘ (place)’
! 버라 헌장 참고

Nancy Goblet(2006)
미국 

야외박물관

! 국립유적지 보호재단(National Trust for Historic 

의 권고 사항 참고Preservation)

Xana Colleen 

Peltola(2008)

미국 

하테라스곶 

등대, 

안손버로우

! 구조물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체하지 않는 

이축이 유리

! 이축 여부의 결정은 신중해야 하지만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됨

외 Ming-Hsiu Su 

1(2006)

대만 

왕쿤사원, 

가오슝역 등

! 이축지 결정 시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집단 기억 존중

! 신축을 위한 이축 시 임시적 재활성화(Temporary 

기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될 수 Revitalization)

있음

Jenny Gregory(2008)

영국 

CTRL(Channel 

Tunnel Rail 

건설로 Link) 

인한 이축 

사례

! 진정성 을 위한 가지 사항(authenticity) 5

! 보존을 위한 정당한 이축의 조건 가지3

! 헌장 참고ICOMOS 

Lucia Allais(2013)
이집트 

아부심벨

! 예술품의 물질적 완전성 지질학적 (integrity) 

개념의 완전성을 위한 사항

An, D. W.(2018) 청주 망설루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32)과 

가변성(variability)33) 안에서의  

진정성 과 완전성(authenticity) (integ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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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집트 아부심벨. 

이집트 아부심벨의 이축은 건축문화재의 완전성 에 대한 국제 (integrity)
적 개념 정립에 더불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네스코에서는 세계 문화유산 보호를 . 
위한 부서를 신설하였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년 착공된 이집트의 아스완댐은 누비아 지방의 아부심벨 사원을 비 1960
롯한 수 백 개의 문화유산을 수몰 위기에 빠트렸다 이집트 정부는 . 1959
년 유네스코에 도움을 요청했고 곧 국제회의와 캠페인(Monuments of 

이 개Nubia-International Campaign to Save the Monuments of Nubia)
최되었다 당시 아부심벨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제안되. 
었다 이탈리아의 전문가 피에로 졸라 는 아부심벨을 산에. (Piero Gazzola)
서 해방 시켜 사원 전체를 들어 올림으로써 성전을 보존하도록 (liberating)
제안하였다 이는 과거 이탈리아의 보존학자 체사레 브란디. (Cesare 

가 주장했던 예술작품의 물질적 완전성을 보존한다는 개념을 살린 Brandi)
것이었다 영국의 엔지니어 테드 하폴드 는 사원을 물속에 . (Ted Happold)
남겨둔 채 수질을 정화하여 보호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방문객들이 수. 
중 영역을 산책하면서 또는 댐 꼭대기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엘리베이터, 
를 타고 내려가면서 유리 속의 아부심벨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
다 프랑스의 군사 엔지니어 알버트 캬쿼 는 나일강의 상. (Albert Caquot)
승과 동시에 사원을 새로운 부지에 떠다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최. 
종 아이디어의 선정은 유네스코의 세밀한 평가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과. 
정은 당시 이슈가 되던 국제적 보존 기준인 완전성 에 대한 개(integrity)
념을 제시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부분의 아이디어들은 구조적 개념. 
으로서의 완전성을 중요시 여기는 방법이었다 아이디어 평가에 있어서 . 
엔지니어는 구조적 완전성 을 건축가는 장소적 완전성 을 보‘ (integrity)’ , ‘ ’ , 
존전문가는 기념비의 물질적 완전성 을 각각 추구하였으며 이 세 집단이 ‘ ’
협업하여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는 스웨덴의 .(Lucia Allais, 2013) 

에 의해 개발된 절단 후 이축하는 방법이 선VBB(Vattenbyggnadsbyran) , 
정되었다 아부심벨은 개의 블록으로 절단되어 수평으로 수. 7,047 208m, 
직으로 이동 후 재조립되었다 이 과정 중 기념물의 완전성을 유지하65m . 
기 위해서 절단된 블록의 리프팅 규칙 셋팅 규칙 현대적 재료 사용 규‘ ’, ‘ ’, ‘
칙 엔지니어의 고려사항 을 설정하여 지켜지도록 하였다 현대적 재료의 ’, ‘ ’ . 
사용 시에는 사원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사전에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부록 참조.( 3 )(Lennart Berg,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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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아부심벨 이집트 출처 . . 1964. ( : UNESCO)

나 야외박물관의 건축문화재. 

야외박물관 은 세기 말 북유럽 (outdoor museum, open-air museum) 19
에서 기원하여 각국의 민족주의와 맞물려 세기 후반의 국제적인 현상20
으로 발전하였다 야외박물관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래의 마. 
을이 보존되는 과정에서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야외박물관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대지에 역사적 건물을 이축하여 전시하거나 복, 
원하여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 김지홍 전봉희 이 연구에서는 건.( , , 2010) 
축물의 이축을 통해 조성한 야외박물관에 대해서만 다룬다 야외박물관의 . 
시초라고 알려져 있는 년 스웨덴의 스칸센 역시 이축을 통1891 (Skansen) 
해 조성된 사례이다 미국에서는 년 미시건의 그린필드 빌리지. 1929

를 시작으로 년 펜실베니아의 호프웰 푸르나스(Greenfield Village) 1938
년 뉴욕의 농부박물관(Hopewell Furnace), 1944 (Farmers’ Museum), 

년 메사추세츠의 올드 스터브리지 빌리지1946 (Old Sturbridge Village) 
등 수많은 야외박물관이 이축을 통해 잇따라 건설되었다.

비영리단체인 미국 국립유적지 보호재단 (NTHP, National Trust for 
에서는 역사적 건축물을 이축하는 것이 훼손으로Historic Preservation)

부터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일 수 있음을 인정하며 몇 가지 사항을 권고하
고 있다 부록 참조 이축으로 형성된 야외박물관의 경우 국립역사보.( 4 ) , 
존법 에 따르면 국립사적지(NHPA,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에 등록되기 어렵다 그러(NRHP,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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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시건의 그린필드 빌리지 는 역사적 인물인 헨리 (Greenfield Village)
포드 가 조성한 곳이라는 점이 가치를 지녀 국립사적지에 등(Henri Ford)
록될 수 있었다 뉴욕의 농부박물관 의 경우는 국. (The Farmers’ Museum)
립사적지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지만 개별 건물이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
았다 국립사적지에 등재된 건축물은 이축 시 연방.(Nancy Goblet, 2006) 
규정집 제 부 제 장 호 제 부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르60 1 36 , 60 . 
면 이축의 이유 이축이 끼칠 영향 현장에 대한 정보 등을 해당 기관에 , ,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립사적지 목록에서 삭제될 수도 있다 또. 
한 이축지를 선정할 때 호환성 원래 위치와의 근접성 및 유사성 이웃의 , , 
관심사 및 이축 용이성을 고려할 것 이축의 과정을 모두 기록으로 남길 , 
것 등이 제시되어 있다 부록 참조.( 4 )(John Obed Curtis, 1979) 

한편 해외에서는 세기 이래로 광산의 발견과 감소 잦은 홍수로 인한  19 , 
대피 등 마을의 흥망성쇠에 따라 이주민들이 단체적으로 주거지를 이축한 
경우가 많이 있다 호주의 퀸즈랜드 주는 대륙의 초기 정착. (Queensland) 
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건축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축이 자주 이
루어졌다 이축은 세기 퀸즈랜드 주 레드클리프 에 처음으로 . 19 (Redcliff)
수감된 이들의 주요 특징으로서 이주의 역사이기도 하였다 또한 퀸즈랜. 
드 주 메리 캐스린 과 그린베일 지방에는 (Mary Kathleen) (Greenvale) 20
세기 중반에 광산이 발견되자 해당 광산의 수명 동안만 사용되도록 해체
와 이축을 미리 계획하여 마을을 설계하였다 퀸즈랜드 주의 클레르몽. 

지방에는 대홍수가 자주 반복되다가 년 대량 이축이 일(Clermont) 1916
어났다 이 건축물들은 대부분 목조나 벽돌 조적조였다 이러한 배경과 함. . 
께 지역 역사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세기 초 호주에는 이축을 통한 야20
외박물관이 다수 건설되기 시작했다 년까지 퀸즈랜드 주에 개. 1993 24 34), 

34) Beenleigh, Bellevue homestead, Biloela, Boonah, Broweena, Bundaberg, Byfield, 
Caboolture Historical Village, Caboonbah, Calliope, Chinchilla Historical Museum, 
Cloncurry and Mary Kathleen Memorial Park Carbethon Folk Museum and Pioneer 
Village, Crows Nest, South Brisbane, Gatton Historical Museum, Gayndah 
Historical Museum, Gympie Historical Society Gold Mining Museum, Harrisville 
Historical Museum, Hervey Bay Pioneer Village and Museum, Jondaryan Woolshed 
Historical Museum, Kenilworth Folk Museum, Kilkivan Folk Museum, Kingaroy, 
Kurwongbah, Laidley Historical Museum, Miles and District Historical Village, 
Mount Perry and District Historical Museum, Munduberra and District Historical 
Museum, Pittsworth and District Historical Museum, Rockhampton Historical 
Village, Springsure Historical Museum, Stanthorpe and District Historical Museum, 
Tara and District Museum, Taroom and District Historical Museum, Texas 
Historical Society Museum.(Jane Lennon and Associates, 2000)



- 47 -

빅토리아 주에 개가 넘는 야외박물관이 생겨났다 이들을 관(Victoria) 20 . 
리하기 위한 기관으로 국가개발위원회(State Development Committee)
와 호주박물관위원회 가 설립되었다(Australian Museums Commission) . 
이들 위원회에서는 몇 가지 사항과 함께 박물관의 진정성 이 (authenticity)
부합할 경우에만 정부 지원을 권고했다 권고 사항으로는 전문가가 고문. 
으로 참여할 것 박물관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서 유지비를 충당할 수 , 
있을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부록 참조.( 4 )

또한 년 호주 국가유산위원회법 1975 (Australian Heritage Council Act)
에서는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장소 에 대한 가치도 인정해오고 있다 장‘ ’ . ‘
소란 현장 구역 또는 지역 건물 또는 기타 구조물 건물 또는 기타 구’ ‘ , ’, ‘ ’, 
조물 그룹이라고 정의하며 국가유산에 포함된 장소 의 조건에 대해 가‘ ‘ ’ 8
지로 설명하였는데 호주의 자연사와 문화사적으로 의미 있는 것 지역사, 
회 또는 문화 집단적으로 의미 있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부록 참조.( 4 ) 
국가유산등록부 에 기재된 건물은 장소(Register of the National Estate) ‘
성 을 지키기 위해 원위치에 유지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유산위원회는 ’ . 
문화재 사업 및 보존사업비 지급 기준에 관한 개항의 조건을 내세웠으30
며 등록된 건물의 이축에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편이었다 이축된 건물, . 
들에 대해서는 내 외부 부속물과 입지적 특성을 살리도록 강조하였고 유, 
지보수와 학문적 연구를 권하였다 또한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건물. 
을 일반적인 박물관의 컬렉션처럼 처분하는 것 이 좋을 수(de-accession)
도 있다고 권고하였다.(Jane Lennon and Associates, 2000)

다 등대의 이축. 

등대는 이주 의 역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념물로서 미국은  ( )移住
년 제정한 전미 역사적 등대 보호법2000 < (NHLPA, National Historic 

으로 역사적 등대에 대해 특별히 보호하Lighthouse Preservation Act)>
고 있다 부록 참조 등대는 해수면 상승 지반 침식 등으로 인해 훼손.( 4 ) , 
되기 쉬운 건축문화재이며 이로 인한 이축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져 왔다. 
구조물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체하지 않는 이축 방법이 주로 이루
어졌다.(Xana Colleen Peltola, 2008)

미국 하테라스 곶 등대의 경우 이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관 (hatteras) , 
료적 과정 반대 여론 등에 의해 늦어져 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다 이축 , 10 . 
여부와 이축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신중할 수는 있었지만 년 동안 등10
대는 계속해서 부식되어야만 했다 이는 이축 경험 제도의 부족으로 인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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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이축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Xana Colleen Peltola, 
2008)

그림 15 년 건설 년 이축된  1875 , 1993

아일랜드의 등대 출처( : 

https://www.blockislandtimes.com)

 
그림 16 년 건설 년 이축된  1870 , 1999

미국 하테라스 곶의 등대 출처( : 

National Park Service)

그림 17 년 건설 년 이축된  1854 , 2015

미국 메사추세츠의 등대 출처( : 

https://edition.cnn.com)

 
그림 18 년 건설 년 이축된  1899 , 2019

덴마크 크누데 등대 출처 연합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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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건축물 보존을 위한 이축 고려 사항 과 2.4. < >
역사적 건축물의 이축 유형에 따른 추가 고려 사항< >

이상 국내외의 기준과 해외의 선행연구에서 다뤄진 사례들을 대상으로  
문화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이축 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이축이 보존을 위한 최후의 방법이어야 한다는 점 이축할 부지의 신중한 , 
선택과 철저한 조사 학문적 연구 과정을 기록 이축 후의 유지 보수 등은 , , , 
모든 연구에서 제시하는 공통적인 의무 사항이었다 댐 건설로 인한 대표. 
적 이축 사례인 이집트 아부심벨의 경우 유네스코가 주도함으로써 문화유
산 보호를 위한 최초의 국제적 협력과 유산의 완전성 에 대한 (integrity)
당시의 개념을 보여주었다 호주의 야외박물관 조성 사례에서는 국가유산. 
위원회 법에서 정의하는 장소 국가유산에 포함된 장소 의 조건 등을 참‘ ’, ‘ ’
고하였다 미국의 야외박물관이나 등대 사례에서는 국립사적지. (National 

에서의 역사적 건축물 이축 권고 사항 미국 Register of Historic Places) , 
연방규정집 규정 등을 통해서 건축문화재 이축의 조건에 대하여 살펴보았
다 이처럼 호주와 미국 등의 해외에서는 건축문화재의 훼손을 막기 위해 . 
이축이라는 방법을 허용하되 지켜야 할 조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었다.

역사적 건축물을 이축하는 데 있어서 진정성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사 
항으로 살펴본 국제 원칙 해외 연구와 이축 원칙을 바탕으로 보편적인 사, 
항을 추출하여 역사적 건축물 보존을 위한 이축 고려 사항 을 그림 < > <

와 같이 정리하였다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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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역사적 건축물 보존을 위한 이축 고려 사항 < >

첫 번째는 역사적 건축물의 이축은 그것이 훼손의 위협에 놓여있는 상 ‘
황에서 보존과 보호를 위한 다른 방법이 모두 불가능할 때 최후의 방법으, 
로만 수행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이 사항은 장과 장의 국.’ . 2.3.(2) 2.3.(3)
제 원칙 가지 모든 해외 사례 연구에서 빠짐없이 언급하고 있는 사항으5 , 
로서 이축의 계획 단계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
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축 결정 이전에 건축물에 대한 . (a) 
학문적 연구 및 현장 연구를 먼저 시행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훼손(b) 
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모든 방법을 먼저 고려해야 한
다.(Venice Charter, 1964)(Burra Chater, 1979; 1999)(Appleton 
Charter, 1983)(New Zealand Charter, 1992)(John Obed Curtis, 
1979)(Jane Lennon and Associates, 2000)(Nancy Goblet, 2006)(Xana 

외 Colleen Peltola, 2008)(Ming-Hsiu Su 1, 2006)(Jenny Gregory, 
외 2008)(Lucia Allais, 2013)(Ceyda Yurttas 1, 2019)(Wojciech 

Drozd, 2019)

둘째는 역사적 건축물의 이축 시 보존되어야 할 주요 요소를 선정한다 ‘ .’
는 것이다 요소의 종류로는 건축물의 재료 구조 색채 양식 구법. ‘(a) , , , , , 
규모 등으로 정의되는 물리적 요소 건축물의 문화재적 가치 역사적 ; (b) , 
의미 문화적 의미 등 비 물리적 요소 건축물과 인간 혹은 주위 환경, ; (c) , 



- 51 -

이 맺어 온 관계로서 장소적 의미 요소 등이 강조되며 가능한 모든 ’ (d) 
요소가 보호되어야 하지만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우선순위를 정해두
어야 한다.(John Obed Curtis, 1979)(Jane Lennon and Associates, 
2000)(Nancy Goble, 2006)(Xana Colleen Peltola, 2008)(Jenny 

외 Gregory, 2008)(Lucia Allais, 2013)(Ceyda Yurttas 1, 2019)

셋째는 이축할 부지는 조사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한다 는 것이다 ‘ .’ . (a) 
호환성 원래 위치와의 근접성 및 유사성 지속성 이웃의 관심사 및 이동 , , , 
용이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축지 결정에 주민 참여를 통해 집단 기억(b) 
을 존중할 수 있다.(John Obed Curtis, 1979)(Jane Lennon and 
Associates, 2000)(Nancy Goblet, 2006)(Xana Colleen Peltola, 

외 2008)(Ming-Hsiu Su 1, 2006)(Jenny Gregory, 2008)(Lucia Allais, 
외 2013)(Ceyda Yurttas 1, 2019)

넷째는 위에서 연구된 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따 ‘
른다 는 것이다 이축 시 지켜야 할 규칙과 유의사항을 미리 설정한.’ . (a) 
다 이 내용은 각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축 후의 유지 관. . (b) 
리 계획을 포함한다 이축 준비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역사적 건축물. (c) 
은 위협적인 환경 속에서 훼손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빠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John Obed Curtis, 1979)(Jane Lennon and 
Associates, 2000)(Nancy Goblet, 2006)(Xana Colleen Peltola, 

외 2008)(Ming-Hsiu Su 1, 2006)(Jenny Gregory, 2008)(Lucia Allais, 
외 2013)(Ceyda Yurttas 1, 2019)

다섯째는 이축 후에는 건축물의 이용자에게 원위치와 이축 사실에 대해  ‘
안내한다 는 것이다.’ .(John Obed Curtis, 1979)(Jane Lennon and 
Associates, 2000)

여섯째는 이축 후의 유지 관리 계획을 실천하고 모니터링 한다 는 것이 ‘ .’
다.(John Obed Curtis, 1979)(Jane Lennon and Associates, 

외 2000)(Nancy Goblet, 2006)(Jenny Gregory, 2008)(Ceyda Yurttas 
1, 2019)

일곱째는 이축 후에는 기존 부지의 유적 발굴 조사가 요구될 수 있다 는  ‘ .’
것이다.(John Obed Curtis, 1979)(Jane Lennon and Associates, 
2000)(Nancy Goblet, 2006)(Jenny Gregory, 2008)

마지막으로 여덟째는 이축의 계획 수립과 수행 과정 그 결과를 포함한  ‘ , 
모든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다 는 것이다 커티스.’ . (John O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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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사적 배경과 연구 현장과 물리적 고고학 연구 건축Curtis)(1979) , , 
적 연구 해체 및 유지관리 기록 이력 및 연구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의 연, 
구를 제시하였으며 특히 해체 이축의 경우 기록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
였다.(John Obed Curtis, 1979)(Jane Lennon and Associates, 
2000)(Nancy Goblet, 2006)(Xana Colleen Peltola, 2008)(Ming-Hsiu 

외 Su 1, 2006)(Jenny Gregory, 2008)(Lucia Allais, 2013)(Ceyda 
외 Yurttas 1, 2019)

그림 20 역사적 건축물의 이축 유형에 따른 추가 고려 사항 < >

더불어 이축 유형별로 추가 고려 사항을 추출하였다 .

첫 번째 유형으로 해체 이축 시에는 해체의 단위와 순서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부재 에 표시를 할 때에는 지울 수 있도록 하거나 재조립 . ( )部材
시 드러나지 않도록 숨겨진 곳에 하여야 한다 보수와 복원을 동시에 진행.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고려하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현대적 재료와 . 
시설 전기 수도 등 의 사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현대적 재료를 사용( , ) . 
하였다는 사실을 표시 기록해야 한다 재료는 기존의 요소를 변형시키지 , . 
않아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John Obed Curtis, 1979)(Nancy 
Goblet, 2006)(Jenny Gregory, 2008), (Lucia Allais, 2013)(Ceyda 

외 Yurttas 1, 2019)(Wojciech Drozd, 2019)

두 번째 유형인 해체하지 않는 이축 시에는 이동 수단과 이동 경로에 대 
한 계획이 필요하며 호위 및 교통 통제가 요구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 
해당 지역 경찰 교통부서와 협력하여 계획해야 한다.(John Obed Cur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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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1979)(Ceyda Yurttas 1, 2019)(Wojciech Drozd, 2019)

세 번째 유형인 대량 이축 시에는 각각의 건축물이 위의 역사적 건축물  <
보존을 위한 이축 고려 사항 을 따라야 한다 야외박물관을 조성할 수 있> . 
으나 전시 적 목적보다는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과 보호가 우선되어( )展示
야 한다 야외박물관의 건축물 각각 역시 위의 역사적 건축물 보존을 위. <
한 이축 고려 사항 을 따라야 한다> .(Jane Lennon and Associates, 
2000)(Nancy Goblet, 2006)

한편 이상과 같은 역사적 건축물 보존을 위한 이축 고려 사항 가지 , < > 8
와 역사적 건축물의 이축 유형에 따른 추가 고려 사항 가지는 추출 < > 6
과정에서 최대한 보편성을 추구했음에도 늘 옳은 것은 아니다 진정성과 , . 
완전성의 기준이 시대나 지역에 따라 다르듯이 이 역시 각 건축문화재의 
특징에 맞는 개별적 판단과 기준이 필요하다 특히 위 고려 사항들은 해외. 
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 국내의 상황에 적합하도록 유연하게 적용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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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2.5. 

장에서는 보존 이축 건축문화재 를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2.1 ‘ ’, ‘ ’, ‘ ’ . 
기존의 연구는 주로 보존 이나 건축문화재 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이‘ ’ ‘ ’ ‘
축 을 주제로 한 국내 연구는 매우 협소한 편이었다’ .

장에서는 이축의 개념과 기원 목적을 우선 알아보고 보존 행위로서 2.2 , 
의 이축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축의 기원은 부재 의 재사용 행위라. ( )部材
고 볼 수 있는 한편 보존 행위로서 이축 과 부재의 재사용 사이의 차이, ‘ ’ ‘ ’ 
점은 비 물리적 가치가 함께 동반되어 옮겨졌느냐의 여부에 두어 구별하
기로 하였다 비 물리적 가치의 대표적인 개념으로는 장소성 을 예로 들. ‘ ’
었다 이축의 방법에는 부재의 재사용으로부터 발전된 해체 이축 과 현대. ‘ ’
적 기술의 도입 이후 가능해진 해체하지 않는 이축 이 있다 그간 국내에‘ ’ . 
서 이루어진 모든 건축문화재 이축은 해체 이축으로 이루어져 왔다.

장에서는 문화재적 가치와 진정성 의 개념을 각각 알아보고 이를 이 2.3 ‘ ’ ‘ ’
축과 연관시켜 역사적 건축물 보존 행위로서의 이축에 관해 고찰하였다. 
건축문화재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국내에서는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 , 
경관적 가치를 문화재적 가치로서 인정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과학적, 
교육적 고고학적 미적 기술적 문화적 가치 등을 추가적으로 인정하고 , , , , 
있다 알로이스 리글은 기념물의 가치를 단계로서 기억의 가치 현재적 . 1 , 
가치로 나누고 단계로서 경년의 가치와 역사적 가치 사용의 가치와 예2 , 
술적 가치 등으로 분류하였다 국제적 차원의 문화유산 보존 원칙에서는 . 

년 베니스 헌장 이래 문화재 보존의 기준을 진정성 이라는 개념1964 < > ‘ ’
에 두었다 진정성이 있을 수 있는 측면은 장소와 위치 형태와 디자인. ‘ ’, ‘ ’, 
재료와 물질 활용과 기능 전통 기법과 기술 정신적 요소와 느낌‘ ’, ‘ ’, ‘ ’, ‘ ’, 
비물질적 특성 등이 있는데 이 중 이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측‘ ’ 
면은 장소와 위치 이다 그러나 진정성 개념은 ‘ (location and setting)’ . ‘ ’ 

년대 무렵 국내에 도입된 것으로 서울 지역 개의 사례는 진정성 1990 , 20
개념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코모스. (ICOMOS)
에서 제정한 역사적 건축물 보존을 위한 이축 허용 기준을 검토해 본 결
과 국가 또는 국제적 이익을 위한 경우 허용된다고 여겨지기도 했지만
베니스 헌장 이후 년 버라 헌장 년 애플턴 (< >, 1964) 1979 < >, 1983 <

헌장 년 뉴질랜드 헌장 에는 이러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으며 오>. 1992 < >
직 건물의 생존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일 때만이 이축이 허용되었다 이. 
후 년 버라 헌장 개정 에서는 이동식 구조물일 경우 기존에 이199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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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된 기록이 있는 경우 대상 요소가 현재의 위치와 큰 관련이 없는 경우, 
에 이축을 허용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구체화되지 않아 주관. 
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데 이는 국내법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
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 문화재청 이나 해외의 법에서· >( , 2009))
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원위치에 그대로 보존되어오던 건축물임에도 불. 
구하고 주변의 환경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 이축된 건축물도 국내외적으, 
로 문화재의 지위를 박탈당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점에서 건축문
화재의 진정성이 항상 원위치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한. 
편 국내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지정문화재의 이축은 현상변경이라는 범
주에 포함되어 해당 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며 등록문화재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과정 없이 신고로 대신해오고 있다 그러나 서울 구 신촌. 
역사 와 서울 구 경성방직 사무동 의 사례를 보았을 때 등록(2004) (2009)
문화재일 경우라도 현상변경 신고가 접수되면 문화재위원의 검토를 거치
게 되며 이 검토 결과가 이축 여부와 세부사항 결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
었다.

장의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국제 원칙과 해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2.3
장에서는 일반적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역사적 건축물 보존을 위한 2.4 <

이축 고려 사항 가지와 역사적 건축물의 이축 유형에 따른 추가 사> 8 <
항 가지를 도출하였다 선행연구 중 보존 행위임이 검증된 이축 행위만> 6 . 
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가능한 다양한 지역 시대의 사례를 반영하고자 하, 
였으나 이들 고려 사항이 늘 옳은 것은 아니며 유연한 판단이 요구된다.



- 56 -

해방 이후 서울 지역의 건축문화재 이축 사례3. 
와 유형

서울 지역의 건축문화재 이축 사례들을 대상으로 이축의 경위를 고찰하 
고 유형화35) 하였다 장에서는 세기 초에서 년대 이전 즉 문 . 3.1 20 1960 , <
화재보호법 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이축 사례를 간단히 살펴>
보았다 장에서 장까지는 년 문화재보호법 이 제정되고 나. 3.2 3.8 1962 < >
서 건축문화재로 지정 혹은 등록된 이후 이축이 행해진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경위에 대해 설명하였다 차 자료인 서울시나 국가 기관 간. 1
에 주고받은 문서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당시 신문 보도 기사 등을 바탕, , 
으로 차 자료인 선행연구와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였2
다 건축문화재의 기본적인 정보와 과거 이축 전적 이축 승인 신청 기록. , , 
허가 조건 설계 지침 공사 지침 등 이축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살펴보았, , 
다 또한 역사적 건축물 이축 유형에 따른 추가 고려 사항 에 따라 건. < >
축물 해체 시의 단위와 순서 보수 복원 여부 현대적 재료 사용에 대한 , , 
허가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하였다 이축 허가서 설계 지. , 
침 공사 지침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시방서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모, , , 
든 사례가 이러한 고려 사항을 명시하고 있거나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항만을 부분적으로 다루었다. 

35) 유형 은 대상을 분류하는 방식 중 공통점에 주목하는 반면 종 은 차이점 ‘ ( )’ ‘ ( )’類型 種
에 주목하는 개념이다 즉 유형은 유개념을 만드는 종들 사이의 공통성을 추상화 한 . 
것이다 알도 로시 는 더 이상 환원될 수 없는 도시나 도시 요소 라파엘 . (Aldo Rossi) ‘ ’, 
모네오 는 통일된 형태 구조에 의해 특정되는 그룹 건축가가 작품을 (Rafael Moneo) ‘ ’, ‘
시작하는 최초의 출발점이라고 정의하는 등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유형이란 근본적’ ‘
인 법칙 공통 형식 구조를 갖는 분류라는 점은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도 통용되는 바, ’
이다 유형은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는 속성을 갖는다 그러나 전형적. , , . 
인 패턴에만 주목하여 맹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김상균 앤소니 .( . (2019). 
비들러의 제 의 유형학을 통해 본 현대건축의 유형학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3 . 
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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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서울 지역의 이축된 건축문화재 유형 분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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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장의 분류는 이축의 목적과 시기 추진 주체에 따른 것이 3.2 3.8 , 
다 목적은 복원. 36) 도시개발 역사문화장소 조성이라는 세 가지로 나눌 , , 
수 있고 이축에 참여한 주체는 추진 주체 승인 주체 영향 주체라는 세 , ,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승인 주체는 문화재청 혹은 문화재 보호를 . 
위한 국가 기관 영향 주체는 시민, 37) 및 관련 분야 전문가 38)에 각각 한정
되어 있다 반면 추진 주체는 여러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이축의 시기 이. , , 
축의 원인과 목적 이축지 이축 대상 범위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 , 
큰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추진 주체를 분석하는 것은 이축 사례의 특정 . 
경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추진 주체에 따라 맡고 있는 의. 
무와 입장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는 또한 건축문화재의 가치 인식, , , 
시각 차이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36) 공사명에 복원 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경복궁광화문 광희문 ‘ ’ (1967)(1994), 
경희궁 숭정전 도정궁 경원당 경희궁 흥화문 종친부 (1974), (1975), (1978), (1987), 

경근당과 옥첩당 이 있다 그러나 광희문과 도정궁 경원당의 경우 이축 전이 원(2010) . 
위치이므로 공사명에서의 복원 은 형태적 복원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축 ‘ ’ . 
공사 시 위치적 복원 이 고려된 사례로는 경복궁 광화문 경희궁 흥화‘ ’ (1967)(1994), 
문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 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확한 원위치로 이축된 , (2010) . 
것은 경복궁 광화문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 뿐이다(1994), (2010) .

37) 독일의 철학자 하버마스 는 밀스 의 언급을 인용 (Jurgen Habermas) (Charles Mills)
하여 공중 과 대중 을 구분하였다 대중이 대중매체‘ (the public)’ ‘ (mass)’ . (mass media)
의 영향을 받아 의견의 다양성 없이 개인의 추상적인 집합이 되는 것이라면 공중은 
자율성을 지니고 실질적 의견을 표출하는 사람들이다 김승범 공공건축물 생.( . (2012). 
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 연구에서의 시. .) ‘
민이란 대중매체를 통해 의견을 표출한 이들을 의미하므로 대중 에 해당한다’ ‘ (mass)’ .

38) 시민 여론은 일반적으로 건축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여론과 비전문가의 여론으로 구 
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의 시민 여론 이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후자 즉 . ‘ ’ , 
비전문가의 것을 의미하며 전자를 의미할 때에는 전문가 여론 으로 칭하여 구별하였, ‘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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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이축 결정 과정과 참여 주체 이축의 목적 해당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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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의 추진 주체는 크게 가지 대통령 문화재청 혹은 그 전 5 , (A) , (B) 
신 기관 서울시 도시계획국 및 관련부서( ) , (C) 前身 39) 소유주 , (D) (E) 
서울시 기타 부서로 나눌 수 있었다 또한 이축의 추진 주체는 이축 결정 . 
과정 이축지 결정 방식과도 관련되어 일정한 유형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 
발견할 수 있었다.40) 이 중 문화재관리국은 일관된 입장으로서 보존을 최 
우선 가치로 여겨온 반면 나머지 주체들은 각기 자신들의 가치관을 반영, 
한 입장을 보였다 이 가치관이라는 기준은 이축의 시대와 원인 목적 등. , 
을 결정하며 여러 유형을 아우른다 특히 서울시는 가장 많은 사례를 추진. 
해왔던 주체로서 대통령이나 소유주와 같은 단일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 
그 안에서도 부서별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장은 대통령에 의해 이축 여부와 이축지가 결정된 사례로 유형 에  3.2 (A)
해당한다 경복궁 광화문 이 있으며 그 목적은 복원이었다. (1967) .

장은 년대 서울시 도시계획국 및 관련부서에서 도시개발 3.3 1960~1970
에 방해가 되는 국유 건축문화재를 치워버리기 위해 추진한 이축으로 유
형 에 해당한다 이들의 이축지는 개발지의 바로 옆으로 비켜난 지점(C) . 
으로 정해졌다 덕수궁 대한문 사직단 대문 광희문. (1968), (1973), 

독립문 이 해당한다(1974), (1978) . 

장은 년대 말 년대 초까지 도시개발로 인해 소유주가 이축 3.4 1970 ~1990
을 결정한 것으로 유형 에 속한다 도정궁 경원당 구 벨기에 (D) . (1978), 
영사관 장교동 한규설 가옥 월계동 각심재 가 있다(1980), (1980), (1990) . 
도로 건설 재개발 재건축 등이 원인이 되었다 이축지는 소유주에 의해 , , . 
결정되었는데 원위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지점으로 소유주의 여건이나 , 
의견 관리의 편리성 등에 따라 정해졌다, .

장은 서울시 기타 부서에서 역사문화장소 조성 사업을 위해 추진한  3.5
것으로 유형 에 해당한다 서울올림픽 을 준비하기 위한 경희(E) . <88 > <
궁 복원 사업 과 서울 정도 년 기념사업 을 위한 남산골 한옥마> < 600 > <
을 조성 사업 이 그것이며 경희궁 흥화문 제기동 윤택영 재실> (1988), 

39) 건설국 도시정비국 등이 있다 이들 부서는 설립 이래 여러 차례 통합 분리되기도  , . , 
하였다 서울특별시 건설국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1948~1960) →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1962~1976) (1976~1979) → → 
(1979~)

40) 이 다섯 유형에 속하지 않는 사례로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 이 있다 이는  (1980) . 
예외적인 경우로서 대지 소유주 국군기무사령부 가 이축의 추진 주체였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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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동 도편수 이승업 가옥 관훈동 민씨가옥 삼(1993), (1993), (1993), 
청동 오위장 김춘영 가옥 이 해당된다(1993) .

장은 문화재청 혹은 그 전신 기관 3.6 41)에서 건축문화재의 원위치 복원
을 위해서 추진한 이축으로 유형 에 해당한다 경복궁 광화문(B) . (1994),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 이 있다(2010) .

장은 년대 이후 도심 외곽의 재개발에 의해 소유주가 이축을 결 3.7 2000
정한 것으로 유형 에 속한다 서울 구 신촌역사 서울 구 경성(D) . (2005), 
방직 사무동 이 있으며 모두 등록문화재에 해당한다 장의 사례(2009) . 3.4
와 마찬가지로 이축지는 소유주에 의해 결정되었다. 

장은 기타 사례로 도시계획이나 특정한 시대적 사회적 배경의 영향 3.8 , , 
을 받지 않고 건물의 소유주 혹은 대지의 소유주가 개인적 혹은 집단적 
이익을 위해 이축을 추진한 사례이다 경희궁 숭정전 과 종친부 경. (1975)
근당과 옥첩당 이 해당하며 모두 문화재위원회의 승인과 지시 아래(1980)
에 진행되었다.

41) 문화재청의 전신 기관은 년 설치된 문화재관리국이 있다 년 문화 ( ) 1961 . 1999前身
재청으로 승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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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이전의 이축3.1. 1960

선행연구 고찰에서 본 것과 같이 국내의 이축 연구는 많지 않은데 이 중  , 
문화재보호법 이 마련되기 이전의 이축에 관한 연구로 조선시대와 일< >

제강점기 때를 다룬 것이 있다 그러나 이때의 이축은 대부분이 목조 건축. 
으로 연구자들은 부재 의 재사용 과 이축 을 구분하지 않고 있었, ‘ ( ) ’ ‘ ’部材
다.

박성진 은 조선시대의 기록 속에서 전통 건축물의 경우 이건 (2007) (移
이 언급되는 것은 세종대인 년임을 밝혔다 이후 구체적으로 나타) 1418 . 建

난 건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중 건이 석조 건이 목조인데 석조로54 14 , 40
는 성곽 담장 다리 등이 포함된다 이건의 배경으로는 풍수지리적 이유, , . 
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유교사상 건물의 시간성 격식. , , , 
공역의 문제 효율성 합리성 등이 그 배경에 작용하며 또한 우리 전통 목, , , 
조 건축물은 입지 환경과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시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관점에. 
서 이건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례도 있다고 한다 반면 처음 건물이 지. 
어진 이래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환경과의 관계가 변질되었고 오히려 위
치를 옮김으로써 이를 다시 회복하고자 했던 경우도 있었다.42) 그는 또한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 의해 매각된 경희궁 경복궁 풍경궁 내의 전각들을 , , 
대상으로 이건 이라는 관점에서 연구 그 경위와 행방을 추적하였다 문‘ ’ , . 

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각은 이건 후 법당이나 요정 등으로 전용( ) (門 轉
되었으며 이 중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채 경희궁의 숭정) 3 (用

전 흥화문 황학정 에 불과했다 한 번 이축된 전각들은 다수가 또 다시 , , ) . 
옮겨지거나 재 매각되기도 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경복궁 융문. 
당과 융무당을 포함하여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경희궁 숭정전과 흥화문
이 있었다.

오늘날 이축 과 부재의 재사용 에 대한 학술적인 구분은 내려지지 않은  ‘ ’ ‘ ’
상태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장에서 설명하였듯이 건축물의 비 물리적 2.2

42) 경봉각을 봉실 서쪽의 담장 밖에 옮겨 지으라고 명하였다 전교하기를 옛날 선대  . , 
왕조 때의 누각을 괴원 근처에 세워 황조의 고칙을 받들어 모셨으나 괴원의 청사가 
무너진 뒤에 누각 하나만 덩그랗게 길가에 놓여져 있어 보는 자들의 이목에 거슬린다. 
이것은 한 칸의 집에 불과하므로 이쪽에서 철거하여 저쪽으로 옮기는 정도야 그다지 
큰 공사는 아니다 그리고 황단 동쪽에 이미 봉실이 있으니 그 담장 밖의 계단에다 . , 
이전의 틀을 그대로 옮겨 세워 봉안하는 것이 사실 사리에 합당하다 조선왕조실록 정.(
조 권 박성진 에서 재인용52 , 1799)(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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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동반되어 옮겨졌을 때만 이축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일. 
제강점기 궁궐 전각 매각 사례들을 이축 이라 부를 수 있을지 부재의 재‘ ’ , ‘
사용 에 불과한지 판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전각의 매각 내용 해체 재’ , 
조립 후의 변화 등을 파악하여 표43)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 문화유산 보. 
존의 의도가 있었던 경희궁의 황학정44) 동 건물을 그대로 보존한다는 , ‘
조건으로 양여된 경복궁의 융문당과 융무당 박물관 내 조선관이라는 이’ , ‘ ’
름에 걸맞게 양식이나 의장을 유지하고자 했던 자선당 등은 이축 으로 인‘ ’
정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45) 풍경궁의 황건문은 년 조계사로 옮겨 1925
질 당시에 신축보다 더 큰 비용이 소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축이 추진
되었는데 그 조형적 미학적 가치가 컸던 덕분이라고 해석된다 박성진, .( , 

이러한 점에서 년의 황건문 이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자 2007) 1925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년 무량사로 재 이축될 당시에는 1972
매각 대상이 전각이 아닌 목재 였으며 이 때 주춧돌과 현판 등이 각각 ‘ ’ ‘ ’
따로 분리되어 오늘날에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즉 년의 황건문 이동. 1972
은 이축 이 아닌 부재의 재사용 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 ’ . 

43) 박성진 우동선 외 김정동 경성부사 동아일보 매일신보 (2007), 7(2009), (1997), , , , 
미디어파인 민족문제연구소(http://www.mediafine.co.kr), (https://www.minjok.or.kr) 
등을 참고로 하여 작성.

44) 년 총독부는 전매국 관사를 짓는다는 명분으로 황학정을 이전하고자 하였고  1921
조선건축에 관심을 두고 있던 박영효가 양여를 요청하였다 우동선 외 .( 7, 2007)

45) 그러나 황학정의 이축의 배경에는 사직단의 공원화 계획과도 맞물려있어 오직 문화 
유산 보존 차원에서만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박성진.( , 2007)

궁궐 전각
이동 사항

시기 내용 보존 및 변화 사항

경희궁

숭정전 1926
조계사로 매각 이동 후 본당으, 

로 전용

! 규모 유지

! 내부 기능 변화

흥화문

1915
도로 건설에 따라 도로에 면하

도록 이동

! 규모 유지

! 동향에서 남향으로 변화

! 경희궁 정문 역할 유지

1932 박문사로 매각 이동, 
! 박문사의 정문으로 역할 변

화

회상전 1928
조계사로 매각 이동 후 주지 , 

집무실로 사용

! 규모 유지

! 내부 기능 변화

흥정당 1928 광운사로 매각 이동, ! 규모 외부 형태 유지, 

황학정 1922
박영효가 매각하여 양여 사직, 

공원 내부로 이동

! 규모 외부 형태 유지, 

! 기능 유지

표 8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옮겨진 궁궐 전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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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은 일제강점기의 대표적 이축 사례로 년에 금산 (2005) 1919~1922
사 대장전 수리공사 시 행해진 것을 들었다 원인은 위( ) ( ) . ‘金山寺 大藏殿
치가 잘 어울리지 않아 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대장전은 이미 조선시대’
에도 이축 전적이 있는 상태였다 그는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일제강점기 . 
당시 건축문화재 보존의 한 성격으로 이전 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移轉
고 보았다 당시 일본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하면 건축문화재도 이송 반출. 
의 대상 즉 동산 문화재로 여겨졌으며 이러한 관점이 국내에도 전, ( ) 動産
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건축문화재가 동산으로 취급되었던 것은 . 
아니며 이러한 시각은 부분적 측면에 해당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을 거쳐 년 문화재보호법 이 제정되기 이전까 1963 < >
지 다수의 건축유산은 훼손의 위험에 노출되었다 년 이후라 하더라. 1963
도 여러 건축유산이 정식 문화재로 지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으며 이 
때 발생했던 이축에 대해서는 대부분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문화. 
재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축된 기록이 남아있는 서울 지역 내의 사례는 아
래 표와 같다.48) 이들이 후에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은 이축 후에 
도 보존할만한 가치가 남아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따라서 부재의 재‘
사용 이 아닌 이축 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

46) 동아일보 , 1928.8.13.
47) 년 원불교로 소유권 이전 1946 .
48) 문화재 지정 이전에 이축된 사례로 경복궁 광화문 사직단 대문 경희 (1926), (1962), 
궁 숭정전 경희궁 흥화문 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문화(1926), (1932)(1973)
재 지정 후에도 또 이축이 일어났던 사례로서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대상에 포함되므
로 이 표에서는 생략하였다.

경복궁

융문당,

융무당

1928
진언종 일본계 사찰 으로 무상 ( )

대여 이동, 

! 동 건물을 그대로 보존한다‘
는 조건으로 대여’ 46)

! 내부 기능 변화

2007
원불교47)에 의해 전남 영광으

로 이동

! 내외부 형태 재료 변화, 

! 내부 기능 변화

자선당 1914
일본인 오쿠라에게 매각 동경, 

으로 이동

! 오쿠라 박물관 내 조선관‘ ’
으로 개관

! 형태 양식 의장 유지, , 

선원전 1932 박문사로 매각 이동, ·

풍경궁 황건문

1925 조계사로 매각 이동, 
! 조계사의 정문으로 역할 변

화

1972 무량사로 목재 매각 이동, 
! 목재 주춧돌 현판 등이 따, , 

로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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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수표교의 이축 전과 후 출처 서울특별시 한국학중앙연구원 ( : , )

 

49) 일제가 이축을 행한 상세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조선의 군사체계를 해체시키려는 의 
도였다는 관점이 있기도 하다.

50) 철거는 년 1958 .
51) 철거는 년 1977 .
52) 년 서울시 민속자료로 가 지정 2001 .

이축

완공

연도

문화재

지정

연도

건축문화재 이축의 원인 위치 변경 내용

1930s 1978 삼군부 총무당 일제의 결정49)

종로구 세종로 77-6

성북구 삼선동 가 산1 1-12→ 

삼선공원( )

196550) 1973 수표교 청계천 복개공사
중구 청계천 가2

중구 장충동 장충단공원→ 

1968 1973 삼군부 청헌당 정부종합청사 신축

종로구 세종로 77-6

노원구 공릉동 육군사1-1(→ 

관학교)

1968 2011 원구단 정문

조선호텔 신축과 도

로 태평로 확장으로 ( ) 

해체 매각

중구 소공동

강북구 우이동→ 

1975 2004
서울 평창동 박

종화 가옥
도로 건설

종로구 충신동

종로구 평창 길 11 80→ 

198551) 2003

서울 건국대학

교 구 서북학회

회관

소유주 결정
종로구 낙원동 282

광진구 아차산로 263→ 

2007 200752)
마포 최사영 가

옥
소유주 결정

마포구 마포동 236-1

성북구 성북동 9-21→ 

2009 2011 원구단 정문 복원
강북구 우이동

중구 소공동 97-3→ 

표 9 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축이 있었던 사례 서울 지역 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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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편 문화재로 지정 된 이후에 이축된 사례에 대해서도 정확한  , 
건수를 알기는 어렵다 특히 지방의 건축문화재 이축 사례에 대해서는 그 . 
원인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불확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문화. 
재청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는 사례만을 대상으로 그 수를 가늠한 결과 

년 기준 지방의 건축문화재 이축 사례는 총 건이었다 원인별로 2021 94 . 
분류했을 때 댐 건설 건 도로 건설 건 재개발 및 도시개발 건 수해80 , 1 , 4 , 

건 기타 건이 있었다 이는 실제 이축 건수와 차이가 커 보이므( ) 1 , 8 . 水害
로 참고로만 삼는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 지방 문화재 이축의 가장 큰 . 
원인 중 하나가 댐 건설인 것은 주목할 만하다.53) 댐 건설은 국제적으로 
도 문화유산 보호에 큰 위협이 되었고 년에는 세계 댐 위원회1997 (World 

가 구성되어 대형 댐 건설로 인한 환경적Commission on Dams, WCD) , 
경제적 영향 등이 연구되기도 하였다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대형 댐은 . , 
지역 문화 자원의 손실과 고고학적 자원의 침수 및 저하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조치가 거의 취해지지 않았다.(ICOMOS, 
2001)54) 국내에서는 댐 건설 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거치게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건축문화재가 수몰을 피해 새로운 부지로 이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단순한 지표조사 이상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 일반적이었다 년대에 들어 제 차 국토개발종합계획과 연계하여 . 1970 1
대강 유역종합개발계획 이 수립되었고 국토 전반 곳곳에 4   (1971~1981)
걸친 댐 건설이 추진되었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서 댐 건. , 
설이 확정되고 난 후에야 수몰 예정 지구의 문화재 지표조사가 이루어졌
다 처음부터 문화재 보존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셈이다 하지만 이 때 이. . 
루어진 문화재 지표조사는 그동안 묻혀있던 다수의 매장문화재와 건축문
화재를 발굴 발견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도 하였다 동산 문화재는 , . ( ) 動産
박물관으로 이관하였으며 부동산 문화재는 이축하였다 년( ) . 1960不動産
대에서 년대에 걸쳐 건축문화재의 이축을 가져온 댐 건설로는 남강1980
댐 안동댐 영천댐 용담댐 충주댐 임하댐 합천댐 하동댐 보령댐 등이 , , , , , , , , 
있다 이곳들은 대부분 조선시대부터 마을을 형성하여 건축문화재가 밀집. 
되어 있는 상태로서 대량 이축55)이 요구되었다. 

53) 댐 건설로 인해 이축이 일어난 이후에야 건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도 건이 있었 15
다.

54) 해외의 주요 사례로는 년 완공된 파나마의 마덴 댐 년 완 1935 (Madden Dam), 1970
공된 이집트의 아스완 댐 년 완공된 터키의 아슬란타스 댐(Aswan Dam), 1984

년 완공된 태국의 팩문 댐 등이 있으며 이들은 (Aslantas Dam), 1994 (Pakmun Dam) 
문화유산 훼손에 큰 영향을 끼쳤다.

55) 대량 이축이란 여러 개의 건축물을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이축하는 것으로서 한 지 , 
역에 집중되어 있는 여러 건축물을 여러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경우 여러 지역에 분산, 
되어 있던 건축물을 한 지역으로 집중시키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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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 년 건설 대청댐 년 건설 충주댐 (1971~1976 ), (1975~1980 ), 
년 건설 의 경우에는 건축문화재의 대량 이축을 통해 야외박(1978~1985 )

물관을 조성하였다 년 개관한 안동민속촌 안동댐 에는 건축문화재 . 1976 ( )
건 년 개관한 청풍문화재단지 충주댐 에는 건 년 개관한 5 , 1985 ( ) 11 , 1998

문의문화재단지 대청댐 에는 건 년 개관한 군자문화역사마을 안동( ) 5 , 2007 (
댐 에는 건의 건축문화재가 각각 이축되어 있다 그러나 답사 결과 각 ) 4 . 
건축물이 가진 배치적 특성이나 입지 환경 등에 대한 특징을 살리지는 못
했으며 안내도 소홀한 편이었다 또한 각 건축문화재의 소개와 홍보 보다. 
는 수익 창출을 위한 위락시설로서 체험 이벤트 등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 
였다 즉 이들 야외박물관은 처음에는 건축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조성된 . , 
것으로 보이지만 점차 수익 창출이 중시되었고 보존은 부수적인 목적으로 
전락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4 안동민속촌 출처 안동인터넷뉴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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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충주 청풍문화재단지 출처 충청투데이 ( : )

한편 년대 초반은 박정희 정권 아래 농촌 새마을운동이 활발하던  1970
시기로서 농촌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이로 인해 년대 중1970
반부터는 획일적인 농촌 주거 환경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하였다 김영.(
재 그 결과 민속보존마을 을 육성하여 사라져 가는 풍물과 미풍양, 2007) ‘ ’
속을 보존하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서울시에서는 한옥보존지‘
역 을 설정하는 등 한옥에 대한 관심과 보존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현상이 ’
나타났다 김지홍 전봉희 정부에서는 정신문화개발의 일환으로 .( , , 2010) 
일부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의 통제와 지원 하에 개량한옥을 건설 보, 
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전시 효과와 파급 효과가 있는 국도변. , 
관광지 주변 등 홍보적 가치가 인정되는 마을을 선정하여 외형적 전통 주
거 형식을 연출하였다 김영재.( , 2007)

이 때 이축된 한옥에 대한 연구로 경기도 파주시 당하리 한옥마을과 김 , 
포시 샘재한옥마을을 대상으로 한 조수현 의 것이 있다 경기도 파(2009) . 
주시 당하리 한옥마을은 년대 후반에 서울에 있던 채의 도시형 한1970 4
옥을 옮겨와 조성한 마을이며 오늘날에는 년 옮겨진 채의 한옥만이 1977 2
남아있는 상태이다 첫째로 박상영이 옮겨온 한옥은 현 서울시 마포구 아. 
현동 지역에 위치하던 채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며 두 번째로 오윤홍이 1
옮겨온 한옥은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위치하던 여러 채의 한옥 부재를 
옮겨와 새로 지은 것이라고 한다 당시 서울에서는 많은 도시형 한옥을 철. 
거 후 양옥과 같은 현대적 주거 공간을 신축하고 있었고 목수들은 철거한 
한옥의 부재를 복덕방이나 집장사들과 연결해 매각하였다 경기도 김포시 . 
샘재한옥마을은 현재 채의 이축된 도시형 한옥이 남아있으며 모두 토14
지개발공사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현재 신도시 내 문화관광복합공간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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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아트빌리지로 보존 활용되고 있다 샘재한옥마을의 조성은 년에, . 1985
서 년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국가에서 지시한 것으로 새마을과 에서 1987 ‘ ’
담당하였다 즉 당시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새마을운동의 일환이. 
었는데 한옥의 출처는 서울시 종로구 부근으로 추정된다 조수현.( , 2009) 
이러한 한옥마을은 전시효과에 치중하여 외부적 형태 및 재료가 강력히 
규제된 반면 내부 평면은 농촌표준주택의 구조를 따라야 했다 농촌표준. 
주택이란 정부에 의해 제안된 주택 모델로서 기본적으로 방 개 마루 부3 , , 
엌 욕실 헛간 다락으로 구성되며 옥외에 별도 변소가 배치되는 형식이, , , 
었다 즉 한옥마을 조성 시 이축된 서울의 도시형 한옥은 외부적 형태는 . 
유지되었던 것에 반해 내부 평면은 대부분 변형되었던 것이다 김영재.( , 

이들 한옥은 오늘날 새롭게 활용되거나 현대적 주거 방식의 변화2007) 
로 인해 점점 더 많이 변형되고 있다.

 
그림 26 샘재한옥마을의 한옥들을 이축하여 조성한 경기도 김포  

아트빌리지 출처 김포문화재단( : )

이상이 인위적인 의도나 목적 아래에 진행된 이축이라면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비 인위적 외부 환경 위협 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축이 있, ‘ ’
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미국이나 유럽의 등대 이축이 이에 해당한다 그. . 
러나 국내 사례는 매우 드물다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참고로 했을 때 조선. 
시대 당시 홍수 등으로 인한 이축 사례는 기록되어 있었으나 문화재로 지
정 된 이후에 이축된 사례는 년 홍수로 인한 옥천 청석교 충청북도 2001 (
유형문화재 제 호 외에는 기재되어있지 않았다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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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대통령 주도 국가사업3.2. 1960

경복궁 광화문(1) (196756))

광화문은 년 사적 제 호로 지정된 경복궁의 남측에 위치하는 정 1963 117
문이었으나 년 일제에 의해 궁의 동측으로 이축되었고 전란 때 1927 6·25
문루마저 불타 석축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이를 복원하는 계획이 년 . 1966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 의해 시작되었다 년 월 일 작성된 광화. 1967 6 15 <
문 복원 설계 계약 에 의하면 설계 지침으로 현 위치에 소실 전 원상태> ‘
로 목조 복원을 전제로 할 것 본 설계를 위한 실측과 설계에는 영조척’, ‘

을 기준으로 할 것 현존 유구는 실측 후 해체 복원할 것 목부( ) ’, ‘ ’, ‘營造尺
공사의 부재는 가능한 춘양목으로 할 것 와장공사의 부재는 광화문에 ’, ‘
사용된 원자재와 동일품일 것 여장 및 담벽 공사는 원형의 격조를 떨어’, ‘
뜨리지 않아야 하며 원형과 동일하게 할 것 석부공사의 부재는 현존유’, ‘
구에서 사용된 동질의 것으로 할 것 불가능한 것 외 현존유구 석축부재 ’, ‘
및 여장의 부재교체를 최대한 줄일 것 등이 제시되었다 부록 참조 국가’ .( )(
기록원 그러나 같은 해 월 일 광화문의 복원 위치는 박, BA135950) 11 16
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앙청 앞으로 변경되었고 이듬해인 년 1968
월에는 재료마저 목조가 아닌 철근콘크리트로 변경되었다 이축지 변경2 . 

과 재료 변경의 배경 이유 등에 대해서는 장에서 상세히 다루었, 4.3.(1)
다 소실된 문루의 원형으로는 일제강점기 때  조선과 건축 에 발표된 . 『 』
일본인 타케우치 타츠지 의 광화문실측도 및 건축잡지에 발( )武田內保二
표된 후지시마 가이지로 의 광화문 관계 기록 조선고적도보( ) , 藤島亥治郞
에 수록된 광화문 관계사진 및 국립박물관 소장 광화문 관계 사진을 참고
하도록 하였다 또한 목공사 세부 특히 공포부분은 동시대 건물인 근정전. 
과 근정문 등 현존건물의 구조를 참고하였다 국가기록원.( , BA135950) 

년 월 일 광화문 복원 공사 라는 이름으로 기공되어 같은 해 1968 3 15 < >
월 일 완공되었다 공사명에 복원 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긴 했으나 12 11 . ‘ ’

원위치보다 북쪽으로 동쪽으로 중심축에서 틀어진 11.2m, 13.5m, 3.75° 
방향으로 옮겨졌으며 문루는 철근콘크리트조로 재현되었다. 

56) 괄호 안의 연도는 이축이 결정된 연도를 의미한다 광화문의 경우 복원이 결정된 것 . 
은 년이었으나 이축 여부가 결정된 것은 년 완공된 것은 년이다1966 1967 , 1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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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한국전쟁 때 소실된  

광화문 출처 조선일보( : )

 그림 28 광화문 복원 계획 투시도  

출처 동아일보( : , 1967.11.6.)

그림 29 년 광화문 복원 공사  1968

출처 이데일리( : )

 그림 30 이축 복원이 완공된 후  

출처 국가기록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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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서울시 주도 개발사업 국유 문화3.3. 1960~1970 (
재 부문)

덕수궁 대한문 사직단 대문 광희문 독립문 (1968), (1973), (1974), 
은 모두 년대에 도로 건설로 인해 이축된 국유 문화재(1978) 1960~1970

이다.

한국의 년대는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1960~1970
시기로서 근대화로 통칭되는 사회변동의 실체와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 , 
때였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999a) 근대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산
업화에 따른 도시화가 진행되며 이에 따라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면서 여
러 가지 도시문제들을 야기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다양한 대
안과 처방이 바로 근대 도시계획의 출발이다 김진희 따라서 도시.( , 2011) 
계획 활동은 해당 사회의 근대화 정도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도로망 계획이 .(Benevolo, 1975) 
중시되었다. 세기 초에 걸쳐 많은 나라들이 도시 팽창과 자동차의 필요20
에 따라 기존의 도로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외.(Rita Ruiz , 

도로는 국가의 정치 조직과 구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국내 상2017) 
품 교환에 필수적인 플랫폼이고 근대화와 산업화에 필수적이었기 때문이
다.(Madrazo, 1984)(Gerhold, 1993)

한편 년대 제 공화국시대의 시작과 함께 등장한 독재 통치 권력은  1960 3
성장지상주의의 국가발전 정책 아래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기록하게 하였
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와 같은 도시 근대화와 개발독재의 결.( , 2001) 
합은 하이 모더니즘의 충분조건을 형성하였고 통치자 시점에서의 도시에 
대한 가독성과 효율적 통제를 위한 도시 디자인이 계획되었다 년대. 1960
에는 도심부를 둘러싼 환상선 계획과 더불어 협소한 노폭과 비포장도로를 
해결 과제로 여겼으며 년대에는 도심부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1970
나가는 도로망을 계획하였다.

년대 계획된 서울 도심부 제 환상선 위에 해당 사례들을 표시하면  1960 1
아래 그림과 같다 표시된 대상은 왼쪽부터 독립문 사직단 대문. (1978), 

덕수궁 대한문 광희문 이다 이들은 모두 계획된 (1973), (1968), (1974) . 
도로망과 접하는 부분에 위치해 있었음을 알 수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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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년 서울도시계획가로재정비 1962

출처 국가기록원( : , BA0866416)
 그림 32 제 환상선  1

계획안 동아일보( , 1967.8.15.) 

위에 유형의 사례 위치 표시(C)

독립문의 경우 제 환상선에 접하고 있긴 하지만 이축의 직접적인 원인은  1
성산대로 건설이었다 위와 같은 환상선에 따라 중앙청 광화문 에서 내자. ( )
동과 사직단 앞을 통과해 독립문으로 이르는 도로가 계획되었고 년 1967
공사 완료 개통되었다 년에는 이 도로를 잇는 성산대로와 현저고가, . 1976
도로 건설이 계획되었다 중앙청 독립문 연대 성산동 양평동 시흥시. ~ ~ ~ ~ ~
계까지 총길이 만 도로 폭 에 성산대교 길이 2 3,400m, 35~40m ( 1,200m, 
폭 가 포함되었다 매일경제 성산대로는 년 착공28m) .( , 1977.1.29.) 1977 , 

년 완공되었다1979 .

그림 33 중앙청과 독립문을 잇는  

사직로 사직터널 계획, 

출처 동아일보( : , 1966.3.12.)

 
그림 34 사직로와 성산대교를 잇는  

성산대로 계획

출처 매일경제( : , 1976.12.25.)

이들의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 국유 문화재로서 동일한 과정을 거쳐  , 
이축이 승인되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서울시 도시계획국 및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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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는 문화재관리국의 자문 없이 도로계획을 세워둔 상태였다.57) 서울시  
도시계획국 및 관련부서는 이 도시계획 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해당 건
축문화재의 이축 승인을 받기 위해서 문화재관리국에 요청하며 이에 불, 
승인 되는 과정을 한 차례 이상 겪게 된다 이 때 문화재관리국은 원위치. ‘ ’
를 중시한다는 단순한 원칙에 의해 이축을 불승인 한 것이었는데 한편으
로 그 보호구역 내 건축문화재를 직접적으로 저촉하지 않는 선에서는 도
로 건설을 허용하였다 그 결과 해당 건축문화재는 주변의 신설된 도로로 . 
인해 시각적 요소 경관 기능적 요소 접근성 등이 상당히 훼손되어버린( ), ( ) 
다 그러자 시민 여론이 이축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되고 이 때 서. 
울시 도시계획국 및 관련부서에서는 이축 승인을 계속해서 재요청하여 결
국에는 이축을 승인을 받아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축 과정에는 세 부류의 참여 주체가 등장한다 이 중 서울시 도 . 
시계획국 및 관련부서 문화재관리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태도를 , 
보이지만 시민 언론을 통한 여론 은 그렇지 않았다 시민이라는 주체는 ( ) . 
해당 건축문화재가 국유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할 수 
있었으며 특히 덕수궁 대한문 독립문 의 사례에서는 이축 (1968), (1978)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57) 문화재는 누구의 것인가 심각하게 맞선 시 문화재위에 묻는다 중략 시장이나 차  , . ( ) 
부시장에게 도시계획에 있어 문화재 간계를 특별 조언 혹은 비판해주는 어떤 전문가
가 있는가 차일석 특별히 전문가란 권위자는 들어있지 않다 중략 그런 사람이 ? ( ) “ . ( ) 
있으면 나쁠 것 없겠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후략 경향신문. ( ) ”( , 
19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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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 대한문(1) (1968)

그림 35 년까지 덕수궁 담장과 대한문의 변화  1961~1970

폐쇄지적도와 이혜민 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저자 작성( (2016) ) 

일제강점기 이래 덕수궁 영역이 계속해서 좁혀져가는 동안 담장은 여러  
차례 이축 신축되어 왔지만 덕수궁의 정문인 대한문은 년까지도 원, 1968
위치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문과 접하고 있는 도로인 태평로의 확. 
장으로 인해 이축이 고려되자 서울시 도시계획국 및 관련부서 문화재관, 
리국 시민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결과적으로 이축이 승인되었, 
다 년 이축이 결정되었으나 관계 기관들 간의 책임 전가로 인해 공. 1968
사는 년 시작 같은 해 완공되었으며 원이 들었다 대한1970 , 12,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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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원위치에서 궁궐 안쪽으로 물러서게 되었으며 문화재위원회가 33m 
제시했던 대한문 현 위치에 표석을 고증토록 할 것 이라는 조건은 지켜지‘ ’
지 않았다 서울기록원 이축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갈등에 대해서는 .( ) 

장에서 상세히 다루었다4.1.(1) .

사직단 대문(2) (1973)

그림 36 년까지 사직단 대문과 도로의 변화 1961~1973

폐쇄지적도 서울기록원 국가기록원 의 자료를 참고로 하여 ( , , (DA0122570)

저자 작성)

가 년. 1960 58) 문화재 지정 이전의 이축 

사직단은 년 태조에 의해 조성될 당시 대문이 처음 세워졌으며 임 1394
진왜란 때를 비롯해 몇 차례 소실되었다가 중건되기를 반복했다 겸재 정. 
선의 사직단도 세기 초 사의궤 사직( ) (18 ), ( ) , 社稷壇圖 社儀軌「 」 「 」 「
서의궤 등을 참고했을 때 사직단 대문의 위치는 조( ) (1783) 社稷署儀軌 」
선시대 때부터 이미 몇 차례 변경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서울특별시 문.(
화과 해방 이후 년 도로 건설로 인해 한 차례 이축되었으며 , 1985) 1962

년 보물 제 호로 지정된 이후인 년에 또 한 차례 이축되었다1963 177 1973 .

년 문교부와 서울시 교육위원회 간에 주고받은 문서에 의하면 당시  1960
위치로부터 뒤로 위치를 옮기고자 하였으며 문교부에서는 가지 조15m 8

58) 년은 이축 결정 연도이다 이축 완공 연도는 년이다 1960 . 1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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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하에 이를 허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조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 
년 국립박물관 학예관 임천1961 59)에 의뢰해 실측 설계 시방서를 작성, 

문교부에 제출하고 설계사무소인 동양건축사 대표 조원재( 60) 를 시공업체)
로 계약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시방서에 의하면 총 공사비는 . 6,457,900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가설공사 해체공사 기초공사 목공사 옥개공사 벽, -– – – –
체공사 고색시공 순서로 공사를 진행 공사 시 준수 사항에 대해 안내되- , 
어 있다 현대적 재료로는 콘크리트와 시멘트 철재가 각각 기초공사 벽. , , 
체공사 목공사에서 사용되었다 신규로 보충된 목재에 관해서는 보충연, . ‘
월일을 보이지 않는 곳에 날인하고 후인이 구별하도록 하였다 또한 벽체’ . 
공사에서는 기존에 시멘트로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 원래의 것이 아니므‘ ’
로 재사용치 않으며 진흙과 여물 등 전통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하
였다 부록 참조 그러나 년 월 사직단 이축 공사가 시방서대로 .( 7 ) 1962 1
시공되지 않았다는 것61)이 발견되었고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월 다시 11
시공 이듬해 완공되었다 국가기록원, .( , DA0122570)

59) 임천 은 국립박물관 학예관과 문화재보존위원회 제 분과위원을 역임한  (1908~1965) 1
미술사가이자 화가이다 불국사 대웅전 수원 팔달문 경복궁 진주 촉석루 보신각 남. , , , , , 
한산성 등 여러 건축문화재의 보수 및 중수 공사를 담당하였다 년에는 임천고건. 1962
축설계사무소를 세워 후진을 양성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60) 조원재 는 궁궐의 전통 목수 기술을 전수받은 대목장이자 건축가이다 (1903~1976) . 
광복 후 처음 실시된 문화재 보존공사인 강진 무위사 수리공사 를 시작으로 남(1956)
대문 중수공사 진주성 중건공사 남한산성 팔각정 파고다공원 삼일문 등을 담, (1967), , 
당하였다 임천과도 여러 작업을 함께 하였으며 설계사무소인 동양건축사 한도실업을 . ,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61) 년 월 일 문화재관리국 조사자 관리과 건축기사 박치선의 조사 결과 1962 1 10 : (1) 
기둥과 각 도리 접합부분에 틈새가 되어 있으며 건물 전체가 우측으로 쏠려있음. (2) 
산자를 전부 새로 갈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을 종전과 같이 다름이 없이 
갈지를 않고 후면에만 부패된 장작과 판자로 엉성하게 시공을 이루었음 현재 옥. (3) 
개시공에 있어서 부와만 덮었는데 종전 개와가 반 수 이상이며 시방서에는 새로이 전
부 신품을 사용하게 되어 있음 기타 문짝 등은 시방서대로 되어있음 조사자의 . (4) ; 
의견 시초로부터 감독원을 배치하여 시방서대로 철저히 감독을 하여야 할 것이며 - 
드잡이 이전은 불가합니다 국가기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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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서울시  1960.7.21. 

교육위원회 문교부 사직단 표문 이전 허가 <→

신청의 건 에 첨부된 도면 >

출처 국가기록원( : , DA0122570)
 

그림 38 1961.5.12. 

교육위원회 문교부 사직단 <→

정문 이전에 관한 건 에 >

첨부된 이축지 도면 

출처 국가기록원( : , 

DA0122570)

나 문화재 지정 이후의 이축 시도. 

사직단 대문은 년 보물 제 호로 지정되었는데 같은 해 사직단은  1963 177 , 
대문과 별도로 사적 제 호로 지정되었다 이는 일제강점기기 사직단 영121 . 
역이 사직공원으로 변형되었고 년대 당시까지도 시민공원으로 사용1960
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직단 영역 전체가 보존의 대상은 아니라. 
고 여겨졌던 것이다.

도로 건설로 인한 사직단 대문의 이축은 년 월 일 문화재위원회  1966 9 2
회의에서 또 다시 거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회의 결과 이전은 불가하며 . ‘
현 위치에서 보존하기로 함 으로 결론 지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직단 대’ . 
문 이축 허가를 계속해서 요청하였고 이는 년 월 일 월 일의 1966 9 2 , 10 19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이후 년 월 일 월 일. 1967 1 25 , 3 10 , 3
월 일의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는 보류하기로 결정이 났으며 월 일 20 4 20
결국 사직단 대문 이축은 승인되었다 회의록에는 현 상태로는 보존이 곤. ‘
란함으로 현 위치에서 후방으로 이전하기로 의결함 이전 장소는 관계 전. 
문위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케 한 후 재논의 하기로 함 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나 년 월 일의 회의에서 문화재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안. 1967 5 2
한 이전 위치가 현 위치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며 방향이 다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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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고 이전지는 현 위치의 직 후방으로 필요한 최단거리 로 할 ‘ (5~7m) ’ 
것을 통보하였다 이후 몇 차례의 절충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에 . 
대해서는 기록되어있지 않으며 년 월 일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1967 8 12
는 사직단 대문을 이축하지 않으며 현 위치에 두고 철책 등을 보수하여 ‘
보존키로 하였다 국가기록원 그 결과 사직’ .( , BA0120140, DA0220425) 
단 대문은 담장과 분리된 채 도로 가운데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62)

다 년의 이축. 1973

서울시는 년 월 문화재관리국에 사직단 대문 이축 승인을 또 다시  1973 6
요청하였다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이를 승인하였으며 국보건설단 대표 강. (
봉진 에 의해 설계 시방서가 작성되었다 시방서에 의하면 설계 개요는 ) , . 
사직단 대문을 현 위치에서 후방으로 이전하여 복원함에 따른 일부 ‘ 10m 
보수 단청공사 이며 보수 범위는 이건에 따른 해체 복원 기와 일부 교체’ ‘ , , 
목재 일부 교체 였다 또한 해체 시 발견 발굴 되는 명문의 기록 유물 등’ . ‘ , 
은 소중히 보관하여 복원공사의 참고로 하되 국가에 귀속한다 고 정하고 ’
있다 예산은 원으로 문화공보부는 몇 가지 조건 하에 이축을 . 2,000,000
승인하였다 국가기록원 공사는 년 월 .( , BA0120706, BA0120691) 1973 9
착공 월 완공되었고 이로 인해 사직단 대문은 후방으로 이축되었, 11 10m 
다 당시 정문 앞에 도로만 있고 인도가 없었으나 이 공사로 인해 인도가 . 
생겨나게 되었다.

62) 전략 사직단 정문은 우리가 사적 변형을 승인하지 않으니까 건물을 그렇게 보기  ( ) 
흉하게 고립시키고 후퇴하지 않을 수 없게 밀어댔다 후략 동아일보. ( ) ( ,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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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이축 후인 년 사직단 대문 지적현황도 출처 서울기록원 1982 ( : )

라 이축 승인 조건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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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승인서를 참고하면 원형 이나 기존 부재의 재사용에 대해서는 명시 ‘ ’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따로 강조하지 않았을 뿐 기본적인 전제 . 
조건으로 여기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변경 사항으로는 기와 일부 교. ‘
체 목재 일부 교체 기와공사 중 암막새는 용 수막새는 봉황으로 문양, ’, ‘ , 
을 교체할 것 이 있으며 해체 순위에 따라 각 부재마다 일련번호를 기입’ ‘
하여 이건 시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유의할 것 공사 전 실측 안내판 설’, , 
치 보고서 제출을 지시하고 있었다 부록 참조 국가기록원, .( )( , BA012076, 
BA0120691)

이는 장에서 도출한 역사적 건축물 이축 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 2.4 , 
즉 이축 과정의 기록 해체 단위와 순서 보수 복원 사항 안내판 설치 등, , , 
이 대부분 다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원위치 표시에 대한 내용은 존. 
재하지 않았는데 이는 사직단 대문은 조선시대를 비롯해 년에도 이1962
축된 적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위치에는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존 위치의 발굴 조사도 생략되었던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밖에 현대적 재료가 도입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지만 . 
배수로 맨홀과 가로등이 접하고 있으므로 이점을 고려 할 것이라는 내용‘ ’
을 통해 주변에 현대적 시설이 이미 설치되어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사직단 대문의 안내판에는 년 사직로 건설로 인한 이축 1962 14m 
과 년의 이축 기록이 모두 안내되어 있다1973 10m .

광희문(3)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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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년 광희문 이축과 성곽이 복원 공사의 전과 후 1975

폐쇄지적도 서울시항공사진서비스 서울기록원( , , , 

국가기록원 의 자료를 참고로 하여 저자 작성(BA0806569, BA0806570) )

가 퇴계로 확장과 년 광희문 철거 위기. 1966

광희문은 년 서울 도성팔문 1396 63)의 하나로 건설되었다 서소문과 함께 . 
시체가 나가는 문으로 이용되어 속칭 수구문으로 불리었다 일제강점기인 . 

년을 전후하여 문루가 자연붕괴된 것으로 추정되며 년대에는 1915 , 1960
홍예만 남은 가운데 주위로 민가가 밀접해 있어 보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
었다 서울기록원 광희문이 속해있는 서울 한양도성은 년 사적 제.( ) 1963
호로 지정되었다10 . 

사적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년 퇴계로와 장충동 간의 도로 확장 공 1962
사 계획이 세워짐으로 인해 광희문은 성벽 와 함께 헐려나갈 위기에 30m
처했었다 아래 그림에서 번 도로의 확장 그러나 년 월 일 이 .( ) 1966 9 2⑪
문제가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철거를 중지하기
로 하였으며 서울 성곽을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기로 결정되었다 부.(
록 참조8 )

63) 광희문 남소문 혜화문 동소문 창의문 북소문 은 한양도성 일대와 함께 사적 제 ( ), ( ), ( )
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소의문 서소문 의 경우 년 일제의 도시계획에 따라 근10 ( ) 1914

처 성곽과 함께 철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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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년 에서 광희문의 서울도시계획가로망도 1953

위치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 )  
그림 42 임종 앞둔  ‘
늙은 성곽 수구문’
출처 동아일보( : , 

1962.10.10.)

나 문화재 지정 이후 년의 이축 승인 요청. 1974

년 월 서울시 중구에서는 서울시 교육위원회를 통해 문교부에  1966 9
광희문 이전 설치 승인 요청 을 보냈으나 문교부에서는 광희문을 철거< > ‘

치 않고 독립문과 같은 형식으로 보존 할 것을 결정 통보하였다 그러나 ’ , . 
같은 해 월 서울시는 광희문의 도로를 절하하게 됨으로 이10 ‘ 0.6~1.5m 
설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이축 승인을 재신청하였고 문화재위원회에서’
는 도로가 절하되더라도 현 위치에서 보존하여야 함 을 결정하였다 당시 ‘ ’ . 
신문기사에 의하면 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노선을 우회시켜 로터1966
리 형식으로 계획을 바꾸게 되었다고도 전해진다 매일경제.( , 1966.9.5.) 
신문기사에는 또한 광희문 철거에 대한 아쉬움과 보존에 대해 주장하는 
기사들64)이 실리기도 하여 당시의 여론을 알 수 있다. 

64) 임종 앞둔 늙은 성곽 수구문 동아일보 ‘ ’( , 1962.10.10.)
수구문을 지키자 경향신문     ‘ ’( 1963.5.20.) 
헐리게 된 광희문 동아일보    ‘ ’( , 196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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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홍예만 남은 광희문 년 출처 서울기록원 , 1974 ( : )

그림 44 광희문 복원 전  

년 현황도 1974

출처 서울기록원( : )

 그림 45 이축 계획 없던 상태 광희문 복원  ( ) 

조감도 년 출처 서울기록원, 1974 ( : )

다 서울성곽 복원과 광희문 이축. 

광희문의 이축은 서울성곽 복원 사업과 관련하여 또 다시 논의되었다 . 
년 월 일 서울시는 문화공보부에 광희문 복원 공사 설계 승인 1974 10 16 <

신청 을 보냈으며 광희문 수구문 복원계획서 를 함께 첨부하였다 이> < ( ) > . 
에 의하면 공사 내용은 문루복원 평 홍예문 계단 및 주변 성벽 복‘ (12.07 ), 
원 성곽 및 여담 복원 안내판 형 개소 토공사 조경공사 였으, (20m), C (1 ), , ’
며 시공청 및 예산 부담은 서울시에서 하기로 결정되었다 월 일 문. 11 16
화공보부는 서울시에 광희문 복원을 허가하되 연내 준공할 것 등 몇 가지 
조건을 준수하도록 제안하였다 설계 검토 금액은 원으로 정해. 35,453,580
졌다.

공사는 문화재 복원 공사로서 풍부한 경험과 신용이 있는 시공 업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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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기 위해 경쟁지명으로 진행되었다 지명된 업체는 총 곳으로 현대’ . 6
건설주식회사 대림산업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양사 도진건설주식회사 주, , , , 
식회사 대원기업공사 공영토건주식회사였으며 이 중 대림산업주식회사, 
대표 이재준( )65)가 선정되었다 년 월 일 기공하여 공사를 시. 1974 12 11
작함과 동시에 서울시는 교통장애를 문제로 광희문을 이축 복원하기15m 
위한 승인을 문화공보부에 신청하였다 광희문 북쪽 서쪽 끝 동대문 쪽. ( )
이 퇴계로 왕십리간 간선도로에 돌출되어 교통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
이 이유였다.

년 월 일 문화공보부에서는 이축을 승인하였고 승인조건으로  1974 12 20
현 광희문 원위치 중앙에 광희문지를 음각한 장대석을 설치토록 할 것 을 ‘ ’
제시했다 이로 인해 여담 복원 연장 계획이 당초 에서 로 감소되. 56m 15m
었다 년 월 또 한 번 설계 변경 신청이 있었는데 기존의 건물이 . 1975 10
철거되지 않아 광희문 남측 계단 일부를 내측으로 변경 시행 할 수밖‘ 2m ’
에 없다는 내용이었으며 이는 승인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여러 차례의 , . 
설계 변경과 주변 건물 철거 지연으로 인해 준공일이 차례 연기되었고3 , 
예산액은 증액되었다 애초에 년 월 일이 준공기한이었던 것이 . 1974 12 31

년 월 일까지 연장되었고 년 월 일에야 마침내 준공1975 10 31 1975 10 15
되었다 도급액은 총 원이 소요되었다. 40,100,000 .

65) 년 대림산업으로 시작되어 현재의 대림엔지니어링 이 되었다 도로 항만 발 1939 . , , ㈜
전소 등의 건설에 많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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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광희문 이축 계획도 점선이 원위치 실선이 이축지 ( , ) 

출처 국가기록원( : , BA0806570)

그림 47 광희문 이축 전 년 과 후 년 의 항공사진  (1973 ) (1976 )

출처 서울특별시 항공사진 서비스( : )

 

라 이축 승인 조건과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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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희문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문루가 완전히 훼손되고 석축만 남아있는  
상태로 유지되었기에 원형 이라는 기준 설정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 ’
며 고증 시 문화공보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점만이 명시되어 있었다, . 
더불어 공사 과정의 기록 안내판 설치 등이 요구되었던 한편 기타 역사적 , 
건축물 이축 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 즉 원위치의 발굴 해체 단위와 , 
순서 현대적 재료 관련 유의사항에 대한 지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 

년 문화공보부에서는 현 광희문 원위치 중앙에 광희문지를 음각한 1974 ‘
장대석을 설치토록 할 것 을 지시하였으나 현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다’
만 한양도성이 지나던 자리를 따라 길 위에 음각석으로 표시하고 있어 광
희문의 원위치를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이다 문화재 안내판에서는 이축 사. 
실에 대해 밝히고 있다.

그림 48 광희문과 한양도성길 년 (2021 )

독립문(4) (1978)

독립문은 년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번지 의주로 현 통일로 1897 941 ( )
에 건립되었다 해방이후 의주로에 차도가 놓였고 독립문은 차도 한가운. 
데 고립되어 놓이게 되었다 년에는 김포공항과 경인고속도로 및 영. 1976
등포 도심부와 강북 도심 간을 연결하는 성산대로 건설이 추진되었고 독
립문을 통과하는 지점에서는 고가도로로 계획되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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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문이 고가도로 밑에 놓이게 되므로 서울시 도시정비국에서는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여 이축 보존하고자 년 문화재관리국에 현상변경을 , 1977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는 승인되지 않았다 문화재관리국은 문화재의 원. . 
위치 보존이 중요하며 도로계획선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서울
시 도시정비국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고가도로가 독립문을 우회해 자형S
으로 구부러지도록 변경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도, . 
로 건설이 진행되고 독립문 가까이 이르는 것을 목격하게 되자 다수의 시
민들은 경관의 훼손에 대해 비판하고 독립문을 이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서울시 도시정비국은 년 월 일 또 다. 1978 12 26
시 이축을 위한 현상변경을 신청하였고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시민들의 여
론을 받아들여 이축을 승인하였다 서울기록원 국가기록원.( )( , BA0123263, 
BA0123264, BA0123330)

공사로비는 원이 소요되었고 년 해체 발굴 조사를 거 394,208,000 1979
친 후 이축에 착공 년 월 일 준공되어 기존의 위치에서 북서쪽, 1980 3 11
으로 약 떨어진 곳에 자리 잡게 되었다 년 월 일 문화재관리70m . 1979 2 5
국에서 작성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서 에 의하면 이축 조건으로 < >
이건 예정지 평 는 모두 녹지공원으로 조경하고 녹지지대 내에 진입 ‘ (800 )
보도는 내지 말 것 영은문 주초석은 따로 분리하여 이건치 말고 현재의 ’, ‘
방향과 같이 독립문과 동일 지역으로 이건할 것 태극 문양과 사괘는 그 ’, ‘
자체가 문화재이므로 수정치 말고 그대로 설치할 것 독립문 기단은 별’, ‘
도로 만들지 말고 현재 매몰된 하부를 노출하여 원상대로 복원할 것 독’, ‘
립문의 내부 구조는 재질의 변경이 없도록 원자재와 동질의 자재를 사용
하여 원래의 구조대로 복원할 것 기초는 예정지의 지반과 지내력을 조’, ‘
사하여 하중에 이상이 없도록 설계를 보강할 것 등을 지시했음을 알 수 ’ 
있다 국가기록원 확인 결과 이 지시 사항들은 대체로 지켜.( , BA0123263) 
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축을 둘러싸고 일어난 갈등에 대해서는 장. 4.1.(2)
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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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년 독립문 이축 전후 1979~1980

폐쇄지적도 서울기록원 국가기록원 의 ( , , (BA0123263, BA0123264, BA0123330)

자료를 참고로 하여 저자 작성)

유사 사례 지하철 건설과 동대문 남대문(5) : , (1971)

동대문과 남대문은 년 지하철 건설로 인한 진동과 훼손의 위험에  1971
노출되었으나 협의 끝에 서울지하철공사 측에서 진동 방지책을 마련하고 
노선을 우회시킴으로써 훼손으로부터 보호하였다 서울지하철공사와 문화. 
재관리국에서 주고받은 문서를 통해 건축유산의 보존 합의 과정을 요약하
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년 월에 걸쳐 서울시와 지하철건설본. 1971 2~3 , 
부는 문화재관리국에 노선 도면과 시방서를 송부하고 협조를 의뢰하였다. 
곧이어 월 일 지하철 호선이 착공하였고 문화재관리국에서는 남대문4 12 1
의 경우 직접 저촉되지는 않으나 진동 방지책을 요구하였다 동대문의 경. 
우 직접 저촉되므로 노선 변경을 요구하였다 부록 참조.( 16 )

년 월 일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는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성 1971 5 27
욱호 과장이 참석하여 외국에서 사용하는 최고의 방진법을 사용하여 문화
재를 보호할 것이며 노선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문화. 
재위원회는 문화재를 피하여 노선을 확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하고 
공사를 중지시키기로 하였다 이어서 지하철건설본부에 남대문 보존을 위. 
한 과학적인 기술 자료와 동대문 노선 이전을 요구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
소 측에 협조를 의뢰하였다 년 월 일 서울시는 문화재관리국에 . 1971 8 28
남대문 부근 지하철 시공 승인 신청과 함께 도면을 송부하였고 월 일 9 1
한국과학기술원에 의뢰했던 지하철 진동에 관한 연구보고서 요약문을 송
부하여 방진 대책을 적용하면 해당 문화재에 악영향은 없을 것임을 알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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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월 일 문화재관리국에서는 가지 조건 아래 남대문 문화재보호. 10 20 4
구역 내 현상변경을 허가하였다 조건 중 하나로 현 노선을 남대문 중심 . 
기단부에서 이설 가능성 여부의 재검토를 문화재위원회가 지정하4~5m 
는 전문가 참여 하에 공동 조사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검토 결과 곡선 구
간으로의 이설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한편 문화재관리국에서는 . 
동묘와 보신각 주변 노선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월 . 12 2
일 서울시는 동대문 부근 노선을 변경하여 문화재 보호구역 내 지하철 건
설을 위한 현상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문화재 관리국에서는 남대문과 동‘
일한 방진공법을 사용 시공할 것 을 전제로 이를 승인하였다 부록 참’ .( 16 
조)

그림 50 동대문 부근 지하철  1971.12.2. 

노선 이설도 출처 국가기록원( : )
 그림 51 동대문 부근  1971.12.2. 

지하철 노선 이설도 

출처 국가기록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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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동대문 부근 지하철 노선의 변경 

그림 53 남대문 부근  1971.8.28. 

지하철 노선도 출처 국가기록원( : )
 그림 54 남대문 부근  1971.10.19. 

지하철 노선 이설 불가에 관한 도면 

출처 국가기록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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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말 년대 초 서울시 주도 개발사업3.4. 1970 ~1990
사유 문화재 부문( )

도시개발에 의한 이축 중 년대 말 년대 초에 집중되어 있는  1970 ~1990
도정궁 경원당 장교동 한규설 가옥 구 벨기에 영사관(1978), (1980), 

월계동 각심재 는 도로 건설이나 재개발에 의한 것으로서 (1980), (1990)
이축을 직접적으로 추진한 주체는 소유주였으나 서울시 도시계획국 및 관
련부서로부터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년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재개발 이라는 개념 1965 ‘ ’
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도시계획상 하나의 지구로서 재개발지구 가 도. ‘ ’
입된 것이다 그리고 이듬해인 년 월 이 법에 근거하여 세운상가 . 1966 10
일대가 도심부 최초의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이후 조국 근대화 라는 국가발전 정책을 추진하던 박정희 대통령2001) ‘ ’
은 도심부의 현대적인 개조를 중요한 추진시책으로 고려하였고 도심재개, 
발은 서울시 행정에서 단연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년 처. 1971
음으로 도시기능 현대화 및 이를 위한 도심재개발 이 서울시정의 기본방‘ ’ ‘ ’
향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도심재개발을 담당하게 
되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속에도 도심재개발이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 
고 년에 개의 도심재개발구역이 지정되었다 소공 도렴 적선 을1973 12 . , , , 
지로 가 서울역 서대문 장교 무교 다동 선린 남창 남대문로 가 태1 , - , , , , , , 3 , 
평로 가 구역이 이때 지정된 도심재개발 구역이다 이어서 년에 광2 . 1975
화문 및 신문로 개 구역이 추가되었으며 년에는 평화시장을 재개2 , 1976
발하기 위한 청계천 가 구역이 지정되었다 광화문에서 시청 및 남대문에 7 . 
이르는 도심부 핵심지역 일대에 대대적인 도심재개발이 이루어졌다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년 구자춘 시장의 취임과 함께 도로 공원, 2001) 1976 , , 
주차장을 일컫는 이른바 대 공간의 확보가 서울시의 주요 시책으로 등‘3 ’
장함에 따라 도심재개발은 이를 위한 중요한 실현수단으로서의 위상을 부
여받았다 서울역사편찬원.( , 2016a)

해당 사례 개의 이축 전 원위치를 년대 도심재개발대상구역도 위 4 1970
에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시된 대상은 왼쪽부터 도정궁 경원당. (1978), 
구 벨기에 영사관 장교동 한규설 가옥 월계동 각심재(1980), (1980), 

이다 개가 도심재개발지구 내에 포함되어있으며 나머지 개도 (1990) . 3 1
재개발지구와 연접한 곳에 위치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당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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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지구에 속하지 않았던 외곽으로 이축되었다.

그림 55 년 서울시  1979

도심재개발대상구역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001) 

위에 유형과 유형의 사례 원위치 표시(D-1) (D-3)

도심부 도로망 확충은 재개발에 비해 비교적 빨리 진행되었으며 교통량 
이 많은 대로나 국가상징도로부터 확폭한 후 중로와 연결하고 소로는 그 
이후에 정비되었으므로 대로변에 접하고 있던 건축문화재들부터 먼저 이
축되었다 이는 장의 사례와 일치한다 장의 사례 중에도 도로 건설. 3.3 . 3.4
로 인한 것이 있지만 중로 또는 소로 변에 위치하던 것들로서 장의 사3.3
례에 비해 비교적 늦게 이축되었다.

장과 장의 사례들이 갖는 또 다른 차이점 중 하나는 이축지의 선 3.3 3.4
정과 건축물의 전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다 장의 사례들은 이축( ) . 3.3轉用
지가 도로를 비켜난 바로 옆으로 선정되었으며 건물의 용도 변화가 크지 
않은 편이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장소성, 66) 보존 시민들의 기 , 
억 존중을 위해 이동 거리를 최소한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장. 3.4
의 사례들은 이러한 결정에 있어 소유주의 의견이 가장 존중되었으며 그 
결과 원위치 원래의 용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게 되었다 특이 사례로 , . 3.4
장 사례 중 구 벨기에 영사관의 경우에는 한국상업은행 소유로서 원위치

66) 장소성이라는 개념은 년 처음 국내에서 처음 논의된 적 있으며 년대에 들 1978 1990
어 건축계에서 관심을 얻기 시작하였다 김인성.(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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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 없는 곳으로 이축되었지만 이축지 선정에 있어서 신중한 편이었
다 당시 한국상업은행에서는 이축 후보지 곳을 선정 문화재관리국에 . 11 , 
전달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인 사당동으로 결정하였다 이축지 . 
선정 기준에는 교통과 접근성이 중요 사항으로 다루어졌다 이는 소유주. 
의 문화재 보존 의식에 더불어 구 벨기에 영사관이 장의 사례 중 유일3.4
한 국가지정문화재67)였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구 벨기. 
에 영사관의 이축지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장에서 상세히 다루었4.3.(2)
다.

도정궁 경원당(1) (1978)

가 이축의 경위. 

년 월 서울시 구자춘 시장은 단핵 구조의 서울시를 핵으로 분산 1977 1 3
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포함되어 있는 성산대로 건설 계획은 . 
김포공항과 경인고속도로 및 영등포 도심부와 강북 도심 간을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해 월 구체적 도로 노선으로 중앙청 사직터널 , 11 , – – 
봉원동 연대 앞 사천교 망원동 영등포 수원지 안양천 제방 시– – – – – – 
흥동까지를 연결할 것으로 확정되었다 구자춘 시장은 이로써 김포공항에. 
서 서울로 향하는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을 기대
했다 조선일보 매일경제.( , 1976.11.3.)( , 1976.11.3.)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번지에 위치하고 있던 도정궁 경원당은 이 성 262
산대로 건설에 저촉되어 년 건국대학교 당시 서울시 성동구 모진동 1978 (

번지145 )68) 구내로 이축되었다 이축과 동시에 소유주 또한 정재훈 . 69)에
서 건국대학원으로 변경되었다 현상변경 승인서에는 이축의 목적을 지. ‘
방 민속자료인 유물을 영구히 손색없이 보존하여 후세에 길이 빛나도록 
함에 있음 으로 이축 후 활용 용도는 한옥 가정생활실습관 가정대학 가’ , ‘ (
정관리학과 으로 명시되어 있다 서울기록원 한옥의 규모는 평으)’ .( ) 36.66
로 사직동 문화재 한옥 이전 및 복원공사 는 년 월 일 착공 같< > 1978 7 5 , 

67) 장 사례 중 구 벨기에 영사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시 지정문화재에 해당한다 3.4 .
68) 현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번지 1 .
69) 대양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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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 월 일 완공되었다10 5 .

그림 56 성산대로 건설 이전 도정궁 경원당의 원위치  (1969), 

출처 중앙지도문화사( : , 1970)

나 이축 승인 조건과 이행. 

년 월 일 문화재관리국의 사직동 정재문가 이축 공사 설계 승 1978 8 3 <
인 에 의하면 한옥 이축 공사 시 기단 장대석 기초석은 현재 상태와 원> ‘
형을 사용하실 것 목재는 해체하여 구재를 최대한 사용토록 하되 부식’, ‘
되어 재사용이 부득이 불가한 자재만 신재 육송으로 사용하실 것 기와 ’, ‘
역시 해체하여 재사용 하되 부식되어 파손된 량만은 원형과 같은 규격품
으로 구입하여 시공하실 것 문짝은 현재 한옥에 맞는 창문만을 재사용’, ‘
토록 하고 지붕 부분에 합각 문양은 현재 문양과 동일하게 시공하실 것’, 
이축공사 준공 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것 등을 제시하였음을 ‘ ’ 
알 수 있다 서울기록원.( )

이 건축물은 일제강점기 때 화재로 소실된 이후 년 사이에  1914~1921
재건된 것으로서 그 이후 큰 변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 .(
광진구 따라서 기단의 원형 은 건립 당시 년까지 유지되어 , 2009) ‘ ’ ~1978
오던 상태 기와의 원형 은 파손되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 ‘ ’
다 그러나 향 에 대한 지시는 없었는데 이축 전에는 남쪽에 도로를 낀 . ( )向
사각형의 집터에 동남향 ㄱ자로 배치되어있었으나 이축 시 남향으로 바, 
뀌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밖에 원위치의 발굴 해체 단위와 .( , 2009) , 
순서 보수 복원 사항 원위치 표시와 안내판 설치 등에 대한 지시 기록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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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축 허가 후 추가 논의 사항으로 문화재 부대시설로. 
서의 전기시설 설치가 논의되었으나 문화재 원형 보존에 지장을 주므로 ‘
설계 승인 내용에 따라 전기 등 부대시설 설치는 불가 하게 되었다 서울’ .(
기록원 이축 후 학교 당국은 공간을 활용하지 않고 보수 복원도 없이 방) 
치하였는데 서울특별시 현대적 시설이 허가되지 않았던 것이 일( , 1990) 
부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년 보수 공사 이후 일반. 2014
에게 공개하고 해설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안내판에는 이축 기록
이 안내되어 있는 상태이다.

장교동 한규설 가옥(2) (1980)

서울시 중구 장교동 번지에 위치하고 있던 장교동 한규설 가옥은  63-1
조선시대 당시 그 대지가 여 평에 달했으나 년에는 여 평만1,200 1976 400
이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0) 1973
년 장교동 재개발지구 지정으로 인해 년 국민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1980 (
정릉동 번지 구내로 이축되면서 규모는 또 한 번 축소되어 855-2 ) 

평만이 남게 되었다 구조도 약간 변경되어 건넌방이 정면 칸에서 100.26 . 1
칸으로 늘어났으며 보수 복원도 함께 이루어졌다 서울특별시1.5 .( , 1990) 

이축지는 당시 군사 시설 보호구역 내에 해당하는 곳이라 공사 세부 사항
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축 후 국민대학교 생활관으로 활용되었으며 . 2000
년대 이후 재단법인 명원문화재단의 이름을 따 명원민속관이라 칭해져왔
다 전통 공연이나 행사 등을 개최하는 장소로 쓰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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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년 서울 도심부 재개발 계획도 국가기록원 중 장교동  1978 ( ) 

한규설 가옥 위치

구 벨기에 영사관(3) (1980)

년 서울시 중구 회현동 가 번지에 건립된 구 벨기에 영사관 1905 2 78~79
은 이후 일본 요코하마 생명보험회사 일본 해군성 문관부 관저 해방 후, , 
에는 대한민국 군 헌병대 한국상업은행 창고 등으로 사용되었다 한국상, . 
업은행70)은 본점을 신축할 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년 이 건물을 불하1968
받았고 임시적으로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 구 벨기에 영사관이 위치해. 
있던 회현동 부지는 년 회현지구 재개발 구역 지정1981 71)을 앞두고 

년 고층 건물로의 신축을 위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려고 했으나 1979
년 월 사적 제 호로 정식 지정되어 철거가 어렵게 되었으며 문1977 11 254

화재관리국과 협의하여 년 이축이 결정되었다1980 .

70) 현 우리은행 .
71)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청진동 신신백화점 일대 등 개 도심지재개발 지구의 재개 4

발 사업을 시행하고 하반기에 소공동 일대 등 개 지구의 사업을 시행키로 일 97 6 31
확정했다 지역별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략 회현지구 회현동 일대 구 벨. . ( ) = 78 
기에 영사관 자리 천여 평에 상업은행이 지하 층 지상 층의 업무용 건물을 신3 4 , 15
축 동아일보.( , 198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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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지는 현 서울시 관악구 사당동 번지 일대 541-1 72)로 규모는 , 
평 이며 공사비 원을 들여 년 착공1,569.58 (474.8 ) 674,900,000 1980 , ㎡

년 월 일 준공되었다 년 월 일 문화재관리국의 지정1982 8 31 . 1979 9 14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 제출 에 의하면 건물의 양식 구조는 고증 > ‘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형을 찾아 설계하도록 할 것 이건 설계 및 이건복’, ‘
원공사 시행 과정에 관계전문가로 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사 전반에 대
한 자문을 받도록 할 것 내부 시설의 활용은 본 건물을 사적으로 지정 ’, ‘
보호하는 역사적 의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 등이 유의사항으로 ’ 
제시되었다 국가기록원 이를 위해 몇 차례의 회의가 개최.( , BA0123381) 
되었으며 이 내용은 장에서 상세히 다루었다4.3.(2) .

장에서 도출한 역사적 건축물 보존을 위한 이축 고려 사항 가지 2.4 < > 8
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축 시 그 과정의 기록 해체 단위와 순서 보수 , , , 
복원 사항 현대적 재료 관련 유의사항 등이 미리 논의 되었으나 기타 원, 
위치의 발굴 원위치 표시와 안내판 설치 등에 대한 지시 기록은 찾아보기 , 
어려웠다 현재 안내판에는 이축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

그림 58 이축 전 구 벨기에 영사관 지적도  

출처 서승현( : (2009))

 그림 59 이축 직후 구 벨기에  

영사관 출처 건축문화( : )

72) 현 관악구 남현동 번지 105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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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구 벨기에 영사관과 신축된  

상업은행의 배치도

 
그림 61 회현지구 재개발 계획도 , 

이 구 벨기에 영사관이 있던 블럭 ⓵
출처 경향신문( : , 1983.11.28.)

월계동 각심재(4) (1990)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번지에 위치해있던 각심재 경운동 정순주 66-7 (
가 의 이축이 처음으로 논의된 것은 년 서울시 지방 문화재위원회 ) 1987
회의였다 회의에는 부시장. 73)과 시정연구관 문화재위원 주남철 홍윤, , 
식74) 안제승, 75)이 참여하였다 홍윤식은 심우장. 76)의 경우 건축물자체보
다는 유래에 주안점을 두어 문화재로 지정한 예가 있는 바 장소에 역사성, 
이 없다면 이축해도 괜찮다고 하였으며 안제승은 당시 건축문화재의 이축
과 관련한 규정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안제승과 주남철은 그러한 상. 
태에서 이축을 허가하고 선례를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제도적 기준을 마

73) 김진원 서울시 부시장 재임 (1953~1996): 1985~1988 .
74) 홍윤식 역사학자 불교민속학자 문화재위원 (1934~2020): , . 1967~1986 .
75) 안제승 무용이론가 연출가 (1922~1996): , .
76)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만해 한용운의 유택으로 년 서울시 기념물 제 1985 7
호로 지정되었다가 년 사적 제 호로 승격 지정되었다2019 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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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부시장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 이런 집. , 
을 수리 보전할 수 있도록 조치 연구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시정연구관은 
이 부근은 한국 전통 주거 형태를 재현하려고 연구 중인 곳으로 이축 하, 
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운니동 김승현가. 77) 이축에  
관한 안건도 제시되었는데 이 역시 기준 마련 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부록 참조 그러나 이후의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에서는 이러한 이축 ( 11 ) 

기준 마련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기록원.( )

이듬해인 년 소유주는 해당 구역의 도시계획 지가 상승 등에 의한  1988 , 
영향으로 문화재 해제 승인을 건의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
았다 이후 소유주가 예안이씨이조판서공파종회로 바뀌었고 년 이축 . 1990
승인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축의 이유는 소방도로에 저촉되며 현 소유. 
주가 관리하지 않고 있어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축지는 소유주 . 
측에서 정하였는데 처음에는 종로구 평창동이었으나 후에 노원구 월계동 

번지로 변경되었다 비용은 소유주가 모두 부담하였으며 년 착766 . 1993
공 년 완공되었다 부록 참조 서울기록원, 1994 .( 11 )( )

77) 운니동 김승현 가옥 운현궁 영로당 년 서울시 민속문화재 제 호로 지정 ( ): 197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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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전후 서울시 역사문화장소 조성 사업 지3.5. 1990 (
방 지정문화재 사유 문화재 부문, )

역대 서울도시기본계획서를 비교하면 년도부터 도시의 역사와 문 1990
화 그 환경 보전에 대해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하였고 이 때에 역사문화, ‘
자산 이라는 개념도 처음으로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세황 박소현’ .( , , 

년 서울아시안게임과 년 서울올림픽이라는 국제 행사는 2019) 1986 1988
서울의 도시 이미지와 정체성 조성에 대한 관심을 높였으며 이에 대한 해
결책으로 도시 역사성 강조가 제시되었다. 

역사문화장소 조성 78)을 위한 이축 유형으로 서울시 올림픽준비단 이 「 」
추진한 경희궁 복원 사업 서울시 년 기념사업단 이 추진한 < >, 600「 」
남산골 한옥마을 조성 사업 이 있다 이들은 모두 국가지정문화재가 아< > . 
닌 서울시에서 지정한 지방 지정문화재였다.

경희궁 복원을 진행시킨 서울시 올림픽준비단 은 서 (1984~1989)「 」 「
울시 올림픽기획단 의 후속 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행정(1983~1984)」 『
기구에관한규정 의 시행으로 구성되었다 하위조직으로는 (1984.12.31.) . 』
시설담당관 토목담당관 문화담당관 건축담당관 기획관 기획담당관 설, , , , , , 
비담당관 관광담당관 관리담당관 등을 두고 있었다 당시 한국은 발전국, , . 
가로서 올림픽을 매개로 다양한 도시개조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또한 . 
당시 올림픽 개최는 스포츠 경기만이 아니라 수많은 문화행사와 심지어는 
학술행사까지 포괄하는 거대한 문화이벤트로서 국제사회 내에서 발전국
가가 문명화된 사회로 인정을 받으려는 전략과도 관계가 있었다 이를 위. 
해 문화공보부는 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 예술의 전당 현대미술관 1982 , , 
등의 다양한 문화시설과 역사유적 공원 계획을 발표했고 년 월 1983 3 30
일 공개된 문화올림픽계획 으로 이어졌다 박해남 이러한 시설< > .( 2019) 
들은 서울아시안게임 또는 서울올림픽 이전에 완공을 위해 <86 > <88 > 
급하게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스펙터클을 보조하는 스펙터클이자 ‘
보여주기 또는 과시용 선전물 이라고 평가되기도 했다 양은희’ .( , 2007) 

서울올림픽대회백서 서울특별시 문화과 에 의하면 대회 여건 ( , 1990)『 』
조성을 위해 문화 예술 진흥 계획을 세웠고 그 중 하나가 문화재 정비였
다 서울 지역 문화재 보수는 년부터 연차별로 추진되어 총 건이 . 1982 94

78) 서울시에서 역사문화장소를 조성하게 된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는 장에서 다루었 4.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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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으며 경희궁 복원 계획이 포함되었다.79) 

서울시 지정문화재의 이축을 통한 남산골 한옥마을 조성 사업 은 서 < > <
울 정도 년 기념사업 의 일환으로 서울시 년 기념사업단600 > 600「 」80)

에 의해 추진되었다 년부터 기획된 서울 정도 년 기념사업 은 . 1986 < 600 >
년에 걸쳐 총 개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서울 정도 년 1993~1994 228 . < 600

기념사업 의 기본 방향은 도시 발전을 위한 실질적 효과 추구 종합적 > ‘ ’, ‘
접근으로 사업의 총체적 효과 도모 뿌리의식을 지키면서 미래지향성 추’, ‘
구 시정자세와 시민정신의 쇄신 계기화 로 단순한 기념행사에 그치지 않’, ‘ ’
고 당시 서울에서 결여되어 있고 미래의 서울이 지향하는 정신 환경 문, , 
화 국제기반을 튼튼하게 다져나가는 개별적 실천 사업을 목적으로 하였, 
다 이 중 남산골 한옥마을 조성 사업 의 상위계획인 남산 제 모습 가. < > <
꾸기 는 훼손된 남산의 원 지형을 회복하고 옛스러운 정원을 조성하여 > ‘ ,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한옥촌을 조성하여 시민 전통생활문화 교육장
으로 활용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서울특별시 서울 년기’ .( 600
념사업단, 1994)

이상과 같이 서울시 기타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에서는 지방 지정 건축문 
화재를 이축하여 역사문화장소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역사적 고증. 
이 불가능하거나 고증이 되어있음에도 그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은 채 이
축이 이루어져 건축문화재의 훼손을 초래했다 이들 사업은 이벤트적 성. 
격이 강하여 한정된 기간 안에 완료하려다 보니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못했고 외형적 복원을 통한 보여주기에 집중하였다는 점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희궁 복원과 관련해서는 건축역사학. 
자인 이상해 김동욱 김성우 등이 모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더욱 , , 
신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반면 남산골 한옥마을은 복원 이라는 명목을 . ‘ ’
내세우지 않았을 뿐더러 사업 과정에서 정도 년 기념사업 시민위원600「
회 를 구성하여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서 거부감이 적었던 것으로 」
유추할 수 있다.

79) 경희궁지는 서울올림픽 을 위한 프로젝트 중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받았 <88 >
는데 문화재 정비와 공원 조성 이었다 공원의 경우 올림픽공원 아시아공원 등 개‘ ’ ‘ ’ . , 10
가 올림픽을 대비해 조성되었으며 그 중 하나가 경희궁 근린공원이었다.

80) 년 조성된 서울시 년 문화사업 추진위원회 는 년 서울시 년  1991 600 1993 600「 」 「
문화사업추진위원회 를 거쳐 서울특별시 년문화사업추진위원회설치조례 에 의< 600 >」
해 년 서울시 년 기념사업단 으로 발전했다1994 600 (1994~19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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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궁 흥화문(1) (1987)

경희궁 흥화문은 평 칸 규모로 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 이미  29.4 (3x2 ) 
몇 번의 이축을 겪었으며 이축 직전에는 서울시 중구 장충동 가 번지 2 202
신라호텔의 정문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원의 비용을 들여 . 84,722,000

년 착공한 서울시 유형문화제 호 흥화문 이전복원 실시설계1987 < 19 > 
공사는 년 시작된 경희궁 복원 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서울시 올림1985 「
픽준비단 문화담당관 에서 추진한 것이며 문화재관리국에 이축지 결정」
을 요청을 하였다 문화재위원회의 조사 결과 흥화문의 원위치에는 대한. 
적십자 건물이 세워져 있어 원위치 복원은 불가하였다 대신 그 부근으로 . 
이축지를 정하게 된 것으로서 원위치라는 요소를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
니었다고 볼 수 있다 경희궁 복원 사업 에 대해서는 장에서 상. < > 4.2.(1)
세히 다루었다.

그림 62 경희궁 현황 배치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에 현 흥화문  ( , 2018) 

위치 점선 와 원위치 추정 실선 표시( ) ( ) 



- 104 -

그림 63 이축을 위한  

흥화문 해체 작업 출처( : 

조선일보, 1987.11.5.)

 
그림 64 경희궁지로 이축된 흥화문  

출처 서울신문( : )

제기동 해풍 부원군 윤택영 재실 삼각동 도편수 이승업 가(2) , 
옥 관훈동 민씨 가옥 삼청동 오위장 김춘영 가옥,  , (1993)

남산골 한옥마을은 서울시 중구 필동 가 번지에 원의  2 84-1 4,735,238
사업비를 들여 서울시에서 조성한 야외박물관이다 서울시는 년 곧 . 1986 , 
맞이하게 될 서울 정도 년을 위해 서울시 년 문화사업 추진위원600 600「
회 를 구성하고 여러 사업을 추진하였다 남산골 한옥마을은 년부. 1991」
터 계획되기 시작했으며 지형과 전통정원 조성 공사를 먼저 마친 후 1995
년 남산골 한옥마을 해체 실측 및 이전 복원 공사 를 착공 년 월 < > , 1998 4
일 개관하였다18 .

공사 중 자문 및 점검내용으로는 해체 후 이전 복원하는 가옥의 목부재 ‘
는 구재를 최대한 활용하여 조립토록 할 것 남산골 한옥마을 공사는 지’, ‘
정 당시 존재하고 있던 건물을 위주로 이전 복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고증된 자료에 의한 배치 및 평면 그리고 내력 등은 안내판에 상세히 표‘
기 하도록 함 기와 보충재는 기존재와 유사한 규격의 것을 사용’, ‘ K.S. ’, 
내부 조명 기본 개념은 내부 전시계획에 따라 전시 개념과 주거 개념을 ‘
융통성 있게 적용할 것 누각 조명은 천장에서 반사되도록 간접 조명’, ‘ ’, 
콘센트는 각 방마다 설치 온돌은 재래식 온돌의 현태는 갖추고 그 위에 ‘ ’, ‘
전기온돌을 설치하여 관리가 용이하도록 할 것 등이 있었다 서울특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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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과 확인 결과 이들은 대부분 이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1998) .

남산골 한옥마을에는 총 채의 한옥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중 채가 이 5 4
축된 것이며 나머지 채인 옥인동 윤씨가옥은 모방 재현한 것이다 제기1 . 
동 해풍 부원군 윤택영 재실은 서울시 민속문화재 제 호로 서울시 동대24
문구 제기동에 위치해 있었으며 사랑채 평 사당 평 사주문(65.9 ), (14.53 ), 

평 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각동 도편수 이승업 가옥은 서울시 민속(1.81 ) . 
문화재 제 호로 서울시 중구 삼각동 번지에 위치해 있었으며 안채20 36

평 별채 평 사주문 평 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사 중 (25.3 ), (11.11 ), (1.81 ) . 
자문 및 점검내용으로 당초 계획대로 복원하되 다만 기단부는 매몰 되었‘
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하여 더 노출된 때에는 원래대로 복원 할 것이 ’
지시되었다 서울시 민속문화재 제 호 관훈동 민씨가옥은 서울시 종로구 . 18
관훈동 번지에 위치하던 것으로 안채 평 사랑채 평 별30 (71.41 ), (18.73 ), 
당채 평 사주문 평 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사 중 자문 및 점검(7.84 ), (1.81 ) . 
내용으로 기와는 구재는 남측으로 신재는 북측으로 몰아서 사용토록 할 ‘ , 
것 이 지시되었는데 이 집이 남향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관광객 입장에’ , 
서 잘 보이는 쪽에 구재를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민속문화. 
재 제 호 삼청동 오위장 김춘영 가옥은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번지에 8 125
위치하고 있던 것으로 안채와 사랑채를 합쳐 총 평 규모이다 서울24.47 .(
특별시 문화재과 남산골 한옥마을의 건립 배경에 대해서는 , 1998) 

장에서 상세히 다루었다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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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남산골 한옥마을 배치도 출처 남산골 한옥마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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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이후 문화재청 주도 복원 사업3.6. 1990

문화재청 혹은 그 전신 기관에서 추진한 복원을 위한 이축 사례로는  
년 문화재관리국에 의해 추진된 경복궁 광화문 복원과 년 문화1994 2010

재청에 의해 추진된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이 있다 이 둘은 모두 . 1990
년대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는 그간 이루었던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문화재의 복원 정비가 활발히 시작되던 시기이다 임양순 년.( , 2005) 1990
대 이후의 복원을 위한 이축 사례는 도시개발보다 보존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한 사회적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다 장의 사례 즉 역사문화장소 . 3.5
조성과 마찬가지로 년 서울아시안게임과 년 서울올림픽이라는 1986 1988
국제 행사는 문화재 복원에 대한 관심도 높였다 또한 년대에는 고도. 1990
성장기 압축적 근대화로 인해 빠르게 사라져간 공간들에 대해 노스탤지어
가 대중적으로 확산되어 역사 바로 세우기 와 같은 기념비적 사업이 추< >
진되었다 김백영.( , 2020)

한편 이 논문에서 다루는 이축 복원 사례 총 가지 4 81) 중 문화재청이 아 
닌 다른 주체가 추진한 것인 경복궁 광화문 경희궁 흥화문(1967), (1987)
은 정확한 원위치로 이축된 것이 아니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정확한 원. 
위치로의 복원인 경복궁 광화문 과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1994) (2010)
은 년대 이후 이루어졌으며 년대의 사례는 원위치가 아1990 1960~1980
닌 원위치 주변부로 이축된 것이었다 즉 정확한 원위치로 이축된 두 사례. 
는 비교적 현대에 행해진 것으로 원위치 라는 요소는 현대에 들어 더욱 , ‘ ’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장에서 살펴본 국. 2.3
제 원칙에서의 진정성의 범위 확대 과정과 반대된다 국제적 흐름에서는 . 
과거에 즉 원위치 가 진정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여겨‘original site’, ‘ ’
졌으나 이후 진정성에 관한 나라 문서 등이 발표되< >(ICOMOS, 1994) 
었고 현대에 가까워질수록 즉 장소와 위치 라는 더 ‘location and setting’, ‘ ’
넓은 개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반면 국내에서는 과거에 비. 
해 현대에 들어 원위치 가 더 중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 .82) 이와 같이 현대 

81) 공사명에 복원 을 포함하고 있는 사례로는 위에서 소개한 건 이외에도 숭정전  ‘ ’ 4 <
해체 이전 복원 공사 사직동 문화재 한옥 이전 및 복원 공사 도정궁 경원당>, < >( ,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 경우에 복원은 이축의 부수적 행위였으며 위치적 복원1978) . 
이 아닌 건물 자체의 복원을 의미한다 광희문 복원 공사 의 경우에는 복원을 위한 . < >
이축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이축의 직접적 계기는 도로 건설이었다.

82) 현대 국내 보존 경향에서 원위치 가 점점 더 중시되어온 한편으로는 장소와 위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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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가까워질수록 원위치 를 중요시하게 되는 국내의 경향은 문화재의 보‘ ’
존 목적의 시대적 변화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경복궁 광화문(1) (1994)

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중앙청 정문 자리로 이축된 경복궁 광화 1967
문을 경복궁의 정문으로서 조선시대까지 유지되던 정확한 원위치에 복원
하는 계획은 년 조선왕궁의 복원 정화에 따른 관리개선 보고 에서 1984 < >
출발하였다 문화공보부는 해방 이후에도 일제 관리 방침을 답습하여 주. ‘
체적 민족사관에 입각한 관리정책의 검토가 없었음 을 지적하였다 일본’ . ‘
의 황성이나 중략 프랑스의 베르사이유 궁 등은 위락공원화 되어있지 ( ) 
않 은 것과 같이 우리의 궁궐 역시 그러해야하며 역사성을 보존한 본연적 ’ ‘
사적 공간으로의 관리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또한 조’ . ‘
선 왕궁은 수도 서울의 상징적 문화유적으로서 한국 문화 선창의 핵심체’
이며 등 국제 행사에 대비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국가기록원‘86, 88 ’ .( , 

그러나 광화문의 원위치 복원과 중앙청 건물 철거 계획이 DA0129245) 
처음부터 논의된 것은 아니었다 년 당시에는 오히려 중앙청 건물을 . 1984
박물관으로 사용할 것이며 이에 따라 경복궁의 출입문은 근정문으로 하여 
관람동선을 재조정 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 국가기록원.( , 
DA0129245)83)

광화문의 원위치 복원이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년으로 문화공보부 1990
는는 일제강점기에 변형 훼손된 경복궁을 원형대로 정비하여 민족정기‘ , 
를 회복하고 문화민족의 자긍심 고취 및 전통문화의 명소로 조성하고자’ 

경복궁 복원정비 기본계획 을 세우는 동시에 복원 공사를 시작하였다< > . 
년대부터 년대에 걸쳐 다섯 단계로 진행된 이 장기 계획 중 1990 2010

년 진행될 단계에서는 중앙청 건물을 철거할 것이 계획되었2000~2004 4
으며84) 년 진행될 단계에서 광화문 원위치 복원이 계획되었 2003~2009 5

라는 요소도 역시 과거보다 더 강조되어왔다. 
83) 중앙청이 박물관으로 개관되면 경복궁 출입문을 궁 본래의 정문인 근정문으로 하여  ‘
관람동선을 재조정 국가기록원’( , DA0129245)

84) 그러나 이 계획과 달리 중앙청 건물 철거는 년에 먼저 이루어졌다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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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화재관리국 광화문의 정확한 원위치뿐만 아니라 진정성의 .( , 1994) 
장소와 위치 적 요소를 중요시 여겨 도시계획적 차‘ (location and setting)’
원에서 주변 환경 정비도 함께 진행하였다 광화문 이전 광화문 좌우의 . , 
궁장 정비 광화문 내 어도 정비 광화문 주변 부속시설 정비 광화문 서편 , , , 
연지 정비 광화문 월대 정비 동십자각 복원 서십자각 복원 광화문 좌우, , , , 
의 해태상 이설 등이 포함되어있었다 문화재청 복원 설계는 금성.( , 2002)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은 진강건설주식회사가 담당하였다 문화재청에서 , . 
작성한 광화문 복원 설계 지침대로 철근콘크리트를 제거 전통 재료로 복, 
원85)하는 한편 이 공사에는 발굴조사가 포함되어 석축 등을 발굴하여 복
원하였다 공사는 년 착공 년 완공되어 광화문은 정확한 원위. 2006 , 2010
치로 이축되었다.86) 

역사성 보존을 위한 본연적 사적 공간 문화재청 이라는 시각에  ‘ ’( , 2002)
의해 광화문은 정확한 원위치로 복원될 수 있었다 이는 년 광화문 . 1967
복원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반면 국제 행사를 대비해 도시 미관, 
상징성을 염두에 두었던 점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6 광화문 이축 복원 배치도  

출처 문화재청( : (2005c))

 
그림 67 광화문 복원 시 제거한  

콘크리트 구조물

85) 하부구조와 같이 외견상 드러나지 않는 곳에는 콘크리트를 비롯한 현대적 재료가  
사용되었다 문화재청.( , 2011a)

86) 년대의 광화문 공사 시에는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 1960
간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오늘날에는 모든 공사에 보고서를 발간할 의무가 있다 광. . 
화문 복원과 관련한 보고서로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청 문화재청(1994), (2002), 

문화재청 등을 참고할 수 있다(2005c), (2011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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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2) (2010)

년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이 원위치를 떠나 정독도서관 내로 이 1980
축되었고 국군보안사령부에서는 그 원위치에 테니스장을 지어 사용하
였다 이후 년 국군기무사령부 구 국군보안사령부 는 경기도 과천. 2005 ( )
시로 이전할 것이 결정되어 년 완료되었다 년 월 이명박 2008 . 2009 1
대통령이 이 부지에 국립현대미술관을 조성할 것을 발표하자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의 원위치 이축 복원에 대한 여론이 발생하기 시작하
였다.

년 월에는 국군기무사령부 부지의 시굴 조사가 진행되어 종친부  2009 12
옛 건물 터 흔적뿐만 아니라 조선 전기와 고려 말기의 유적까지 발견되었
고 년 월부터 한강문화재연구원에서 전면 발굴을 진행하게 되었다2010 3 . 
그 결과 종친부 핵심 건물인 경근당 옥첩당 이승당의 초석렬과 흙돌 다, , 
짐층 월대 등이 발굴되었고 역사학계와 건축학계에서는 종친부 건물의 , 
이축 복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미술계에서는 여전히 이를 반. 
대하였지만 년 월 일 문화체육부 장관 유인촌은 종친부 건물을 이2010 6 1
축 복원 결정을 최종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된 논의의 세부 사항에 대한 . 
분석은 장에서 진행하였다4.1.(3) .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 이전 복원 수리보고서 문화재청 의  · ( , 2013c)「 」
수리 지침에는 교체 부재는 최소한으로 하고 원래의 현판을 보수 후 설치 
할 것 관리부스와 경관조명을 설치할 것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기타 내용, 
으로 원형대로 수리 복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원형 에 대한 , . ‘ ’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진 않지만 년 시공 도면을 근거로 이축 시 변형‘81
된 시멘트 벽돌을 제거 후 벽돌을 설치하여 원형대로 복원한다’ ‘(1980
년 이축 후 변형된 창호를 원형 회복 보수 과정에서 교체 및 첨가된 부) ’, ‘
재는 별도로 구분하여 원형을 밝히도록 한다 등의 내용으로 미루어봤을 ’ 
때 년 정독도서관 구내로 이축되기 전의 상태를 원형으로 설정한 것1980
으로 보인다 이 사례는 비교적 최근의 것으로서 장에서 도출한 이축 . , 2.4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즉 이축 과정의 기록 원위치의 발굴 해체 단위와 , , 
순서 보수 복원 사항 안내판 설치 등을 대부분 만족시키고 있었다 문화, , .(
재청, 2013c)

공사는 년부터 년까지 진행되었으며 동시에 국립현대미술관은  20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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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부 건물뿐만 아니라 북촌 경복궁 등 주위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 
하는 방향으로 건립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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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이후 서울시 주도 개발사업 등록문화재3.7. 2000 ( , 
사유 문화재 부문)

장과 장에서도 도시개발로 인한 이축을 살펴보았지만 이들은 시기 3.3 3.4
적으로 뚜렷한 차이점을 보인다 장의 사례들은 년대에 이. 3.3 1960~1970
축된 국유 문화재로 서울시 도시계획국 및 관련부서 측에서 도로 건설을 
위한 것이었다 장 년대 후반 이후의 사례는 모두 사유 문화재였. 3.4 1970
으며 년대 초반까지는 지정문화재 년대 이후에는 등록문화재, 1990 , 2000
가 대상이 되었다 등록문화재의 경우 이축 시 현상변경 허가를 필요로 하. 
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년대 이후로는 도시개발로 인한 현상1990
변경 허가 요청이 없었거나 불승인 되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 
같이 년대 년대 후반 년대 초반 년대 이후라1960~1970 , 1970 ~1990 , 2000
는 세 시기별로 나타나는 건축문화재 이축의 특징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도시개발 혹은 도시계획에서 추구하는 바가 변화되어 왔기 때문으로 분석
할 수 있다 장에서도 설명하였듯이 년대는 주요 도로 노. 3.4 1960~1970
선 대로가 건설되던 시기였고 년대 후반 년대 초반은 그 사이, 1970 ~1990
를 연결하는 중로와 소로가 건설되던 시기였다 또한 이 때는 재개발이 처. 
음 시작되기도 했는데 장의 구 벨기에 영사관 은 도심재개발대3.4 (1980)
상구역에 속해있는 반면 년대 이후 서울 구 신촌역사 와 서울 2000 (2004)
구 경성방직 사무동 은 도심 외부에 위치하고 있어 시기적으로 차(2009)
이를 보이는 것이다.

서울 구 신촌역사(1) (2004)

가 이축의 경위. 

년 경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번지 일원에 건립된 서울 구  1920 74-12
신촌역사는 용산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철도로 분단 이후에는 문산과 , 
파주 방면으로의 이동을 담당하여 왔다 신촌역사 신촌민자역사.( , 2006) ㈜
의 신축이 결정되고 구 역사의 철거가 예정되었으나 근대문화유산보존회 
등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보존이 추진되었다 년 월 서울. 20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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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문화재청은 보존 협조 공문을 철도청에 보냈고 철도청 측에서는 아‘
무리 건축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한 상황에
서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다 며 서울 구 신촌역사 보존을 위한 설계 변경’
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한겨레.( , 2006.2.11.)( , 2004.6.15.) 2004
년 월 일 자문회의에서는 서울 구 신촌역사의 현관 부분만을 남겨 보존6 7
하는 안과 건물을 옆으로 옮겨 보존하는 안이 제시되었으나 코리안헤리티
지와 문화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원형 보존을 주장하였고 당시 철도청과 
신촌역사 는 이를 받아들였다 한겨레 년 도코모모 코.( , 2004.6.15.) 2004㈜
리아 에서는 서울 구 신촌역사의 도시맥락적 가치를 (Docomomo Korea)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디자인 공모전과 전시를 열기도 하였다 신촌역.(
사 문화재청은 년대 지은 기차역사 중 원형 훼손 , 2006) ‘1920~1930㈜
없이 남아 있는 유일한 역사로 장소성 역사성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 , , 
다고 판단된다 고 평가했고’ 87) 곧이어 서울 구 신촌역사는 국가등록문화재  
제 호로 등재되었다136 .

그러나 년 월 일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서울 구 신촌역사의 부분  2005 4 19
이축을 위한 현상변경 신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였다 이에 문화재청은 . 
해당 문화재를 우선 현지 보존하도록 회신하였는데 신촌역사가 신촌민자‘
역사 건립 후에도 역사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계획하고 신촌민자역사는 신촌역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 변경, 
을 권고 하였다 문화재청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설계를 크’ .( , 2006) 
게 변경하지 않았고 년 월 관계 전문가2006 1 88) 현지조사 결과 안으로  1
대합실은 현 위치에 존치 좌측의 역무실을 우측으로 이전 보존하는 방안, 
한국철도공사가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임 안으로 개방통로 전면부( ), 2

로 이전 보존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안이 채택되었다 부록 참조1 .( 12 )

87) 이는 년 월 서울시와 서대문구가 신촌역은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없다 라 2003 5 ‘ ’
고 보고한 것과는 반대되는 것이었다 한겨레.( , 2004.2.5.)

88) 조사자 김정동 김영태 문화재위원 최병하 문화재전문위원 이유범 근대문화재과 : , ( ), ( ), (
장 이항원 서기관 윤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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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서울 구 신촌역사 이축 전과 후 출처 문화재청 ( : )

  

이에 따라 서울 구 신촌역사는 원형 보존이 아닌 대합실을 중심으로 좌 
측의 역무실을 우측으로 이축하여 보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구 역사. 
의 장소성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위치를 최대한 
유지하되 철로와 신 역사와의 관계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전해진다 신촌.(
역사 , 2006)㈜ 89) 

나 이축 승인 조건과 이행. 

보존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매체에는 서울 구 신촌역사에 대한  
시민들의 기억 의미 등에 대한 인터뷰들이 실려, 90) 그 장소성이 강조되었 
다 문화재위원들 역시 장소성에 대해 매우 강조하였다 년 월 일 . . 2005 6 3
문화재위원회 회의록91)에는 역사건물은 역사성은 물론 장소성이 중시 되‘
는 바 과거의 맥락을 잇고 회상 기억의 장소 매력적인 장소가 될 수 있’, ‘ , , 
도록 하여야 함 신촌역사는 무엇보다도 장소성이 중요 하다는 내용이 포’, ‘ ’
함되어 있어 그 역사성과 희소가치에 더불어 장소성이 특히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재위원들은 신축될 역사와 시각적 기능적 측면에서 . ,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둘을 연결한 내부 활용 계획 전시 계획을 포함한 , 

89) 원래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그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장소성을 간직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 변형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위치를 
보존하는 것이 좋은 방안인지 또는 일부 변형이 우려되고 또 장소적 환경이 변화될 , 
경우에는 이축을 통해서라도 원래의 형태를 보존하는 것이 좋을지는 좀 더 고민해봐
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신촌역사.( , 2006)㈜

90) 박찬민씨는 대학에 입학한 년 첫 모꼬지를 떠나기 위해 찾았던 아담한 모습의  ... ‘ 92
신촌역에서 선배 동기들과 함께 기차를 기다리며 웃고 떠들던 기억이 선하다 문, .’ ...(
화일보 이화여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유미경씨에게 신촌기차역은 캠퍼2006.7.12.), 
스의 일부였다 경향신문 년 동안 기차역 건물 앞에서 주차요원으로 . ...( 2006.7.12.), 5
일하고 있는 조정화씨는 새 학기 초 설렘에 가득찬 대학생 새내기들이 를 떠나는 ‘ MT
모습과 휴가를 마치고 자대에 복귀하는 군인 아저씨가 졸고 잇는 모습은 새 민자역 
건물보다 옛날 역 건물과 훨씬 더 잘 어울렸다 고 말했다 서울신문 .’ . ...( 2006.7.21.)

91) 서울 구 신촌역사 이축에 관한 문화재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 참조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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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계획도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구 역사와 신 역사의 물리적 연결이나 기능적 연결에 대한 계획 
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철재 의 연구에 의. (2012)
하면 조사 기록 연구를 통한 보존 관리 계획과 매뉴얼은 작성되지 않았, , 
으며 보존 관리 방식은 거버넌스나 민간참여 없이 하향식 행정으로 이루
어졌다고 한다 공사 지침으로는 대합실을 중심으로 좌측의 역무실을 우. 
측으로 이축시키는 것 외에 현재의 왕대공 트러스 구조를 보존하고 부식‘
재 등은 교체한다 는 사항이 있었다 이는 서울 구 신촌역사가 근대건축으’ . 
로서 비교적 현대에 이루어진 이축임에도 불구하고 비 물리적 가치보다는 
물리적 구조의 보존만이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서울 구 신촌역사. 
는 신촌관광안내센터 겸 전시 공간으로 이용되어 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 
보았을 때 서울 구 신촌역사는 그 외관만 보존된 셈이며 과거의 장소성과 
역사성이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남기고자 한 단편적 기념물로 볼 수 
있다.

다 이축에 동반된 변화. 

서울 구 신촌역사는 부분 이축이었기 때문에 형태의 변화를 전제로 한  
채 이루어졌다 대합실을 중심으로 왼쪽의 역무실을 해체하여 대합실의 . 
우측으로 이축하였고 내부적으로 칸막이와 화장실이 철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촌관광안내센터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 통신 수도관 공사가 함께 . , , 
진행되었다. 

그림 69 서울 구 신촌역사 이축 전과 후 출처 신촌역사 주 ( : ( )(2006))

  

라 이축 후. 

신촌역사 이전 개축 공사 는 년 착공 완공되어 기존의 위치에  < ( ) >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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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쪽으로 비켜나게 되었다 규모는 평 공사비는 15m . 181.74 (54.97 ), ㎡
원이 소요되었다 해당 건축물은 등록문화재이기 때문에 이192,940,000 . 

축 시 지켜야 할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편이었다 하지만 비교적 현대에 . 
행해진 이축이라 역사적 건축물 보존을 위한 이축 고려 사항 의 여러 , < >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전체 공사 과정을 기록한 신촌역사 이전. 「
개축 공사보고서 신촌역사 주 가 발간되었으며 이 보고서에 ( ) ( ( ), 2006)」

의하면 해체 단위와 순서 보수 복원 사항 장애인을 위한 램프 등을 미리 , , 
계획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안내판에는 이축 기록이 안내되어 있는 . 
상태이다.

서울 구 경성방직 사무동(2) (2009)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가 번지에 위치해 있던 규모  4 441-10 371.77
의 구 경성방직 사무동은 문화재로 등록되기 이전인 년부터 해당2002㎡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이축을 전제로 하고 있는 상태였다 철. 
거하지 않고 비용을 들여 이축하는 것은 소유주의 적극적인 보존 의지 덕
분이라고 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현상변경 신고가 접수된 후 진행된 문. 
화재위원의 검토에서는 이축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되 구체적 위치를 충분, 
히 논의하고 원위치를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문화재청.( , 2006) 
이축은 년 완공되었으며 원위치에는 대형복합쇼핑몰이 들어섰다 이2009 . 
축지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가 번지로 원위치에서 멀지 않은 4 442
곳이며 현재 갤러리 겸 카페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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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 이축 후의 서울 구  

경성방직 사무동
 

그림 71 년 서울 구 경성방직  2019

사무동 커피 리브레 경성방직 주년 ( , 100

기념 전시 중) 

출처( : http://www.schoolmaeul.net)

유사 사례(3) 

가 대구 구 반야월역사. (2009)

서울 구 신촌역사 이축과 유사한 사례로 대구 구 반야월역사가 있다 대 . 
구 구 반야월역사는 년 건설되어 사용되어오다가 년 구 대구선1932 2008
동대구역 동촌역 반야월역 청천역 이설 이후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당 ( - - - ) 

부지에는 도로가 계획되었고 역사는 철거 위기에 놓였다 해당 건축물은 . 
서양건축요소가 도입되어 해당 시대의 건축양식을 보여주며 관리가 잘 되
어있다는 점에서 보존 가치가 인정되었고 문화재청에서는 이를 국가등록
문화재로 등록하여 철거를 보류시켰다 문화재청 년 문화재.( , 2009) 2009
위원회 회의에서는 구 반야월역사의 이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근대문. 
화재분과 위원 박현수는 변경해야할 것은 구 반야월역사의 위치가 아닌 ‘
도시계획이라고 주장하며 부동산의 동산화는 일단 선례를 만들면 모든 ’ ‘
부동산에 적용될 것 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축을 피할 수는 없었고 ’ . 

년 반야월공원으로 해체 이축되어 현재 작은 도서관과 철도 유물 전2009
시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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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이축된 대구 구 반야월역사 
 

그림 73 대전 대흥동  

일양절충식가옥의 무단 철거

출처 연합뉴스( : , 2010.10.27.)

나 대전 대흥동 일양절충식가옥. (2014)

도시개발을 직전에 두고 문화재로 등록되어 이축 보존된 또 다른 사례로  
대전 대흥동 일양절충식가옥 뾰족집 이 있다 년 문화재청은 대흥동 ( ) . 2008
일대 재개발 사업을 앞두고 해당 건축물의 문화재 등록을 예고했다 그러. 
나 소유주가 이를 완강히 반대하였으며 문화재청의 지시에 따라 대전시는 
해당 건축물을 시문화재 자료로 가지정했다 지정문화재가 되면 소유주의 . 
자유로운 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대전일보 년 .( , 2008.1.14.) 2008
월 문화재위원회에서는 해당 지역의 재개발을 앞두고 건축물의 보존 방6

식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축이라는 방법이 제시되었으나 문화재위원 김정. 
동은 건축물의 부재가 년 이상 된 것이므로 해체 이전에 어려움이 있을 80
것이라 보았다 또한 그 주변 정도가 이미 철거된 상태로서 보존에 . 42% 
적절한 환경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었으나 문화재위원 김종헌은 재개발이 ‘
진행된다고 해도 현재의 위치에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 등록문화재(
를 예술장식품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해봄 만약 이것도 현행법에서 예술) 
장식품으로 규정하기가 어렵다면 재개발 사업 부지 내에 근린공원으로 이
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는 의견을 보였다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 , 

이러한 논의만 계속 되던 중 년 대흥 지구 재개발조합은 일2008) 2010 1
방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기 시작했고 대전문화연대 등의 시민단체
가 이를 비난하자 재개발조합 측은 철거 후 이축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뾰족집의 부지 이전을 승인해준 .  ‘
것은 사실이나 조합 측에서 문화재를 옮기려면 실측조사를 한 뒤 현상변
경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철거를 강행했다 이.’, ‘
를 뒤늦게 알게 돼 일 공사중단 조치를 내렸다 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25 .’ .( , 

이후 대전시 중구청은 이축 복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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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복원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이축지의 선정에 있어서 도시적 맥락2014 . 
을 고려하지 않았고 내부 공간이 활용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는 비판을 받았다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 2018.5.3.)( , 201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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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3.8. 

장은 특정한 시대적 사회적 배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건물의 소유주  3.8 , 
혹은 대지의 소유주가 개인적 혹은 집단적 이익을 위해 이축을 추진한 사
례이다. 

경희궁 숭정전(1) (1975)

가 문화재 지정 이전의 숭정전. 

일제강점기였던 년 경희궁 부지에 경성중학교가 들어서 년까 1910 1924
지 숭정전은 교실로 사용되었다 이후 년 일본계 사찰이었던 조계사. 1926
에 매각 남산 일대 현 서울시 중구 장충동 가 로 이축되어 사찰, ( 2 192-92)
의 본당으로 사용되었다 년 조계사가 혜화불교전문학교 현 동국대. 1945 (
학교 소관이 되자 숭정전은 다시 강의실로 사용되었으며 전통 문살 대신 ) 
벽과 유리창을 설치하고 중앙에 출입문을 내는 등 훼손이 일어나게 되었
다 우동선 외 .( 7, 2009)

나 현상변경 신청. 

동국대학교에서는 숭정전을 체육관으로 사용하다가 법당으로 전용하기  
위해 년 이축 복원 허가를 서울시와 문화공보부에 요청하였다 현상1975 . 
변경 신청서에서는 이축의 목적을 현존 숭정전이 오래되어 부식과 파손‘
이 심하고 더욱 대학교 구내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앞으로도 유
지관리상 애로가 많을 것이므로 부득이 과학관 뒤의 한적한 장소에 이전 
복원키로 한다 라고 되어있다 숭정전해체이전복원공사 공사는 ’ . < > 1975
년 착공하여 년 완공되었다 규모는 평 공사비는 1976 . 247.50 (74.86 ), ㎡

원39,683,436 92)이 소요되었다 공사 과정에서 동국대학교는 기단의 폭이 . 
협소하다며 에서 확장할 것과 건물 단청의 측면과 후면이 다르게 2m 4m 
되어있어 이를 동일하게 바꾸고자 하는 현상변경 승인 요청을 하였다 그 . 

92) 국비 지방비 자체부담 ( )5,032,362 +( )13,290,949 +( )13,20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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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단의 폭 확장은 승인되지 않았으나 단청의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
된 것으로 보인다 부록 참조 서울기록원.( 15 )( )

다 이축 승인 조건과 이행. 

년 월 일 문화재관리국에서 작성한 숭정전 해체 이전 복원  1975 12 17 <
공사 중 이축 허가 조건에 의하면 기단을 원형으로 복원하고 후에 추가> 
된 판벽을 제거하되 문을 원형으로 설계할 것을 지시하고 있었다 해당 건. 
축물은 경희궁의 정전으로서 당시에는 내부 벽이 없었으나 년 이축 1926
후 교실 체육관 법당 등으로 사용되면서 벽이 새로 설치되고 문도 교체, , 
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이 때의 원형 은 이축 전 경희궁의 정전‘ ’
일 때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석축과 계단을 자연석. 
이나 장대석으로 할 것과 내부 후로링 마루를 제거하고 우물마루로 바꿀 
것 기와와 추녀 목재에 있어서의 재료 교체 비율을 지정해 주었다 또한 , , . 
뒷면의 부속 건물은 철거하도록 지시하고 있어 해당 부분은 원형이 아니
라고 여겨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기록원 년 경희궁 복원 사.( ) 1988 <
업 관련 논의 사항을 참고로 살펴보면 동국대학에 이전 후 수차에 걸> , ‘
친 이전과 보수로 기와 목재 등이 대부분 교체되었고 형태도 본래의 모습, 
과는 추녀 부분이 밑으로 쳐지는 등 상당히 상이해졌음 현 건물이 노화’, ‘
하여 이전 복원 시 불용재의 과대 발생 불용복재 약 발생 예상 으로 ( 70% )
복원 의미가 상실될 우려가 있음 이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문화’ (
재위원회 회의록 내부 벽과 문 이외에도 변형된 요소가 상, 1988.3.31.) 
당히 많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년 이축 당시 이를 모두 복원하라는 요1975
구는 없었다 이밖에 건물 내 전기 배수 공사 등이 허가되었고 보고서 제. , 
출도 요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안내판에 이축 사실이 명시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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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동국대학교 내 숭정전 이축 위치도 년  , 1976

출처 서울기록원( : )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2) (1980)

가 이축의 경위.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의 원위치는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 번지로 165 , 
국군 제 부대 내에 속해있었다 이축 허가는 당시 해당 부지의 소유주7599 . 
였던 국군보안사령부 측에서 요청하였으나 처음 한 차례 불승인 된 후 

년 월 일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재검토 승인되었다 군1980 8 18 , . 
부대의 시설 부족 해결과 현대화를 위한 대지가 필요하며 군부대 내의 건
축문화재는 접근성이 낮고 학술적 연구에도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 이축의 
승인 이유였다 현상변경 허가서에서는 이축의 목적은 문화재를 공개 활. ‘
용키 위함 이라 기록되어 있다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문화재를 공개 개방’ . 
하기 위해서 군부대가 아닌 곳으로 이축해야 하며 비석 등을 세워 원위치
를 표시하도록 결정하였다 서울기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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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축지 선정과 이축 승인. 

년 월 일 회의에서는 두 곳의 이축 후보지인 종로구 화동 번지  1980 9 26 2
정독도서관 내 정구장 부지와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 서울대공원 
문화시설 지구 내를 문화재위원들이 답사한 후 적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정독도서관 내 정구장 부지로 결정할 것에 위원 모두가 동의했으
며 서울대공원 내 부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정독도서관 내 부지. 
에 대해 안제승 문화재위원은 현 종친부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이전 후보‘
지로 좋다고 생각한다 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기록원 년 월에는 ’ .( ) 1980 10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승인을 얻었으며 동시에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이
축 승인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정독도서관은 정숙과 안정된 분위기를 조. 
성하여야 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이축의 목적에서 . 
언급된 문화재의 공개 활용이란 일반 공개가 아닌 도서관 사용자에 한한 ‘
것임을 설명하며 이축 허가를 재요청 하였다 국가기록원’ .( , BA0833350) 

이축을 위한 부지로 평 건평 평 녹지시설 평 이 필 809.12 ( 224.8 , 584.22 )
요한 상황이었으나 최소한으로 줄인 결과 평을 정독도서관 내 정원629.5
과 테니스장 부지로 옮길 것이 확정되었다 정독도서관 측에서는 당시 시. 
설 운영이 어려운 형편이며 도서관 건물 신축을 허가 조건으로 내세웠으
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대신 정원수 주 식수 테니565 , 
스장과 파고라 벤치 잔디 배수관 기타 시설물 이설 관리 책임 등이 이, , , , , 
축 허가 조건으로 정해졌다 공사는 년 착공 완공 되어 서울시 종로. 1981 , 
구 화동 번지 정독도서관 내로 평 건평 평 규모의 종친부 건물2 300 ( 105 ) 
이 이축되었다 문화재 관리자는 서울시 종로구였으나 년 정독도서. 1987
관으로 변경되었다 종친부 건물의 이축 이후 국군보안사령부에서는 그 . 
원위치에 테니스장을 지어 사용하였다. 

다 이축 후. 

현상변경 허가서에 의하면 이축의 목적은 문화재 공개 활용 이었는데 정 ‘ ’
독 도서관 이축 후 별 다른 공간 활용은 없었고 외부 관람만이 허용되었
다 이밖에 이축 과정의 기록 원위치의 발굴 해체 단위와 순서 보수 복. , , , 
원 사항 원위치 표시와 안내판 설치 현대적 재료 관련 유의사항 등에 대, , 
한 지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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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국군기무사령부 내의 모습  

출처 한겨레( : )

 그림 76 정독도서관 내로 이축된  

모습 출처 연합뉴스( : )

그림 77 정독도서관 내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 이축 배치도 (1981.1.24., 

출처 국가기록원1981.1.28.) ( : , BA083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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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3.9. 

이축의 사례와 유형(1) 

이상의 서울 지역 건축문화재 이축 사례들은 여러 기준으로 분류가 가능 
하지만 이축의 목적과 시기 추진 주체에 따라 명확히 나누어지는 것을 알 , 
수 있었다 소결에서는 편의를 위해 이축의 목적에 따라 크게 가지로 분. 3
류하여 정리하기로 하였다.

첫째로 복원 을 명목으로 한 이축은 대통령이 추진한 경복궁 광화문 ‘ ’
서울시 올림픽준비단 에서 추진한 경희궁 흥화문 문(1967), (1987), 「 」

화재청에서 추진한 경복궁 광화문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1994), 
이 있다 이들 중 정확한 원위치로의 복원은 년대 이후의 사(2010) . 1990

례만이 해당되었다 현대에는 인류와 민족의 자산을 후대에 물려주는 것 . 
그 자체가 문화재 보존의 목적으로 여겨지는 반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
다 이에 대해서는 장 경희궁 복원 사업 과 장 경복궁 광. 4.2.(1) < > 4.3.(1)
화문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년대 이전에는 문화재 보존의 목1990
적을 민족 융합 정권의 정당성 증명 도시 이미지 조성 등으로 설명할 수 , , 
있다 즉 년대 전에는 이러한 목적 추구가 원위치 보존보다 우선가. 1990 ‘ ’ 
치로 여겨졌던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성 있는 보존 은 장에서 살. ‘ ’ 4.1.(2)
펴볼 독립문에서도 일부 시민들의 주장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나는데 민족 , 
융합과 정권의 정당성을 위해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행위가 대통령이나 국
가기관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들에게도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둘째로 도시개발을 위한 이축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및 관련부서에서 추 
진한 경우 소유주가 추진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및 , . 
관련부서에서 추진한 경우로는 덕수궁 대한문 사직단 대문(1968), 

광희문 독립문 으로 모두 년대 도로 (1973), (1974), (1978) 1960~1970
건설로 인한 것이었다 또한 모두 국유 문화재로서 동일한 과정을 거쳐 . , 
이축이 승인되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서울시 도시계획국 및 관련. 
부서는 문화재관리국의 자문 없이 도로계획을 세운 후 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해당 건축문화재의 이축을 위해서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을 요청한
다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원위치 를 중시한다는 단순한 원칙 아래 이축을 . ‘ ’
승인하지 않지만 한편으로 그 보호구역 내 건축문화재를 직접적으로 저촉
하지 않는 선에서는 도로 건설을 허용하였다 그 결과 해당 건축문화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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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신설된 도로로 인해 시각적 요소 경관 기능적 요소 접근성 등( ), ( ) 
이 훼손되어 버렸다 그러자 시민 여론이 이축을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게 . 
되고 이 때 서울시 도시계획국 및 관련부서에서는 이축 승인을 계속해서 
재요청하여 결국에는 이축을 승인을 받아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축 . 
과정에는 부류의 참여 주체가 등장한다 이 중 서울시 도시계획국 및 관3 . 
련부서 문화재관리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만 시민, 
언론을 통한 여론 은 그렇지 않았다 시민이라는 주체는 해당 건축문화( ) . 

재가 국유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할 수 있었는데 원‘
위치 보다는 전체적인 조화 즉 완전성 이나 경관 접근성 등을 ’ (integrity) ,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은 특히 덕수궁 대한문. 

독립문 의 사례에서는 이축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1968), (1978)
다.

한편 도시개발로 인해 소유주가 이축을 추진한 사례는 총 건으로 모두  6
년대 후반 이후부터 등장하고 있는데 도정궁 경원당 장교동 1970 , (1978), 

한규설 가옥 구 벨기에 영사관 월계동 각심재 서(1980), (1980), (1990), 
울 구 신촌역사 서울 구 경성방직 사무동 이 있다(2004), (2009) . 

년대에는 모두 국유 문화재로 서울시 도시계획국 및 관련부서 1960~1970
측에서 도로 건설을 위해 이축을 추진했던 반면 년대 후반 이후의 사1970
례는 모두 사유 문화재였으며 년대 초반까지는 지정문화재 년, 1990 , 2000
대 이후에는 등록문화재가 대상이 되었다 등록문화재의 경우 이축 시 현. 
상변경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년대 이후로1990
는 도시개발로 인한 현상변경 허가 요청이 없었거나 불승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도시개발을 위한 이축은 년대 년대 후 1960~1970 , 1970
반 년대 초반 년대 이후라는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1990 , 2000
도시개발 혹은 도시계획에서 추구하는 바가 변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년대는 근대화 도시화 도시개발이 우선 가치로 여겨졌으며 1960~1970 , , 
특히 편리한 도로망 구축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 이축 사례의 . 
원위치를 당시 도로망 계획도 위에 표시해보면 주요 도로 가에 있던 건축
문화재였음을 알 수 있었다 년대 이후에는 도심재개발이 시작되었. 1970
는데 이 때 이축된 사례들의 원위치 역시 대부분 재개발지구 안에 포함되
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재개발지구 밖으로 이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년대 이후에는 도심 외 지역으로 재개발 구역이 확장됨에 따라 이 곳2000
에 있던 등록문화재들이 이축의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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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서울시의 역사문화장소 조성을 위한 이축 유형으로 서울방  「
올림픽준비단 이 추진한 경희궁 복원 사업 서울시 년 기념사< >, 600」 「
업단 이 추진한 남산골 한옥마을 조성 사업 이 있다 경희궁 흥화문< > . 」

제기동 윤택영 재실 삼각동 도편수 이승업 가옥(1987), (1993), (1993), 
관훈동 민씨 가옥 삼청동 오위장 김춘영 가옥 이 해당된다(1993), (1993) . 
이들은 모두 서울시 지정 건축문화재를 이축하여 역사문화장소를 조성하
고자 한 사례였다 그러나 역사적 고증이 불가능하거나 고증이 되어있음. 
에도 그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은 채 이축이 이루어져 건축문화재의 훼손
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이들 사업은 이벤트적 성격이 강하여 . 
한정된 기간 안에 완료하려다 보니 외형적 복원을 통한 보여주기식에 집
중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축 허용 기준(2) 

장에서 설명하였듯이 현재까지의 국내 문화재보호 제도에서는 복원을  2
위한 이축 허용 외에는 그 기준에 대해 명확히 다루고 있지 않다 이축 허. 
용 기준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된 것은 년 월 월계동 각심재의 이축 1987 4
허가를 위한 서울시 지방 문화재위원회의 회의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당. 
시 문화재위원 안제승은 문화재보호법이나 서울시 조례를 보면 이전에 ‘
관하여 규정이 없음 따라서 일정한 기준 설정이 선결되어야 할 것임’, ‘ ’, 
이전 찬반여부는 그 후 논의되어야 할 것이고 이번에 이전을 승인하면 새‘
로운 민원을 야기할 것 이라며 건축문화재의 이축 규정과 기준 마련과 선’
례 방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장 년에는 종친부 경근.(3.4.(4) ) 2010
당과 옥첩당의 이축 복원을 둘러싸고 복원에 대한 제도적 필요성이 또 한 
번 제시되었다 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축 및 이축 복원에 대한 .(4.1.(3) ) 
제도적 기준은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년대부터 문화재위원들은 원위치 보존 을 최선으로 여겨왔으나 도 1960 ‘ ’
시개발 시 장애물이 되는 건축문화재에 대해서 철거가 최악의 결정이라면 
이축 보존은 차악으로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그렇지만 재개발을 앞두고 . 
논의된 대전 대흥동 일양절충식 가옥의 이축 논의에 있어서 문화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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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헌은 재개발이 진행된다고 해도 현재의 위치에서 보존하는 것이 가‘
장 좋겠고 등록문화재를 예술장식품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해봄 라는 의( )’
견을 보였다 장 이는 해당 문화재의 원위치 라는 요소가 가장 .(3.7.(3) ) ‘ ’
중요하며 이에 따라 한편으로는 건축문화재를 기념물 동산 의 개념으로 ‘ ’, ‘ ’
받아들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이러한 지적과 더불어 건축문화. 
재 이축 허가 시 잘못된 선례 를 남기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경향도 보였‘ ’
다 년 월 독립문 이축 계획이 철회된 상태에서 서강대 사학과 교수 . 1977 3
이광린은 도시 건설을 위한 도로가 문화재를 비켜나가게 되었다는 것은 ‘
외관상의 문제가 다소 남는다고 하더라도 역사와 전통을 존중했다는 선례
를 남기게 돼서 다행한 일이라고 하였으며 장 년 월 월계’ (4.1.(2) ) 1987 4
동 각심재 이축 허가심의 시 문화재위원 주남철은 선례를 남기면 다른 민‘
속자료 한옥 도 이전하려 할 것임이라 하였다 장 선례를 남기는 ( ) ’ .(3.4.(4) ) 
것에 대한 거부감은 비교적 최근인 년 지방의 건축문화재 이축 사례2010
에서도 찾을 수 있었는데 도로 건설을 위한 대구 구 반야월역사 이축 심, 
의 시 근대문화재분과 위원 박현수는 부동산의 동산화는 일단 선례를 만‘
들면 모든 부동산에 적용될 것 을 염려하였다 장’ .(3.7.(3) )

이축 승인 조건 및 시공의 기준(3) 

이축 승인 조건 분석을 통해 건축물을 해체 이동 재조립 하는 과정에서  , , 
보존해야 할 요소 변형시켜도 되는 요소로 문화재위원회는 어떤 것을 각, 
각 정해주었는지 살펴보았다 건의 사례를 보았을 때 가장 많이 언급되. 12
고 있는 이축 승인 조건은 원형 대로 하라는 것과 기존의 부재를 최대한 ‘ ’
사용하라는 것이었다 원형 보존 원칙은 문화재의 보존 관리 활용의 기. ‘ ’ , , 
본 원칙으로 근대기 전후 국내에 유입되어 년 문화재보호법 에도 1999 < >
명시되었으며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화재 이.( , 49(1), 2016) 
는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기대치인 선조가 물려준 오랜 세월의 ‘
흔적 역사 가치 등 을 가장 잘 보존하고 후대에 물려주는 수단이자 방법, , ’
으로 철학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그래서 구체적인 행정 행위로 나아갈 경, . 
우 원형 이라는 기준에 대해 한 가지로 정의내리기 어려우며 원형 유지‘ ’ ‘ ’ 
를 어떻게 구현하고 누가 판단하며 어느 시기 장소 재료 기술 등을 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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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직면하게 된다 황권순.( , 2016)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축 공사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의 원형 이란 무엇을 ‘ ’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유추해 보았다 그 결과 경복궁 광화문의 경우 . 

년 이축에서는 처음에는 원형 을 기준으로 하려고 했지만 이후에는 1967 ‘ ’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으며 년 결정된 이축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1994 ‘
건물들의 축조 시기인 년을 원형의 기준으로 삼았다 경희궁 숭정전1888 ’ . 
의 경우 해당 건물이 경희궁의 정전으로 사용되던 시기의 모습을 원형으
로 여긴 듯 보였지만 이 원형으로 완벽하게 복구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었다 한편 독립문과 도정궁 경원당 구 벨기에 영사관은 근대기에 지어. , 
진 건축물로서 건립 당시의 모습 추정이 가능했고 이를 원형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립 이후에 매몰된 독립문의 기단 파손된 도정궁 . , 
경원당의 기와 구 벨기에 영사관의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원형대로 복구,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반면 남산골 한옥마을로 이축된 채는 문화재 지. 4
정 당시의 건물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다.

건축문화재 내용

경복궁 

광화문

(1967)

! 현 위치에 소실 전 원상태로 목조 복원을 전제로 할 것

! 여장 및 담벽 공사는 원형의 격조를 떨어뜨리지 않아야 하며 원형과 동일하

게 할 것 광화문 복원 설계 계약(< >, 1967.6.15.)

경희궁 

숭정전

(1975)

! 기단설계 이전 위치에 원형대로 복원한다: .

! 판벽으로 된 벽 전체를 제거하고 원형 문으로 설계한다 숭정전 해체 이전 .(<

복원 공사>, 1975.12.17.)

독립문

(1978)

! 독립문 기단은 별도로 만들지 말고 현재 매몰된 하부를 노출하여 원상대로 

복원할 것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서.(< >, 1979.2.5.)

도정궁 

경원당

(1978)

! 한옥 이축 공사 시 기단 장대석 기초석은 현재 상태와 원형을 사용하실 것

! 기와 역시 해체하여 재사용 하되 부식되어 파손된 량만은 원형과 같은 규격

품으로 구입하여 시공하실 것 사직동 정재문가 이축 공사 설계 승인(< >, 

1978.8.3.)

구 벨기에 

영사관

(1980)

! 건물의 양식 구조는 고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형을 찾아 설계하도록 할 

것 국가기록원.( )

남산골 

한옥마을 

(1993)

! 지정 당시 존재하고 있던 건물을 위주로 이전 복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서울특별시 문화재과.( , 1998)

경복궁 

광화문

(1994)

! 광화문은 북궐도형 궁궐지 년 경 실측된 설계도와 원실측도 등 각종 , , 1926

고증자료를 참고하여 원형대로 복원 설계한다 문화재청.( , 2011a)

표 10 이축 시의 원형 유지에 관련된 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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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이축된 건축문화재 건은 모두가 해체 이축 방식으로 이루어 20
졌기 때문에 새로운 재료가 도입될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재료라고 해서 . 
모두가 현대적 재료는 아니었지만 경복궁 광화문 의 경우에는 예외(1967)
였다 현대적 재료인 콘크리트의 도입은 전통 재료로 충분히 구현해낼 수 .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성에 의해 행해졌다 년 경복궁 광. 1967
화문 이축 복원 설계자였던 장기인은 콘크리트로 전통 양식을 구현했던 
것과 관련해 물질이 바뀌어도 전통을 계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
었는데 이것은 그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시대적 사회문화적 조류였, 
다 콘크리트는 국가와 기업에게 환영받는 재료로서 근대화를 상징하는 . 
물질이었다 년대는 남북한이 체제 경쟁을 바탕으로 서로 정. 1960~1970
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전통 양식을 현대적으로 . 
계승하는 것이 화두였는데 외형은 전통 건축을 모방하되 현대적 재료 즉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방식이 국가의 주도 아래 유행하기 시작하였던 것이
다 김지홍 전통 건축물에의 콘크리트 도입에 대한 기록은 .( , 2014) 1968
년 덕수궁의 대한문을 도로 한가운데 남겨두고 담장을 후퇴 이축 했을 때
에도 등장한다 년 월 일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에서는 대한문의 뒤. 1968 3 2
편에 궁의 새로운 정문을 건립하는데 있어 콘크리트를 사용하도록 결정하
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장 문의 규모는 양식은 우진각 다포.(4.1.(1) ) 3×1, 
집 평방과 창방까지는 콘크리트로 하고 그 이상은 목조로 계획되었으나 , 
이에 대한 사진이나 공사 내역이 남아있지 않아 실제로 행해졌는지는 확
인하기 어렵다 이처럼 위치와 재료 등을 의도적으로 교체한 복원 은 당. ‘ ’
시의 다른 건축문화재에도 자주 행해졌다 이에 대한 비판은 년대에 . 1980
곧바로 등장하기 시작했으나 건축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정화 사업의 성격
은 계속 유지되었으며 은정태 당시 이루어졌던 잘못된 보수 복원 ( , 2005) 
사례를 복구시키는 일은 훨씬 후에야 완료되었다. 

역사적 건축물 보존을 위한 이축 고려 사항 과 역사적 (4) < > <
건축물의 이축 유형에 따른 추가 고려 사항 을 기준으로 한 평가>

장에서 도출한 역사적 건축물 보존을 위한 이축 고려 사항 가지 2.4 < > 8
와 역사적 건축물의 이축 유형에 따른 추가 고려 사항 가지를 기준으<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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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현대적 관점에서 과거의 이축 행위를 평가하였다.

첫 번째는 이축 여부 결정 시 그 보존을 위한 다른 모든 방법이 먼저 고 , 
려되어야 하며 이축은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되어야 한다는 사항이다 앞. 
서 살펴본 건의 사례 중 이축 이외의 방법이 고려되었던 사례는 덕수궁 20
대한문과 독립문이 있었다 이 둘은 모두 해당 건축문화재가 도로로 둘러. 
싸일지언정 원위치에 보존하는 방안이 먼저 선택 진행되었으나 경관적, , 
시각적 가치의 훼손을 지적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국 이축이 이
루어진 사례이다 이는 건축문화재의 이축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관. 
점 차이를 보여주며 역사적 건축물 보존을 위한 이축 고려 사항 이 늘 < >
통용되거나 무조건 옳을 수는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계획과 시공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이축 시 보호되어야 할 주 
요 요소의 선정 이축할 부지의 신중한 결정 연구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 ,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축 시 보호되어야 할 주요 요소는 바로 . 
앞 장 에서 설명하였듯이 이축 승인과 함께 문화재위원회에서 결(3.9.(3) )
정해 주었으며 감독관을 두어 관리하였다 이축 계획 역시 문화재위원회. 
에서 시공 계획을 미리 요구하여 검토한 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
다 이축지의 결정에 있어서는 대통령 서울시 소유주 등 이축 추진 주체. , , 
의 의견에 따라 일방적으로 정해진 경우가 태반이었다 예외적인 사례로. , 
구 벨기에 영사관의 이축지는 소유주가 제안한 개의 이축 후보지를 대12
상으로 문화재전문위원 신영훈이 비교 조사한 후 결정하였다 그러나 신. 
영훈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 원위치에 대해서 역사적 의의나 별다른 특성‘
은 없다 고 여겨졌고 이축지 선정 시에도 원위치와의 유사성을 고려하기 ’
보다는 문화재 공개 활용을 위한 대중성과 접근성만이 이축지의 조건으로 
고려되었다 그 결과 교통의 요지로서 중인이 바라다보고 접근하기 쉽고 . ‘
대중성이 강하며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 데 적절한 곳이 선택되었다 여’ . 
러 이축 후보지를 비교하였던 사례로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 도 (1980)
해당된다 그러나 후보지는 두 곳에 불과하여 선택지가 많지 않았으며 원. ‘
위치와 가까운 조건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년’ . 1980
의 경향은 장에서 언급했던 년 대전 대흥동 일양절충식가옥3.7.(3) 2008
뾰족집 의 이축 여부 결정 시 제안된 의견과 비교된다 당시 문화재위원 ( ) . 
김종헌은 재개발이 진행된다고 해도 현재의 위치에서 보존하는 것이 가‘
장 좋겠고 등록문화재를 예술장식품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해봄 라는 의( )’
견을 보여 건축문화재가 해당 지점의 장소성 주변 도시맥락과의 관계를 , 
잃어버린 상태일지라도 원위치 보존이 가치 있음을 주장하였다 문화재위. 
원들이 장소성과 기능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유일한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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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서울 구 신촌역사가 있었지만 이는 결국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후 2004 . 
년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의 이축 복원 시에는 오히려 장소성이 전2010

혀 논의되지 않았고 그보다는 원위치 의 가치가 더욱 중요시 여겨졌다‘ ’ .

다음은 이축 시공 후 고려해야 할 사항인 원위치와 이축 사실에 대한 안 
내 이축 후의 유지 관리 계획 기존 부지의 유적 발굴 조사 등에 대한 내, , 
용이다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이축 허가서에는 원위치 표시와 안내. ( ) 
판에 이축 사실을 명시하도록 하는 지시 사항을 자주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원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독립문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축 직후의 문화재 안내판 내용을 알 수는 없었지만 현재에는 모두 과거
의 이축 사실을 안내하고 있었다 이축 후의 유지 관리 계획은 이축과 동. , 
시에 내부 공간을 전용하여 활용하기로 한 경우에만 수립되곤 하였다 구 . 
벨기에 영사관 장교동 한규설 가옥 남산골 한옥마을로 이축된 채 등이 , , 4
해당된다 원위치의 발굴 조사는 독립문의 경우에만 행해졌다 경희궁지. . , 
경복궁 광화문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 의 경우에도 원위(1994), (2010)
치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건축물의 원위치 이축 복원을 앞두고 
행해진 것으로서 독립문의 사례와는 구별된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건축물 보존을 위한 이축 고려 사항 에서는 이축 < >
이 고려되고 결정 계획 시공되는 전체 과정의 기록을 요구하고 있다 가, , . 
장 초기의 이축이었던 경복궁 광화문 조차도 보고서를 발간할 것(1967) 
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후의 사례들은 모. 
두 도면 사진과 함께 이축 완공을 보고하도록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시하, 
고 있었다 그러나 이축 공사 보고서가 정식 발간되어 일반에 공개된 것은 . 

년대 이후 완공된 경복궁 광화문 서울 구 신촌역사2000 (1994), (2004),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 뿐이었다 사유 재산인 서울 구 경성방직 (2010) . 
사무동 은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으며 관련 자료도 별로 공개되어 (2009)
있지 않은 편이었다.

역사적 건축물의 이축 유형에 따른 추가 고려 사항 에서는 해체의 단 < >
위와 순서에 대한 계획 보수 복원의 고려 현대적 재료와 시설의 사용에 , , 
대한 고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살펴 본 총 건 채의 이축 사례. 20 , 18
는 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통 목구조였기 때문에 별도의 해체 재조립 4 ,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정해진 전통 기법을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통 건. 
축이 아닌 독립문 구 벨기에 영사관 서울 구 신촌역사의 경우에는 해체, , 
의 단위와 순서 조립을 위한 부재별 표식 등이 미리 계획되었음이 확인되, 
었다 그러나 구 벨기에 영사관의 이축 시공에 참여했던 건축기사 이낙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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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언에 의하면 공사를 담당했던 문화재전문위원 신영훈이 해체된 돌, 
과 벽돌 목재에 모두 번호를 매겨 운반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실제로는 벽, 
돌을 제외한 석재와 목재에만 행해졌다고 한다 장 건축물의 보.(4.3.(2) ) 
수 보강 복원은 대부분의 이축 시공 시 동시에 이루어졌고 현대적 재료, , 
와 시설의 도입은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허가되거나 되지 않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구 벨기에 영사관에 보일러가 도입되었으며 도정궁 . 
경원당의 경우 문화재 훼손을 이유로 전기 시설 설치가 허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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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4. 축 행위에서 나타나는 건축문화재 보존의 특성

장에서 나열한 개의 사례 중 이축 과정에서 건축문화재에 대한 인식 3 20 , 
취급 태도를 알 수 있었던 사례들을 대상으로 이축 관련 논의 및 이것이 
행해지는 과정 이축 완료 후의 결과에 대해 미시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는 , . 
건축문화재의 보존 과정에 있어서 이축 이라는 행위가 일어나게 된 원리‘ ’
와 방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장에서는 도시개발 과정 속 건축문. 4.1
화재의 이축을 둘러싸고 일어난 갈등 사례를 장에서는 이축을 통해 , 4.2
역사적 장소성을 복원하거나 재창조한 사례를 장에서는 이행 과정에 , 4.3
있어서 이축지의 결정 원리를 장에서는 이축 완료 후의 보존 특성에 , 4.4
대해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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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과정 속의 이축과 갈등4.1. 

원위치 보존 원칙은 원형 보존 원칙처럼 문화재보호법 에 명시되어있 < >
지는 않지만 다음 여러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년대 이래 문화재위원, 1960
회에서 꾸준히 주장해 온 원칙이다 문화재의 원형 에 대한 기준이 불명. ‘ ’
확한 것과 달리 건축문화재의 원위치 는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기 때문‘ ’
에 보존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수리나 보수 없이 현상 유지
만으로도 지켜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위원회는 원위치 보. 
존 원칙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 시민 등 건축문화재 보. , 
존 및 향유의 주체였던 여러 집단들 간의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의 결
과였다 이에 대한 사례로 년대 덕수궁 대한문과 년대 독립문을 . 1960 1970
살펴보았다 한편 년대 이후에는 보존 방식을 둘러싼 갈등 양상이 과. 2000
거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원위치 보존에 대한 가치가 훨씬 강조되어. , 
과거에 이축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원위치를 재 이축을 통해 되찾아주는 
일도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사례로 년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을 살2010
펴보았다.

년대 서울시의 도로 확장 덕수궁 대한문(1) 1960 , : 

가 배경. 

덕수궁의 동측 담장과 접하고 있는 태평로는 현 세종대로의 일부로서 93)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 세종로 번지 에서 중구 남대문 태평로( 139 ) ( 2
가 번지 에 이르는 너비 길이 왕복 차선의 가로120 ) 50m, 1,600m, 10~18
이다 이 길은 년 고종이 대한제국 선포와 함께 정궁을 경운궁으로 . 1897
옮기고 경운궁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은 도로를 개설하여 도시구조 재편
을 꾀하였던 계획에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
회 년 건설이 시작되어 년 완성 된 것으로 추정되며 명, 2009) 1896 1897

93) 년 세종로 광화문 세종로 사거리 태평로 세종로 사거리 숭례문 남대문로 2010 ( - ), ( - ), 
숭례문 서울역 구간을 합친 의 도로를 세종대로라는 새 이름으로 부르기 시( - ) 2.2km
작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종대로 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도로의 위상에 걸맞게 . “ ‘ ’
대로 로 격상시킨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 ” .( , 20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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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황후의 장례식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 전에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이혜민.( , 
과거 신교통 세종로 사거리 서울시청 과 태평정 서울시청 숭례2016) ‘ ( ~ )’ ‘ ( ~

문 이라 불리었으나 이들이 합쳐져 현재의 태평로가 되었다)’ . 

태평로와 덕수궁이 속해있는 정동은 구한말 서구문화 수용의 전진기지였 
으며 대한제국의 정치 중심가로서 많은 근대 건축유산이 분포되어 있다.
이완건 또한 시청과도 접하고 있으며 외국사절과 서울 방문객의 ( , 2005) 

출입이 잦은 서울의 관문지역이자 관광도로로서 미관 증진과 교통의 편리
성이 요구되는 지역이다.94)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태평로의 노폭은 여러  
차례 확장되어왔다 그 중 덕수궁과 접하는 부분의 노폭은 년 일제에 . 1912
의한 확장과 년 년의 확장이 있었으며 그 때 마다 덕수궁의 궁1961 , 1968
역이 축소되어 도로로 바뀌었다.95) 년 월 일 총독부고시 제 호 1912 11 6 78
로 경성시구개수예정계획노선 개를 고시하는데 제 노선인 황토현 광장29 3
세종로 사거리 에서 대한문 앞 광장을 지나 남대문에 이르는 도로의 노( )
폭을 간 약 으로 확장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공사15 ( 27.5m) . 
는 년 월 준공되어 월 완공되었다 이 때 잘려나간 부분은 정동 1913 8 9 . 

번지 일대로 이후 년 서울시 소유의 도로로 토지대장에 신규 등5-8 , 1975
록 되었다 이혜민 노폭 가 된 덕수궁 옆 태평로는 년 .( , 2016) 27.5m 1961

더 확장되어 가 되었고 년 더 확장되어 가 되6m 33.5m 1968 16.5m 50m
었다 그러나 년과 년의 도로 확장과 그에 따른 덕수궁 영역 축. 1912 1961

94) 태평로의 미관은 년대부터 관리의 대상이 되었다 년에는 태평로에 애국 1960 . 1964
선열위인의 석고상이 세워졌다 혁명 기념일을 기해 국회문공위가 발안하고 문교. 5·16
부가 맡아 추진한 사업으로 민족정신의 양양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중앙청 앞의 을지‘ ’
문덕 상에서 남대문 앞의 백범 김구 상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비바람에 의한 훼손과 . 
보수를 거듭하다가 미관상 좋지 않고 교통에도 지장이 된다는 이유로 년 철거되1966
었다 년에는 건설부에서 도시미를 위하여 도시계획법을 적용 도심부의 일부를 . 1966 , 
집단도시 미관지구로 주요 간선도로변 지역을 노선 미관지구로 결정 고시하였고 이 , , 
중에 태평로가 포함되었다 동아일보 그 이래 미관지구로서 현재까지도 .( , 1966.1.26.)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오고 있다.

95) 태평로 중 덕수궁과 접하지 않는 부분의 노폭도 확장되어왔다 년에는 태평로  . 1966
동측 커브부분의 건물이 철거되어 노폭을 넓히고 교통을 편리하게 하였다 동아일보.( , 

년에는 태평로 지하도가 개통되었는데 만 원의 공사비에 폭이 1966.3.1.) 1967 5,900
길이가 로 개소로 출입구가 마련되었다 매일경제 이 공사와 10m, 45m 4 .( , 1967.6.26.) 

동시에 노면의 전차 궤도는 철거되었다 경향신문 또한 년에는 태.( , 1967.3.25.) 1979
평로의 북측 부분 덕수궁과 접하지 않는 부분 을 확장하는 공사가 시행되었다 서울시( ) . 
는 년까지 억 원을 들여 태평로 가 구 체신부 환금관리사무소 현 도시건축81 4 1 60 ( )(
박물관 자리 건물과 세종문화회관 별관 현 서울시 의회 지하철건설본부 건물 중 폭 ) ( ), 

의 태평로 계획 선에 저촉되는 건물을 철거 도로로 확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50m , .  4
천만 원을 들여 체신부 건물 중 전면 평을 철거 수용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175 . 
현 체신부 등 개 건물이 철거되지 않아 폭 의 계획도로인 태평로가 코리아나호4 50m
텔에서 로 좁아져 차량 소통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이었다 매일경제40m .( , 
197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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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덕수궁이 문화재로 지정 년 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 연구의 (1963 )
분석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다만 배경적 측면으로서 다루도록 한다.

그림 78 세기 후반 덕수궁 궁역  19

출처 서울특별시( : (2013))  
그림 79 태평로의 확장과 덕수궁의 궁역  

축소 년 번지 년 번지. 1913 5-8 , 1961 5-4 , 

년 번지가 도로로 변경 1968 5-5

출처 이혜민( : (2016))

그림 80 매일신보 태평로  , 1913.8.22. 

확장공사 출처 서울시사편찬위원회( : )

 
그림 81 년대 태평로  1930

출처 서울시사편찬위원회( : )

나 덕수궁 담장 이축 논의. 

년 월 이 대통령은 체신부 건물 옆에서 대한문에 이르는 사이의  1959 9 ‘
덕수궁 돌담을 허물고 대신 보기 좋은 철책을 쳐서 일반 행인으로 하여금 
덕수궁 내 풍경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수도 서울의 환경미화에 힘쓰도록 
지시 하였다 이에 서울시에서도 곧 전기돌담을 없애고 높이 가량의 ’ . ‘ 3m 
철책을 둘러치는 한편 덕수궁 안에다 시청광장을 향해 여러 개의 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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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 시민휴게와 정서에 이바지할 것 이라 하였다 동아일보’ .( , 1959.9.1.) 
그리고 이듬해 월 서울시는 이달 중순 경 덕수궁의 대한문에서 체신1
부96)에 이르는 돌담 중 를 허는 공사에 착수할 준비를 하였다19m 15m . 
공사를 위하여 서울시는 만환1,970 97)을 지출할 것이며 현재의 돌담 위치
에서 안쪽으로 되는 곳에 새로 궁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철책 철붕7m ( )
을 치고 현재의 담과 철책 사이에는 잔디를 깔 것이라 밝혔다 동아일보.( , 

하지만 바로 실행되지 않고 같은 해 월 이에 관한 설문조사1960.1.7.) 7
가 이루어졌다 서울시는 덕수궁의 태평로쪽 담장을 종전대로 철거할 것. 
이냐 그렇지 않으면 철책으로 할 것이냐의 개조 여부를 직장별로 각계각
층의 인사 명을 대상으로 각기 방문하여 면접방법으로 실시하였다1,000 .
동아일보 이 설문조사의 세부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 , 1961.7.25.) 
신문에 실린 기사들과 국가기록원의 기록들을 바탕으로 하여 당시에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림 82 기존의 돌담  

출처 경향신문( : , 1961.8.2.)
 그림 83 덕수궁 담장이 뒤로 물려질  

부분 점선( ) 

출처 동아일보( : , 1961.10.15.)

기록을 찾을 수 있는 당시의 의견으로는 대통령과 서울시 98) 문화재보존, 
위원회 관계 전문가 인, 3 99) 시민 인, 2 100)101)의 것이 있었다 동아일보.( , 

96) 현재 서울도시건축박물관 자리 년 조선총독부 체신국 청사 조선 체신사무회 . 1937 (
관 가 지어져 해방 이후에도 체신부로 이용되다가 년부터 국세청 별관으로 사용) 1978
되었으며 년 철거되었다2015 .

97) 현재 가치 약 만 원 가량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7000-8000 .( )
98) 서울시의 어느 부서에서 표한 입장인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
99) 국립박물관 학예관 서울대학교 박물관장 이상백 국립박물관 학예관 김원룡 경향신 , , (

문, 1961.8.2.)
100) 이 연구에서 시민 의견은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모두 매체를 통해 보도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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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논의는 기존의 돌담과 새로 짓게 될 철1959.9.1.)( , 1961.8.2.) 
책담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세부 쟁점이 된 것은 세 가지로 도시 . , ‘
미관과 공원으로서의 덕수궁 덕수궁과 담장의 조화 돌담의 보존 가치’, ‘ ’, ‘ ’
였다 첫째로 도시 미관과 공원으로서의 덕수궁에 대해서는 이를 주도하. ‘ ’
였던 행정기관 즉 대통령과 서울시 관계 전문가 인, 2 102)이 철책담을 지지
했고 시민 인, 1 103)은 돌담을 지지했다 둘째로 덕수궁과 담장의 조화 에 . ‘ ’
있어서는 관계 전문가 인2 104)과 시민 인1 105)이 철책담은 조화롭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셋째로 돌담의 보존 가치 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 . ‘ ’ 2
인106)이 인정하지 않았고107) 문화재보존위원회와 시민 인, 2 108)이 인정하
였다 결론적으로 관계 전문가들은 돌담의 보존 가치를 인정하지 않거나 . 
신축될 철책담을 지지하는 편이었고 문화재보존위원회와 시민들은 기존
의 돌담을 지지하는 편이었다. 

의미한다 따라서 각 매체의 정치적 입장이 개입되었을 수 있다. .
101) 신문기사 상에서 이름과 소속을 밝히지 않은 의견은 대체로 비전문가의 것으로 추 

정된다.
102) 서울대학교 박물관장 이상백 내 생각으로는 도시미관상 현재의 담을 없애고 넓혀 : “

서 철책으로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경향신문.”( , 1961.8.2.)
국립박물관 학예관 김원룡 현재의 담을 뜯어버리면 도시미관상으로 볼 땐 좋을지     : “
모르나 후략 경향신문( )”( , 1961.8.2.)

103) 시민 이 담을 무슨 이유로 부숴버리고 굳이 철책을 둘러야 하는지 모르겠으나 대 : “
략 짐작되는 것은 도시미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가 한다 어떤 관점에서 이 담이 아. 
름답지 못하게 보이는지 모를 일이다 중략 덕수궁의 담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 동. ( ) .”(
아일보, 1961.7.28.)

104) 국립박물관 학예관 갓 쓰고 파이프 문 격이 아닐까 경향신문 : “ ?”( , 1961.8.2.)
국립박물관 학예관 김원룡 담만 고친다면 오히려 우습다 중략 대한문을 그대     : “ . ( ) 

로 두고 철책이나 유리 담으로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조화가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
게 되면 덕수궁 자체로서의 생명을 없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경향신문.”( , 
1961.8.2.)

105) 시민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귀중한 담을 헐어버리고 어울리지도 않는 철책을 두 : “ , 
른다는 것은 분별 있는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것은 또 미. 
관상으로도 한국 저고리에 양복 바지를 입은 것쯤이나 괴상할 것은 뻔한 노릇이다.”
동아일보( , 1961.7.28.)

106) 국립박물관 학예관 덕수궁의 담이나 대한문 자체는 건축학상 또는 역사상으로 그 : “
다지 중요한 가치는 없다 할지라도 후략 경향신문( )” ( , 1961.8.2.)

서울대학교 박물관장 이상백 담이 없다고 해서 덕수궁이 고궁으로서의 역사적 가     : “
치를 손상시키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경향신문.”( , 1961.8.2.)

107) 이는 년 일제가 태평로 확장을 위해 덕수궁을 축소하고 새로 쌓은 돌담이었 1913
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108) 시민 로마 시에는 지금도 옛날 성벽이 그대로 남아있다 중략 그들은 자기의  : “ . ( ) 
것을 아낄 줄 알고 그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이를 보전하려고 힘쓴다 동아일보.”( , 
1961.7.28.)

시민 그 담이 낡아빠져서 무너져 행인을 다치게 한 일이 있다면 또 모르되 중소     : “
하여 길이 보전할 궁리는 못할망정 헐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요 동아일보”( , 
196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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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과 공원으로서의 덕수궁이 쟁점이 된 까닭에 대해서는 당시 궁 ‘ ’
궐의 활용 행태로 설명할 수 있다 년대 궁궐 복원 지향점은 공원이. 1960
었는데 이러한 고궁 이용 방식은 일제시기의 궁궐 활용방식과 그에 대한 
대중의 호응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지홍 실례로 .( , 2014) 

년 일제에 의해 창경원이라는 시민공원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여 해방 1909
이후인 년까지도 유지되었던 창경궁과 또한 년 월 발표된 경1983 1962 8
복궁 보수 개년 계획의 조감도에 의하면 동물원 방사로가 있는 정원과 3 , 
우리나라 최대의 분수 야외극장 등을 세워 시민의 공원 으로 단장하는 , ‘ '
내용이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과거 시민공원으로 활용되던 사적 및 유. 
적으로 사직단의 사례도 있다 일제강점기에 사직공원으로 변형된 이래 . 
해방 이후까지도 유지되었는데 년에는 덕수궁 담장 처럼 철책1967 (1961)
담을 설치하여 내부가 들여다보이게 꾸미기도 하였다.

그림 84 년 시민공원으로서의 창경궁  1962

출처 한겨레( : )
 그림 85 년  1977

시민공원으로서의 경복궁 

출처 국가기록원( : )

그림 86 사직공원 담장 변경 계획도와 변경 결과  1967.8.14. 

출처 서울기록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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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담장 변경 공사는 승인 진행됨으로써 덕수궁의 보존에 있어 , 
서 전체적인 조화보다는 도시 미관과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돌담의 보존 가치는 인정받지 못했으며 도시 미관 관리를 위해서 . ﾠ
오래된 것을 정비하기보다 신축이 선택되었다 서울시는 년 월 초. 1961 10
순부터 덕수궁 전면의 돌담을 철책담으로 바꾸는 공사에 착수하였다 경.(
향신문 철책담으로 바뀌는 곳은 대한문에서 태평로 파출소, 1961.9.28.) 
가 있는 곳까지 연장 이며 덕수궁 안쪽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개조 140m . 
설계는 현상모집에 당선된 박성일씨의 것인데 동 설계에 의하면 울타리 
안에 두 곳의 대리석 담 기둥을 세우고 그 가운데는 모두 철책을 치도록 
되어있었다 동아일보 이 당선 작품은 현대건축양식에 고.( , 1961.10.15.) ‘
궁의 고전미를 살려 조화시킨 것 이라고 전하였다 경향신문’ .( , 1961.9.28.) 
공사는 월 완공되어 일 상오 윤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계관들이 참석12 24
한 가운데 준공식이 거행됐다 만 환의 예산을 들인 길이 . 6,169 1,797

에 높이 의 철책울타리가 완성됨으로써 도로가 넓어졌으147m 3.12m 6m 
며 아늑한 고궁 안이 시원스레 들여다보여 도시미를 한중 더해주었다 고 ‘ .’
전하였다 경향신문 담장의 이동 신축으로 인해 덕수궁 영.( , 1961.12.24.) , 
역에서 배제된 구역인 번지는 이후 년 분할되어 도로로 편입되5-4 1963
었다 이혜민.( , 2016) 

그림 87 태평로를 확장하고 돌담 대신 세운 철책담 

출처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 )



- 142 -

그림 88 새로 세워진 덕수궁 철책담 

출처 경향신문( : , 1961.12.24.)  
그림 89 축 덕수궁 도로  ‘

확장 

철책대치공사(1961.12.24.)

출처 서울사진아카이브( : )

그림 90 새로 세워진 덕수궁  

철책담(1962.2.7.) 

출처 국가기록원( : )

 그림 91 새로 세워진 덕수궁  

철책담(1965.4.3.)

출처 국가기록원( : )

공사 완료 이후 이에 대해 여러 나라의 도시계획에서 크게 문제되는 고 ‘
적의 보존과 현대생활과의 조화란 상반되는 문제를 드러낸 것 이라는 지’
적이 있기도 하였다 동아일보.( , 1962.5.16.)

다 덕수궁 담장과 대한문 이축 논의. 

년 태평로 확장 논의가 또 다시 불거졌다 년 월 일 개최된  1966 . 1966 8 6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는 덕수궁 담장 이설 관계 에 대해 다루었으며 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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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시의 덕수궁 담장 이설 계획은 부결한다 앞으로 덕수궁 주변의 제반 도. 
시계획은 덕수궁의 현존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한다 라고 매듭지었다 국가기록원 그러나 년 후인 년 월 서울.’ .( ) 2 1968 1
시109)는 당시 국회의사당이었던 현재 서울시의회 앞길을 에서 33.5m

로 넓힐 것이며 이를 위해 국회의사당 현관 체신부 현관 태평로 파50m , , 
출소 등을 오는 월까지 철거하고 현 덕수궁 철책과 대한문은 가6 16.5m 
량 안으로 물려 세우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동아일보.( , 1968.1.20.)

이에 대한 당시의 의견으로는 서울시 도시계획국과 부시장 문화재관리 , 
국 문화재위원회와 총 위원장 문화재관리국 관련 전문가 인의 것이 기, , , 2
록에 남아있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 문화재위.( , 1968.1.20.)( , 1968.2.1.)(
원회 제 분과 제 차 회의록 동아일보 동아일1 5 , 1968.2.8.)( , 1968.2.15.)(
보 년의 경우와는 달리 행정기관인 서울시 관련 주체를 , 1968.2.16.) 1961
제외한 다른 모든 이들이 덕수궁 담장과 대한문의 이축에 반대하였다 이. 
들은 도시계획 도로 확장 근대화 보다는 문화재의 가치가 우선시되어야 , , 
한다고 주장했으며 지난 년 덕수궁 담장 변경 건에 대해서도 비판하1961
였다.110) 반면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는 년 전 확정되었던 도시계획을  15
근거로 삼았으며 부시장 차일석은 문화재를 보존하되 변형시킬 수 있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111)

라 절충안 제시와 이행. 

이들의 의견 충돌이 계속 되던 중 문화재위원회는 절충안에 대해서 고려 
하였다 년 월 일 개최된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는 도시계획에 의. 1968 2 8 ‘

109) 서울시의 어느 부서인지는 신문기사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서울시 도시계획국 
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1962~) .

110) 문화재관리국 문화재 보호를 외면한 짓 도시교통에 결정적인 장애를 주지 않는  : “ , 
한 귀중한 문화재를 헐고 옮기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동아일보.”( , 1968.1.30.)

문화재관리국 문화재보호법은 도시계획법보다 우위에 서는 특별법이며 년에 덕    : “ 61
수궁 담이 헐린 것은 이 법이 없었기 때문 동아일보”( , 1968.2.1.)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손보기 근대화가 결코 과거의 문화전통이나 유산을 없애    : “
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도시계획이 얼핏 보아 차가 좀 편히 다니자는데 치중하는 것 . 
같다 동아일보.”( , 1968.2.1.)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윤장섭 도시계획과 문화재보존 문제의 해결에는 사례에     : “
따라 어느 정도의 타협이 불가능하다 현재의 서울시 도시계획에는 조사연구 등과 함. 
께 자문기구의 역할을 살리는 긴 안목이 없다 동아일보.”( , 1968.2.1.)

111) 서울시 도시계획국 이 지역의 도시계획은 이미 지난 년 월에 내무부고시로  : “ 52 3
확정되었던 것인데 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동아일보15 .”( , 1968.1.20.)

서울시 부시장 차일석 이들 반대론이 문화재 자체만을 논하는 지엽적인 문제며 문    : “
화재는 과거의 형태를 그대로 전하는 길과 함께 현시점을 거쳤다는 형적을 붙여서 전
하는 방법이 있다 동아일보.”( , 196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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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덕수궁 일부 철거에 관한 건 심의 결과 대한문을 현 위치에 보존하고 ’ ‘
절충안으로 행정당국 간에 협의토록 하고 결과에 의거 심의 결정키로 하’ 
였다 국가기록원 문화재위원회 제 분과 제 차 회의록.( )( 1 5 , 1968.2.8.)

문화재위원회는 대한문의 원위치 보존에 더불어 돌담으로의 복구를 강하 
게 주장했는데112) 그것은 원형 보존 원칙 때문이었다 일본의 영향을 받 . 
은 한국에서는 문화재 보존의 제 원칙으로 언급되는 원형 보존이라는 명1
제를 해석하면서 원형 을 창건 당초의 모습으로 해석하여 후대에 가해진 ‘ ’ ‘ ’
변형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왔고 해방 이후에도 이러한 
개념의 수리가 지속되었다 강현 년 변경된 담장의 위치를 .( , 2016) 1961
복원하기는 어렵지만 그 밖의 요소들은 원형대로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
다 한편 담장은 덕수궁이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이미 여러 차례 이축이 . 
이루어졌던 터라 이미 원위치를 상실한 상태인 반면 대한문은 세기 말 19
최초 건립113)된 이래 원위치를 지키고 있는 상태였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
다.

이러한 문화재 원형 보존 원칙은 앞서 언급한 시민공원으로서의 궁궐  ‘ ’ ‘
활용 과 대치된다 년에는 후자가 중시되었지만 년 후인 년에’ . 1961 7 1968
는 전자가 중시된다 그 이유는 년 문화재관리국과 문화재위원회 신. 1961ﾠ
설 문화재보호법 제정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 .114) 문화재위원회는 기 
존의 문화재보존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설치의 취지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문화재보호법 으로 인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 >
다 문화재보호법 에 의하면 문화재위원회는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 < > ‘
하여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 하게 하기 위, ’
한 것이며 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을 비롯한 개 사항을 의결하도록 ‘ ’ 9
되어 있기 때문이다.115) 그러나 한편으로는 년 문화재보호법 제 1962 < > 

112) 문화재위원회 총 위원장 김상기 문화재는 우리나라 문화재일 뿐 아니라 전 인류 : “
의 것이다 덕수궁 담도 투시철책 대신 이제라도 옛 돌담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동아. .”(
일보, 1968.2.1.)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윤장섭 덕수궁 담도 철책 대신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 “
좋겠다 동아일보.”( , 1968.2.1.)

113) 대한문의 원래 이름은 대안문 이었는데 년 월 일에 대안문 현판 ( ) , 1898 6 26大安門
서사관으로 의정부참찬 민병석을 임명하는 문서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건
물 공사는 진행되고 있었고 이 무렵에는 대체로 마무리 단계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년 덕수궁 중건 시 이름을 대한문으로 바꾸었다 문화재청1906 .( , 2005a)
114) 년 월 일 법률 제 호로 정부조직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문교부 외국 1961 10 2 734

으로 문화재관리국 설치가 규정되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 제 차 상임위원회는  . 93 1961
년 월 일 문화재보호법안과 향교재산관리법안 등 개 법안을 심의해 수정 의결12 26 11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문교부 . ·
장관의 자문기관으로 문교부에 설치하도록 했다 문화재청.( , 2011)

115) 문화재보호법 시행 법률 제 호 제정 < > [ 1962. 1. 10.] [ 961 , 1962. 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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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이후 년대에 이르기까지 문화유산은 국가의 정통성과 관련된 주1970
요대상 호국의 교육현장으로 인식되어 호국선현 및 국방유적 보수정화 ,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궁궐에 대한 복원정비사업. 
은 년대에 이르러서야 진행되었다 강현 따라서 문화재보1980 .( , 2012) <
호법 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년대 이전까지는 궁궐의 원형 복> 1980
원과 보존이 적극적이거나 능동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서울시와 문화재관리국의 협의 끝에 년 월 일 대한문을 담장과  1968 2 15 , 
분리하여 현 위치에 그대로 남겨두고 남대문이나 동대문처럼 로터리의 중
심 건물로 삼기로 확정되었다 서울시 건설 당국자는 시청 앞 도로 확장 . 
계획에 따라 덕수궁 시청 쪽 경계를 오는 월 말부터 뒤로 후퇴시키2 16m 
는 반면 현재의 철책이 돌담으로 바뀌게 된다고 밝혔다 이 돌담은 문화. ‘
재관리국의 요청에 따라 쌓는 것인데 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520
철거될 철책 길이 폭 은 년 월 서울시가 만 천여 ( 174m 12m) 1961 10 619 9
원을 들여 각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돌담 대신 세운 것으로 년 만에 옛 7
모습을 찾게 된다 고 전하였다 경향신문 원형 보존을 위.’ .( , 1968.2.16.) ‘ ’ 
해 철책담을 돌담으로 바꾸도록 한 반면 거듭된 태평로 확장은 도로로 바, 
뀐 궁역과 철거된 궁 내 전각들을 점점 더 회복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덕. 
수궁 영역의 변화를 나타낸 평면도를 참고하였을 때 태평로 측의 전각 대
부분은 일제 강점기였던 년대 년 무렵에 모두 철거된 상태였1920 , 1933
다 따라서 년 월 덕수궁 담장 이축 공사 시 궁내 조경과 연못을 축. 1968 3
소 변형 시키는 정도에서 마무리 되었다 이에 관한 내용이 문화재위원회 . 
회의에서 논의되긴 하였지만 문화재위원회는 깊이 관여하지 않았으며 도‘

전략( )
제 장 문화재위원회2
제 조 설치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3 ( ) , 

조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제 조 의결사항 문화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4 ( ) . 
중요유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 중요기념물1. ( , ), , ( , , ), 國寶 寶物 史蹟 名勝 天然記念物
중요민속자료의 지정과 그 해제
전호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문화재의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과 그 해제2. 
지정문화재의 관리 또는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3. 
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또는 수출이나 국외반출의 허가4. 
지정문화재의 환경보전을 위한 제한 금지 또는 필요한 시설의 명령5. , 
지정문화재의 매수6. 
매장문화재의 조사를 위한 발굴의 시행7. 
기타 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8. , 

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9. 

후략(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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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획에 따른 담장의 이동과 조경을 감안하여 변형 개조토록 하라는 간’ 
단한 결정만을 내렸다 동시에 문화재위원회는 월 일 회의에서 대한문 . 3 2 ‘
주위에 설치될 보호책의 디자인과 새로 생길 덕수궁의 대문 에 대한 논의’
를 하였다 부록 참조 대한문을 대신할 덕수궁의 새로운 정문을 계획.( 6 ) 
하였는데 규모는 칸으로 대한문과 동일했으나 평방과 창방을 콘크리3×1
트조로 할 것으로 결정하였다 국가기록원 이와 같이 새로운 정문을 세.( ) 
운 것은 대한문이 덕수궁의 정문으로서 갖는 상징성을 완전히 무시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덕수궁 영역에서 배제되게 된 번지는 년 분. 5-5 1968
할되었고 년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태평로로 편입되었다 이혜민1982 .( , 
2016)

그림 92 년 덕수궁 철책담  1968

철거 대한문 분리 공사 ·

출처 서울기록원( : )

 
그림 93 담장과 분리되어 고립된 대한문  

출처 경향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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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4 넓혀진 한길가에 외따로  ‘
덜어져 볼 품 없어진 덕수궁 정문 

대한문’ 
출처 동아일보( : , 1968.8.20.)

 
그림 95 덕수궁 담장과 분리된 대한문  

출처 국가기록원( : , 1968.9.21.)

그림 96 태평로를 확장하고 철책담 대신 쌓은 돌담과 고립된 대한문  1968.8. 

출처 조선일보( : )

마 대한문 이축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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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의 담장 후퇴 이축 공사가 완료된 결과 태평로는 또 한 차례 확폭  
되었고 그 한가운데에 대한문이 섬처럼 고립되었다 신문기사에 보도된 . 
시민들의 여론은 덕수궁 담장과 대한문이 분리된 것에 대해서 모두 부정
적이었으며 대한문이 대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고 덕수궁 전체의 조화
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16) 이렇게 된 이상 대한문도 담장에 맞 
춰 후퇴시키는 것이 문화재 보존 도시미관 교통의 흐름상으로도 더 좋을 , ,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17) 문화재위원회에 대해서도 비난하였다 .118) 이처 
럼 시민들은 대체로 도시개발보다는 문화재의 보존 가치를 중시했으나 보ﾠ
존의 방식에 있어서 그것의 원위치를 고수하기 보다는 전체의 조화와 기
능을 중요하게 여겼다 즉 대한문의 원위치 보존은 문화재위원회 측의 의. 
견이었을 뿐 시민들의 의견은 전혀 달랐던 것이다 앞서 장에서 살펴. 2.3
보았던 것처럼 여러 국제 원칙과 선행연구에서 이축은 보존을 위한 최후
의 방법이라고 정함으로써 원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 

116) 시민 인조 나일론 같은 철책을 헐고 담을 쌓은 것은 잘했다 그러나 대한문이 길  : “ . 
한복판에 내동댕이쳐졌다 대한문이 길을 넓히는 하찮은 일 때문에 덕수궁과 분리된 . 
채 길 한복판에 괴롭게 서있어야 한다면 애처롭지 않은가 경향신문”( , 1968.8.16.)

시민 볼품없는 문화재가 되어버렸다 문화재의 가치가 손상됐으며 길 가운데도      : “ . 
아닌 깊 옆에 서있는 모습은 외관상 완전히 버려져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적절. 
한 시정책을 요구 동아일보”( , 1968.8.20.)

시민 타협은 좋은 결과도 가져오지마는 때로는 어느 편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     : “
우가 있다 대한문의 경우가 그것이다 도로는 확장되었으나 노상에 장애물이 하나 생. . 
겼고 덕수궁은 정문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었다 대한문이라는 부분만 보지 말고 덕. 
수궁이라는 전체를 보아야 한다 동아일보.”( , 1968.8.27.)

시민 덕수궁과 떼어놓고 그 위치만 고집한다고 그것이 옛날 그대로의 대한문일수     : “
는 없다 경향신문.”( , 1968.9.7.)

117) 시민 정상적이 아니다 담 벽과 따로 떨어져서 대문이 서있다고 하는 것은 사리 : “ . 
에 맞지 않다 덕수궁과 대한문은 함께 붙어있어야 의의가 있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 . . 
상에 로터리 형식으로 조그마한 목조건물이 서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보존을 위
해서도 현명하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은 교통에도 지장을 준다 도시미관상으로도 좋지 . . 
않다 문화재위원회가 대한문의 현재위치를 주장하는 재력은 알지만 이렇게 된 바에는 . 
좀 더 현실적이고 상식과 사리에 맞도록 일을 매듭지어야 한다 대한문은 담벽에까지 . 
물려 세울 수밖에 달리 길이 없다 경향신문.”( , 1968.8.21.)

시민 대한문 자리에는 사람과 차의 내왕에 지장이 없도록 원위치를 명시하는 석     : “
각을 박아놓고 문은 뒤로 물러가 덕수궁의 정문 구실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대세. 
로 보아 조만간 물러서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고 보면 이것은 낭비를 
막는 길도 된다 동아일보.”( , 1968.8.27.)

고려대 영문학과 교수 조용만 대한문을 돌이켜 새로 쌓은 담장에 붙여가지고 그      : “
대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대한문은 덕수궁 정문이 되어야 제구실을 하는 것이. 
지 따로 떨어져 큰 길거리에 우두커니 서있으면 보기에 멋쩍고 우습다 경향신문.”( , 
1968.9.4.)

시민 서울시에서 다시 문화재보존위원회에 이전 동의 요청을 내도록 하고 문화재     : “
보존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했으면 한다 경향신문.”( , 1968.9.7.)

118) 시민 문화재위원회는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한다 경향신문 :  “ .”( , 
19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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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해 보았을 때 시민들에게는 건축물의 전체 조화를 지키는 것 즉 , 
완전성 이 원형 보존 원칙보다 중요하게 인식되었음을 알 수 ‘ (integrity)’ ‘ ’ 
있다 일반적인 동산 혹은 오브제 적인 기념비와 달리 덕수. ( ) (objet) , 動産
궁은 여러 전각이 유기적 기능적으로 조직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 
에 나타나는 특수성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년 월 당시 대한문만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한걸음  1968 2 ,ﾠ
물러섬으로써 문화재관리국과 절충적 합의를 본 것처럼 공표하였으나 8ﾠ
월 동아일보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문화재관리국 및 문화재위원회의 ‘
의견대로 현재 대한문의 보호공사를 진행 중이면서도 교통량의 폭주 등을 
들어 몇 해 뒤에는 결국 헐려 옮겨지고 말 것 동아일보 을 ’( , 1968.8.20.)
미리 예측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축을 지지하는 여론을 틈타 서울시. 
에서는 이를 다시 추진하였다 문화공보부 역시 년 월 일 문화재. 1968 9 13
위원들의 완강한 반대를 물리치고 대한문을 현 위치에서 덕수궁 쪽으로 
옮겨 놓을 방침이며 문화재위원을 설득시키고 있다고 전하였다 이홍직씨 . 
등 유형문화재위원들은 만일 이전을 강행한다면 문화재위원직을 모두 사‘
퇴하겠다 는 정도로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경향신문 그러나 ’ .( , 1968.9.13.) 

년 월 일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는 결국 덕수궁 대한문을 이축하1968 9 14
기로 승인하고 말았으며 대한문 현 위치에 표석을 매몰하여 고증토록 할 ‘
것 을 의결하였다’ .

이에 따라 대한문마저 덕수궁 담과 같은 선에 옮겨지게 됐으며 월 일  10 4
국회문공위원회 서울시교위국정감사에서 서울시장 김현옥은 대한문을 내
년 초에 덕수궁 담에 붙여 뒤로 물릴 계획이며 만 환의 예산을 들일 800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동아일보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시민.( , 1968.10.4.) 
들은 문화재관리위원회를 비난하였으며119) 서울시 지방 문화재위원회에 
서도 이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바 대한문 이축지 선정과 이축의 이행. 

대한문 이축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년 새해까지 서울시와 문화 , 1969
재관리국은 서로 이전 책임을 미루고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옮겨질 가망
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동아일보.( , 1969.1.31.)120) 이러한 책임 전가는  

119) 고립된 대한문 필경엔 뒤로 물린다고 주견 꺾인 문화재관리위 결국은 관권 앞에  , . , 
허리 굽실 동아일보( , 1968.9.16.)

시 문화재위원회 대한문 후퇴 부당 동아일보     : “ ”( , 1968.9.20.)
120) 서울시 당초 문화재관리국 측의 요구에 따라 옮기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서울시 : “

가 나서 옮길 까닭이 없다 동아일보.”( , 196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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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이상 계속되며 비난을 받았다.121) 마침내 년 월 일 김 서 1969 12 3 , 
울시장은 내년 월경에 대한문을 덕수궁 담 쪽으로 옮기겠다고 서울시 교3
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경향신문 년 월 일 .( , 1969.12.3.) 1970 2 27
오는 월 중순까지 개축한 덕수궁 담으로 후퇴 이축시키기로 문화재관리6
국과 서울시 사이에 합의를 보았으며 이들은 만원 안팎이 되는 이전 1,000
공비를 둘러싸고 이견을 빚어오다 결국 공동으로 분담키로 하였다 동아.(
일보 그러나 년 월 일 문화공보부에서는 서울시에 , 1970.2.27.) 1970 3 24
공사비 원을 전액 부담해 줄 것을 또 다시 요구하였다 반면 11,699,000 . 

년 월 일 서울시에서 공보실에 보낸 문서에 의하면 당해 서울시1970 3 30
는 대한문 이축 공사 계획은 없음을 알리고 있었다 부록 참조.( 6 )

이와 같이 비용 부담 문제로 인해 계속해서 미뤄지던 중 년 월 이 1970 6
후에야 이축을 준비하기 위해 교신을 하였음이 문서들을 통해 드러났다. 
그러나 년 월 일과 월 일 일 서울시 도시계획국과 건설국이 1970 6 25 7 2 , 9
주고받은 문서에 의하면 서울시 내에서도 서로 업무 추진을 미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이축 위치는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아. 
래 그림과 같이 결정하였으며 구체적 공사는 서울시 건설국과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에서 협조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이축비는 만원으로 앞. 1,200
서 합의한 대로 문화재관리국과 시가 각각 만원씩 분담하기로 하고 600

년 월 일부터 대한문을 덕수궁 정문 앞으로 옮기는 공사에 착수1970 8 20
하였다 부록 참조.( 6 )

서울시 옮기지 말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옮기라고 하기냐 경향신문     : “ ”( , 
1969.1.31.)

121) 서울시에서 하든 문공부에서 하든 또는 양자가 협력해서 하든 이제는 더 이상 지 
체 말고 빠른 시일 안에 옮겨놓도록 다시 한 번 촉구 해 두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것만. 
이 시민의 여론에 순응하는 길이요 문화재를 아끼는 길이다 경향신문.( , 196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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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7 서울시  1970.6.25. 

도시계획국 서울시 건설국 대한문 <→

이설 시장 지시 사항 협조 통보 에 ( ) >

첨부된 도면 출처 서울기록원( : )

 그림 98 서울시  1970.7.2. 

건설국 서울시 도시계획국 대한문 <→

이설에 대한 협조 에 첨부된 도면 >

출처 서울기록원( : )

대한문 이설 시장 지시 사항 협조 통보 에 따르면 대한문 이축지 결 < ( ) >
정뿐만 아니라 공사 계획까지도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수립하였다 서울.(
기록원 대한문 해체 복원 공정표 이외에 공사 계획이나 시방서 등은 ) < > 
전해지지 않지만 당시는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도 존재하지 않는 시대로 
전문성을 보장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122) 공사는 한도실업 
주식회사123)에서 담당하였다 마침내 년 월 일 후퇴 이축 공사. 1970 12 26
를 끝내고 다시 정문 구실을 하게 되었다 이후 문화재와 그 주변 환경의 . 

122) 년대 이전의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품셈이나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가 구비 1970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문화재공사 유경험자의 개인적인 견적에 의하여 공사비가 산정
되고 수리공법도 장인들이 과거로부터 익힌 공사방법에 따라 시공되는 등 일정한 규, 
범이 없었다 또한 문화재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로 지정된 것도 없는 채 국가회. , 
계에 관한 재무부령에 따라 문화재공사 유경험자들이 팀을 구성하여 문화재청의 문화
재수리입찰에 참가하여 문화재수리공사를 시행하는 상태였다 이 당시 문화재의 지정 . 
수량도 적고 국가의 문화재수리예산도 많지 않아 몇몇 장인과 국가감독관의 참여만으, 
로 수리공사가 가능했다 그러나 년대 급격한 경제개발과 더불어 민족문화의 보. 1970
전과 창달이라는 국가정책방향이 수립되면서 문화재보존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문화재, 
수리공사도 급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국가의 공인을 받는 문. 
화재수리기술자가 국가의 감독 하에 문화재수리를 전담하는 제도의 도입이 요구되게 
된 것이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 2012)

123) 대표 조원재 장의 각주 참조 . 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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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에 대해 관계당국의 역할에 대해 비판하는 여론이 일기도 하였, 
다.124)

그림 99 대한문 곧 옮겨 덕수궁  ‘
안으로’ 

출처 매일경제( : , 1970.2.28.)

 그림 100 대한문 후퇴 ‘ ’ 
출처 동아일보( : , 1970.2.27.)

그림 101 대한문 이축 공사를 시작한  

모습 출처 국방일보( : , 1970.2.9.)

 
그림 102 담장 선에 맞춰 이축된  

대한문 출처 국가기록원(1976) ( : )

년 월 일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는 대한문의 현 위치에 표석을  1968 9 14 ‘

124) 수도여사대 교수 고적 보존을 소홀히 하였다 동아일보 : “ .”( , 1970.5.22.)
미국인 국악연구가 해의만 시당국은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이 덕수궁 안을 볼 수      : “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었고 그러한 결정이 정당한 것이나 되는 것처럼 철책
시설을 지지하는 일반 시민 행인 의 찬성 의사만을 대대적으로 선전했고 심지어는 일( )
본서 온 방문객의 조언마저 구했던 것이다 중략 덕수궁은 이제 궁궐이라고 부를 수. ( ) 
는 없고 공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내 친구의 말이 생각난다 동아일보.”( , 1970.7.13.)
운명 기구한 대한문 필경엔 뒤로 물린다고 팔 잘리고 고영     , . ( )孤影 초연 끝에 후퇴 , 

아무러면 병신이야 어디로 간답디까 동아일보.( , 1970.8.19.)
대한문을 물려 앉히는 것은 좋다 하더라도 대한문과 남대문을 볼 때 그 주변의 무     

질서는 말이 아니다 대한문과 남대문 바로 옆에 하늘을 찌르는 초현대식 빌딩이 솟음. 
으로써 유서 깊은 두 문화재는 판잣집처럼 초라하게 돼버렸기 때문이다 관계당국은 . 
문화재의 환경보존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가져줬으면 한다 경향신문.( , 19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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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하여 고증토록 할 것 을 결정 지시하였으나 현재 이는 존재하지 않는’ , 
다 덕수궁관리소에 문의했음에도 표석을 찾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기록. 
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표석은 처음부터 아예 설치되지 않
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대한문 옆에 세워둔 안내판에서 이축 전적을 . 
안내하고 있을 뿐이다 이축의 전체 과정을 기록한 보고서 역시 전해지지 . 
않는다 다만 년 해체 보수 시 상량문 개가 발견되었는데 첫 번째는 . 2005 2

년 덕수궁 중건 때 것이고 두 번째는 년 해체 이축 복원 과정에1905 1970
서 쓰여 진 것으로 대한문의 역사와 이축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기록되어 
있다. 

그림 103 년 작성된 대한문 상량문 출처 문화재청 1970 ( : (2005a))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사 기록인 대한문 해체 복원 공정표 에 의하면  < >
년 월 착공하여 울타리와 천막 가설 기와와 목부 벽 기단 주초 해1970 8 - , , 

체 잔토정리 덧집 가설 기초공사 목부 조립 보충 목재 반입 보충 목재 ( -– – – –
치목 전체 조립 기와 미장 배수로 신축 공사 담장공사 단청 공사- - - - - - -
기타 공사 순으로 진행 되었으며 월 마무리하는 계획이었음을 알 수 ) 12
있다 실제로 월 일 완공되었으므로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되었을 것. 12 26
으로 보인다 또한 재조립 시에는 보충 목재가 반입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 
있지만 그 목재에 대한 출처나 기록은 전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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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4 문화재관리국 서울시 대한문 이축비 보상 요청 에  1970.8.6. < >→

첨부된 대한문 해체 복원 공정표 출처 서울기록원< > ( : )

사 이축 이후 보수 복원. : 

대한문은 년 이축 후 년 박석 포장 년 번와 공사 1970 1978 , 1980 , 1993
년 서까래 교체 보수 년 완전 해체 보수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 2005 . 

년 해체 보수 당시 월대를 복원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실행되지 않2005
았다 대한문의 월대는 년 착공되었고 년대에 새로 고쳤다는 기. 1899 1900
록이 있으며 년대 자동차의 출입을 위해 경사로로 교체한 것으로 보1910
인다 문화재청 년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월대를 복원하기.( ) 2020
로 발표하였으나 년의 이축 공사 후 기존 부지의 유적 발굴 조사가 1970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아스팔트로 덮는 바람에 뒤늦은 시굴조사를 통해 남, 
아있는 마감석과 매장문화재 과거 사진 자료를 통해 그 형태를 추정해야 , 
했다 년 현재 복원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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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5 년대 초 대한문의 월대  1900

출처 문화재청( : (2005a))
 그림 106 년 대한문 월대재현  2021

공사 중 

출처 덕수궁 관리사무소( : )

그림 107 대한문 월대 재현 예상 조감도 출처 덕수궁 관리사무소 ( : )

 

아 이축 이후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 

이상과 같이 년대 대한문을 이축하고 차도로 바뀌었던 덕수궁 내  1960
궁역은 년의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계획 에 의해 덕수궁거점탐방1994 ‘『 』
로 근대역사탐방로 정동근대사거리 라는 역사문화탐방로 즉 보도로 ’, ‘ ’, ‘ ’ , 
계획되었다 그러나 이는 실현되지 못했으며 년대 이후에 두 차례에 . 2000
걸쳐 보행 공간 광장으로 환원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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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8 역사문화탐방로 조성계획 중 대한문 앞길이 포함된  

정동근대사거리 출처 서울특별시‘ ’ ( : (1994))

덕수궁 대한문의 이축을 통해 확폭하고자 했던 태평로 현 세종대로 는  ( )
과거부터 국가중심가로 서울시 상징가로 등으로 명명되며 경관과 미관‘ ’, ‘ ’ 
이 특별히 관리되어왔다 년대 이후에는 세종대로 즉 광화문 덕수궁 . 2000 ~
앞 서울역에 이르기까지의 거리를 보행벨트로 조성하는 계획이 지속적으~
로 등장하였다 년 서울시에서 수립한 덕수궁 대한문 앞 광장 및 걷. 2001 ‘
고 싶은 녹화거리조성 실시설계 계획에서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서울’ 
지방국세청에 이르는 에 이르는 거리를 녹화하고 주변과 연계하여 250m
월드컵을 대비하고 내외국인들에게 지역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계획
되었다 국가기록원 특히 아래 그림과 같이 대한문 앞 보도.( , DA1170541) 
를 에서 로 확장하여 광장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 진행23m 28m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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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9 년 수립된 덕수궁 대한문 앞 광장 및 걷고 싶은  2001 ‘
녹화거리조성 실시설계 계획 출처 국가기록원’ ( : , DA1170541)

년에는 걷는 도시 서울 계획을 위해 덕수궁 대한문 앞 보도의 폭 2020 ‘ , ’ 
을 이상 늘려 역사문화광장 을 조성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세종대6m ‘ ’ . 
로의 시민 보행 편의를 높이고 문화와 역사가 숨 쉬는 서울 대표 보행거
리로 만들기 위해 세종대로사거리 숭례문교차로 서울역 교차로 ~ ~ 1.5km 
구간에 대한 도로 공간 재편하는 것으로 년 완공되었다 국가기록, 2021 .(
원 차로 수나 폭은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된 공간에 보행 , DA1170541) , 
안전시설과 편의시설 자전거 등 녹색 교통이나 공유 교통 공간 등을 조성, 
하였다 또한 이를 광화문광장과 덕수궁 숭례문 서울로 등 주변 보. , , 7017 
행 도로와 연결하였다 서울특별시 연합뉴스 그 결과 년 조성되었.( )( ) 2001
던 덕수궁 대한문 앞 광장은 더 확대되었고 세종대로 교차로에서 서울역 
교차로 구간은 과거 차였던 것이 차로로 차로로 축소되었9~12 7~9 , 2~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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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년 수립된 걷는 도시 서울 계획 조감도 출처 서울특별시 2020 ‘ , ’ ( : )

그림 111 년 년 년의 덕수궁 대한문 앞 보행 공간 확대  1998 , 2005 , 2020

출처 서울특별시 항공사진서비스( : )

  

자 이축 이후 궁궐 정문으로서의 기능 회복. : 

덕수궁 대한문은 년 담장과 분리됨으로써 출입 공간이라는 기능을  1968
잃었다가 년 담장과 연결되어 다시 그 기능을 찾게 되었다 한편1970 . , 
문 은 실용적 기능과 상징적 의미의 두 가지 측면을 가진다 허균‘ ’ .( , 2005) 
오늘날 광화문 앞 광장 덕수궁 앞 광장 이라는 개념에서 드러나듯이 궁‘ ’, ‘ ’
궐의 정문은 길과 장소를 대표하며 이러한 장소는 과거 임금과 소통하기 
위한 백성들의 단체 행동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였다.

덕수궁 대한문 앞은 현재의 서울광장의 시작점으로서 대한제국 시기에  
조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권범철 대한제국 수립 이래 .( , 2007) 
덕수궁 대한문을 중심으로 한 방사상 도로망 계획이 구축되었고 서울의 
새로운 중심 도로로 자리 잡았다 염복규 도로 정비에 따라 태평.( , 2009) 
통 현 태평로 황금정통 현 을지로 장곡천정 현 소공로 등 도성의 사( ), ( ), ( )
방을 관통하는 도로가 모두 만나는 지점이 되었고 이로써 이곳이 형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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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광장의 조건을 갖추었던 것이다 박지혜 이후 일제는 이러한 .( , 2017) 
도로망을 해체시키기 위한 시구개수안 등을 계획하였으나 덕수궁에 고종
이 머문다는 상징성으로 인해 대한문 앞은 독립운동 고종의 승하 추모 공, 
간으로 사용되는 등 중요한 집결지가 되었다.

그림 112 년 대한문 앞  1905

독립운동 

출처 태학사( : (2000))

 
그림 113 년 대한문 앞 고종 승하 추모  1919

행렬 출처 민속원( : (2008))

그러나 이 장소의 광장이라는 특성은 년대 때는 제한되기도 하였다 1960 . 
년 서울시장 김상돈이 시청 앞 광장 사용에 대해 직접 신문에 게재한 1961

광고에 의하면 일반 시민들이 광장을 사용하는 것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
고 시청 직원들의 업무에 방해가 되니 그것들을 일체 불허하고 광장에서
는 관주도의 행사만 개최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내에 실질적 민주. 
주의가 확립되기 전까지 국가는 공공공간에 대한 유일한 생산 관리 주체·
로서 광장 이용에 있어 일반 시민들을 일방적으로 배제시켰으며 도로와 
녹지대로만 이루어져 있었던 해당 공간은 권력 과시를 위한 공간으로 이
용되었던 것이다 박지혜 이곳이 다시 광장으로서 시민들의 자유 .( , 2017) 
의지에 의한 모임의 장소 집회 공간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혁명, 4·19
으로 볼 수 있다 김백영 현대로 넘어오면서 대한문 앞은 시청 앞 .( , 2013) 
서울광장이라는 이름으로 분리되어 자리 잡았지만 대한문 앞은 여전히 각
종 조합 단체 등이 시위를 벌이는 곳으로 사용되어오고 있다 년 당, . 1968
시 대한문을 덕수궁 담장과 분리하여 도로 한가운데에 전시했던 것은 이
러한 맥락 속 장소의 특성을 년대 당시에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었1960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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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덕수궁 대한문 앞 보도 위의 동판 덕수궁 대한문 앞  (‘
만민공동회 운동 등 역시의 고비마다 새 뜻을 일으켜 온 , 3·1

왕조시대의 광장이자 늘 오늘인 광장’)

년대 서울시의 고가도로 건설 독립문(2) 1970 , : 

가 배경. 

년 처음 독립문 1897 125)이 건립되었던 의주로는 현재 통일로의 일부로서 
조선시대 한양에서 의주를 지나 중국으로 통하는 길이었다 따라서 당시 . 
중국 사신을 환영하기 위한 영은문이 위치하게 되었으며 년에는 중1896
국으로부터 독립한다는 의미에서 독립문의 건립 위치로 선택되었다 즉 . 
독립문의 원위치 지점은 조선시대부터 길이 통과하던 곳으로 이러한 특, 
징은 근대기 도로 건설로 연결되었고 오히려 독립문을 도로 한가운데에 
위치 고립되게 만들었다, .

125) 독립문은 갑오개혁 이후 중국 사신을 영접하던 영은문을 헐고 그 자리에 자주독립 
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세워졌다 년 서재필의 독립협회에서 건립을 발의하여 고. 1896
종 황제의 동의를 얻어 년 완공되었다 현재는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번지1897 . 941
에 위치하며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을 본 따 러시아인 사바틴이 설계하고 조선인 심의
석이 공사를 하였다 년 년 수리 공사가 있었으며 년 사적 제 호로 . 1917 , 1928 1963 32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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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가도로 건설에 따른 독립문의 보존 방식 논의. 

장에서 보았듯이 도정궁 경원당 이축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성산 3.4.(1)
대로 건설 계획은 사직로와 연결되는 행촌동 현저동을 연결하는 것으로, , 
이 계획대로라면 독립문을 통과하는 구간은 고가화126) 될 수밖에 없었는 
데 이에 관해 서울시는 세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첫째는 어. 
떻게든 독립문을 현 위치에 두는 것 둘째는 독립문을 이축하는 것 셋째, , 
는 독립문 밑에 대석을 받쳐들어 올리고 그 밑으로 차량을 통행시키는 것
이었다 첫 번째 방안의 경우 도로계획선을 변경해야 하고 두 번째 방안의 . 
경우 원위치가 변경되면 독립문의 의의가 상실되며 세 번째 방안의 경우 
공법상 난점이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었다 강봉진 이 중 년 .( , 1978) 1976
당시는 세 번째 방안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조선일보 매일경제 ( , 1976.11.3.)( 1976.11.3.) 

년 월 일 서울시는 서대문구 영천동의 독립문을 당시 위치에서  1977 2 10
북서쪽으로 옮기기로 방침을 세우고 문화공보부와 협의키로 했다고 50m 

밝혔다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독립문을 이축을 하고 주변에는 . 
평 규모의 공원을 두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동아일보700~800 .( , 

경향신문1977.2.10.)( , 1977.2.10.)

126) 서울에 고가도로 계획이 처음 등장한 것은 일제강점기 때였다 경성부 토목과에서 . 
는 서소문정에서 아현정까지 의 고가도로를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이는 실현되지 500m
못했다 이후 고가도로 건설 계획은 년대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교통난을 해. 1960 . 
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노면 교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뿐이라는 생각에 따라 
도로와 도심을 통과하는 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를 분리하고 입체화하는 계획이 세워졌
다 서울역사박물관 입체화는 년대 김현옥 시장의 교통대책 중 주요한 특.( , 2014) 1960
징으로서 아직 건축물의 고층개발이 이루어지기 전 다소 평면적인 시가지의 모습에서 
지하보도 육교 입체교차로 고가도로 등의 입체적 교통시설들로 발전되는 도시의 상, , , 
징 같은 것이었다 장옥연 년대에는 개 년대에는 개의 고가도.( , 2013) 1960 13 , 1970 35
로가 서울시에 건설되었다 당시 언론은 고가도로를 내일을 딛는 거보 수도의 동서. ‘ ’, ‘
혈맥 서울의 지붕 스피드 시대를 여는 고가도로 조국 근대화와 직결된 쾌속의 ’, ‘ ’, ‘ ’, ‘
다리 등으로 묘사하며 근대화의 상징처럼 여겼다 서울역사박물관’ .(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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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고가도로 건설 전인 년  1960

에서 독립문의 위치 서울도시계획가로망도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 )

 그림 116 고가도로 건설 전인  

년대 독립문 출처1970 ( : 

서울역사박물관)

그림 117 고가도로 건설 전인 년과 년 독립문 주변 항공사진  1974 1978

출처 서울특별시 항공사진 서비스( : )

그림 118 북서쪽 표 자리로 해체 이전 복원 될 독립문 ○

출처 동아일보( : , 197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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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9 서울시 도시계획국 문화재관리국 독립문  1977.2.21. <→

현상변경 에 첨부된 독립문 문화재 보호구역 내 고가도로 건설 계획도> (1) 

출처 국가기록원( : , BA0123263)

그림 120 서울시 도시계획국 문화재관리국 독립문  1977.2.21. <→

현상변경 에 첨부된 독립문 문화재 보호구역 내 고가도로 건설 계획도> (2) 

출처 국가기록원( : , BA0123263)

그러나 년 월 일 서울시 도시정비국은 또 한 번 계획을 변경하 1977 2 21
여 독립문은 이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문화재관리국에 문화재 보호구
역 내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하였다 신청서에 의하면 이 구간에 . 
고가도로를 계획한 이유는 도로의 역할을 보다 더 좋게 하기 위하여 기존 
도로 구간을 활용하는 것이 보상비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으며 독립문이 , 
위치한 교차로 부근은 사직터널보다 정도 낮은 지대이므로 지형적 12m 
여건을 활용한 것이라고 하였다 국가기록원 그 결과 고가.( , BA0123263) 
도로가 독립문의 북측 가까이 근접하도록 설계되었는데 도심부 미관을 고
려하여 구조는 아치형 슬라브로 하고 높이는 독립문보다 정도 낮게 2.3m 
계획되었다.127)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서울시 도시정비국은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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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축에 대비하여 공원 부지를 이미 준비해 두었으며 이는 지하철 건
설 시 또 한 번 독립문 하부를 굴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가기.(
록원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년 월 일 회의를 열어 , BA0123263) 1977 2 25
이에 대해 논의하였고 최소한 지상에서 이상 높게 독립문보다 ‘ 20m (

높게 교량을 설치하여 독립문의 경관을 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10m ) 
검토하여 현상변경 안을 재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였다’ .
국가기록원 년 월 일 서울시 관계자와 문화재위원( , BA0123263) 1977 3 7

들이 모여 독립문 주변 고가도로 건설에 대해 논의하였다 문화재위원들. 
의 주장은 독립문의 의의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축은 불가하다는 것, 
이었다 보호구역 내 고가도로 통과에 대해서도 반대하였으나 한편으로 . 
고가도로가 독립문 위 이상 높게 통과하여 경관을 해하지 않는 방법10m 
도 검토할 것을 제안하여 국가기록원 보호구역 내 고가도( , BA0123263) 
로 건설의 가능성은 열어두었던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
는 개의 안을 제시했는데 제 안은 독립문을 옮긴다 제 안은 독립문 2 1 , 2 2m 
옆으로 도로를 오버패스 시킨다는 것이었다. 신문기사에는 이축을 반대하 
는 다수의 의견이 보도되어 독립문의 원위치 보존이 주된 여론으로서 형
성되었다 문화재위원장 이선근을 비롯한 문화재위원회는 독립문은 서있. ‘
는 위치가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 으며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장소에 ’ ‘
독립의 의지를 심기위해 독립문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전이나 현상변경
은 있을 수 없다 독립문은 사대주의를 극복한 독립정신의 상징으로 현.’, ‘
재의 자리에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등 그 원위치에 역사성이 있음을 강.’ 
조하였으며 만약 도시계획이 꼭 도로를 내야한다면 문화재보호법에 명시‘
된 보호구역 밖에 도로를 내야할 것 을 주장함으로써 이축을 반대하였다’ . 
또한 서울시의 이축 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독립문을 이전하려면 문화재‘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문공부 장관의 허가와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받’, ‘
도록 해야 하며 이번엔 대한문을 뒤로 물릴 때나 남대문 옆으로 지하철’ ‘
을 놓을 때처럼 서울시에 말려들지 않겠다 는 입장을 표함으로써 강하게 .’
맞섰다 동아일보 경향신문 이축에 반대하는 .( , 1977.3.16.)( , 1977.3.17.) 
전문가 여론으로 서강대 사학과 교수 이광린은 안 옮기는 방법이 있는데 ‘
굳이 옮기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독립 정신의 상징이니 건드리지 않고 . 
보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는 의견을 표했고 경향신문.’ ( , 1977.3.17.) 
이 밖에도 그동안 지정문화재의 현상보존보다는 도시계획의 수행을 앞세‘
워 왔으며 당면한 편의를 위해서 그때마다 원칙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과거 대부분의 경우 시당국이 공사에 미리 착공하여 기정사실화 하다시‘

127) 독립문 높이 고가차도 높이  13.5m, 11.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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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하고 그 다음에야 문화재위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
에 마침내는 시당국의 생각이 관철되곤 했던 것임을 지적함으로써 ’ 1960
년대 덕수궁 대한문의 이축과 같은 상황이 또 다시 벌어질 것에 대해 염
려하였다 한국일보 .( 1977.3.17.)

다 서울시의 독립문 현상유지 결정 발표. 

년 월 일 성산대로 공사가 착공된 후 신문기사에는 독립문을 원 1977 3 22
위치에 두고 그 위로 고가도로를 건설하는 방안의 확정이 보도되었다 고. 
가도로 건설의 승인 조건은 높이 인 독립문보다 수직으로 이상 13.5m 3m 
높게 수평으로는 무악재 쪽으로 비켜난 곳에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3m .
한국일보 서울시는 이에 따라 사직동 쪽과 금화터널쪽에 ( , 1977.3.24.) 
길이 폭 의 차선 고가차도를 건설 교각 높이는 안팎으400m 18m 4 , 17m 
로 하며 독립문 자리의 지대가 낮고 양쪽 연결지점은 지대가 높아 건설공
법상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신아일보.( , 1977.3.23.)

그림 121 현 독립문 위치와  ‘
고가도로 건설 계획’

출처 한국일보( : , 1977.3.24.)

위 결정에 대해 독립문이 다리 밑의 문이 돼버렸다 초라할 것이다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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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도로 밑에 있게 될 독립문의 경관 훼손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조선일보 반면 문화재위원을 비롯한 전. ( , 1977.3.25.) 
문가 여론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문화재위원 김원룡은 길 한복판 고가도. ‘
로 밑에 독립문을 남겨놓게 된 것은 문화재 애호정신을 나타내고 있는 증
거를 보여주는 것 이라 하였으며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광린은 도시 ’ ‘
건설을 위한 도로가 문화재를 비켜나가게 되었다는 것은 외관상의 문제가 
다소 남는다고 하더라도 역사와 전통을 존중했다는 선례를 남기게 돼서 
다행한 일이라 하였다 서울신문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 .( , 1977.3.24.) 
권영대 역시 대한문도 들여세웠으니 독립문 쯤 감쪽같이 옮기고 환경도 ‘
더 잘해주면 될게 아니냐는 얄궂은 생각 그 다음은 들어보나 마나 한 길 . 
복판에 서 있는 남대문과 동대문도 옮기자고 나올 것이다 라고 하여 마찬.’
가지로 선례를 남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희소식 이라 하였다 경향신‘ ’ .(
문 이화여대 박물관장 진홍섭 역시 덕수궁 대한문을 후퇴시, 1977.3.28.) ‘
키는가 하면 바로 옆에 고층건물이 서고 도로 확장으로 육상궁의 경내를 
침식하는 등의 사례와 또한 대조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문화재 ’ ‘
보존에 있어서 위치나 원상을 변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보존방법임을 ’
주장하여 문화재의 원형 보존 원칙을 따르고 있었으며 원위치 역시 원‘ ’ ‘
형 의 범주 안에 속한다는 관점을 보였다 동아일보 즉 이들’ .( , 1977.3.24.) 
은 과거 덕수궁 대한문과 같은 잘못된 선례를 따르지 않은 것을 다행스럽
게 여기고 있었으며 독립문을 이축하면 후에 남대문이나 동대문에도 같은 
과정이 반복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중앙일보의 설문조사 결과 역시 . 
이축 반대가 우세했다 년 월 독립문 이전 시비에 대한 각계 인사 . 1977 3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찬성이 명 조건부 찬성100 8 , 
이 명 반대가 명으로 나타났다 이축 찬성의 이유는 현재의 독립문이 5 , 87 . 
도로 한복판에 있어 시민의 친근감을 가질 수 없고 서울시의 계획대로 이
축하여 공원화 하면 지금보다 훨씬 의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강봉.(
진, 1978)  

그러나 문화재 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허가는 아직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성산대로 공사 착공 이튿날에는 문화재위원회가 장차 시. ‘
민여론이 차도 밑의 독립문을 계속 용납하지 않을 때는 현재의 독립문 네
거리 동북쪽 모서리에 마련할 평의 녹지 내에 독립문을 이전한다 는 800 .’
것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신문기사를 통해 전해졌다 동아일보.( , 

이는 성산대로 건설에 있어 독립문이나 그 보호구역 내 현상1977.3.23.) 
변경에 대해 공식 허가된 사항은 아직 아무것도 없으며 계획이 변경될 여
지도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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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서울시의 독립문 보수 복원 제안. 

독립문을 이축하지 않도록 문화재관리국과 합의를 본 후인 년 월  1977 5
일 구자춘 서울시장은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공개 토11 , 

론회에서 독립문을 이전해서 단장하면 전보다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한‘
다 관제기관과 협의해서 독립문을 이전시킬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구시. .’ . 
장의 발표를 전해들은 문화재위원들은 아직 서울시로부터 구체적인 계획‘
을 통보받지 못해 뭐라고 평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독립문
과 그 주변의 현상을 변경하는데 반대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한국일보’ .( , 

며칠 후인 년 월 일 서울시 문화공보관에서는 독립1977.5.17.) 1977 5 17
문 무사석 내 외부 벽체에 균열이 발생하였음을 문화재관리국에 알리고 , 
안전 진단을 요청하였다 국가기록원 독립문이 풍화작용에 .( , BA0123264) 
의해 석재인 무사석 중 상당수가 금이 가있고 독립문 아치 양쪽에 세워져
있는 개의 석주와 무사석 사이에 틈이 생겨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4
었다 서울시는 안전 진단 결과 도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문화재위. 
원의 승인을 거쳐 이를 그 자리에서 완전히 해체 복원하거나 성산대로 건
설과 관련 딴 곳으로 옮겨 복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해체 복원할 , , 
경우 뒷부분에 새겨진 태극기의 사괘도 뜯어고칠 것도 검토 중이라고 전
하였다 경향신문 이에 문화재관리국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 , 1977.5.24.) 

에 안전 진단을 의뢰하고 차량 통행으로 인한 진동 등을 측정하도(KIST)
록 하였다 얼마 후인 년 월 일에는 구자춘 시장이 서울시청 출. 1977 5 23
입 기자실에 들러 사적 제 호인 독립문의 석재에 금이 가는 등 안전도‘ 32
를 위협하고 있고 독립문이라고 쓴 석재의 양쪽에 각각 음각된 태극기의 
괘도 잘못됐다 며 안전도 검사를 문화재 분야 및 건축 토목 전문가들에.’ ‘ , 
게 의뢰하라 고 서울시 문화공보관 문화재담당관 황철민에게 즉석 지시하’
는 일이 있었다 시장이 이처럼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에 이상이 . 
생겼다는 것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발표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일부에선 , 
최근 성산대로 건설에 따라 독립문을 이전해야 할 텐데도 문화재당국의 
반대에 부딪쳐 어렵게 되자 서울시의 입장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복선이 
깔린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하였다 경향신문.( , 197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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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1977.5.17. 

독립문의 벽체 균열 출처( : 

국가기록원, BA0123264)

 그림 123 독립문의 태극사괘  1977.5.17. 

출처 국가기록원( : , BA0123264)

즉 서울시는 독립문의 도괴 위험과 태극사괘를 수정한다는 핑계로 해체  
복원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이축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 실제 독립문은 훼손이 심각한 상태였으나 태극사괘에 대해서 . 
전문가들은 틀린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전문가들은 태극 문양은 국. 
기에 사용되기 이전인 신라 때부터 여러 모양이 있어왔으며 독립문의 태‘
극은 이른바 고려 태극의 스타일을 보이고 있다 고 설명하였다 독립문의 .’ . 
태극은 현재의 태극기의 태극보다 더 깊이 태극이 돌고 있으며 눈이 둘 
박혀 있는 게 특색인데 이는 년대 태극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고 1889
있어 절대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설사 이 태극이 . 
현재의 태극기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
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는다는 구실 아래 귀중한 문화재를 파괴하는 잘못
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기록원 한국.( , BA0123264)(
일보, 1977.6.1.)

한편 성산대로 건설은 계속 진행되어 년 월 무렵에는 1977 10 독립문 앞 
의 건물들까지 하나 둘 철거되어 갔고 시민들은 독립문 이축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 우려하였다 그러나 주무당국인 서울시는 독립문의 이전 문, . 
제에 대해 일체 언급을 회피하였다고 전해진다 한국일보 신.( , 1977.11.9.) 
문기사 상의 인터뷰에 따르면 독립문 바로 근처에서 부동산 매매 소개업
을 하고 있는 최씨 는 서울시에서 당초의 지적고시를 바꾸지 않고 있(57)
는 것으로 미루어 독립문 이전 방침을 아직 변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성산대로 공사 안내판에 그려져 있었던 독립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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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그림이 수정되지 않고 있으며 독립문 바로 옆 영천시장에서 금화터널
까지 뚫린 길이 사직터널과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점 등도 지적하였다 서. 
울시 서대문구 영천동 번지에서 살고 있는 김씨 는 이미 서울시로219 (35)
부터 건물을 자진철거 시키라는 계고장을 받았으며 이로 미루어 서울시가 
당초 방침대로 독립문을 자신의 집 주변에 이전시킬 계획을 아직도 변경
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 1977.11.9.)

년 월 성산대로 공구 사직터널 연세대학교 병원 앞 의 공정이  1977 11 1 ( ~ )
가량 완료되었고 동아일보 월 일 서울시는 고가45% ( , 1977.11.1.) 11 11

도로 계획안을 변경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재신청하였다 지형적인 여건. , 
국내 보유 장비 시공에 대한 기술 등을 감안하여 고가도로의 높이와 교각 , 
사이의 경간을 최대한으로 하여 독립문과 거리를 두도록 변경하였다 더. 
불어 한편으로는 독립문을 이축할 수 있는 여 평의 공지가 주변에 확800
보되어있음을 한 번 더 알리기도 하였다.

그림 124 독립문 고가차도 건설 에 첨부된 평면도 국가기록원 1977.11.11. < > ( , 

위 독립문 위치 표시BA0123263) 

그림 125 독립문 고가차도 건설 에 첨부된 종단도  1977.11.11. < >

출처 국가기록원( : , BA012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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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6 독립문 옆  1978.11.07. 

현저고가차도가 건설되고 있는 모습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 )
 

그림 127 독립문 옆  

현저고가차도가 건설되고 있는 

모습 출처 동아일보( : , 

1978.11.2.)

마 고가도로 건설 진행과 독립문 이축 논의. 

고가도로가 독립문에 점점 더 근접해오자 독립문 이축 여부가 또 다시  
이슈화되었다 관련 전문가들은 모두 이축을 반대하였다 건축가 김수근. . 
과 건축가협회장 한정섭은 독립문의 이축 반대와 함께 도시계획선의 변경
을 제안함으로써 독립문이 도로로 둘러싸이는 것을 견제했다.128) 반면 연 
세대학교 건축학 교수 이경회는 성산대로 한복판에 독립문이 놓여도 시각
적으로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129) 문화재위원장 이선근 역시 이 
유와 대안을 막론하고 독립문 이축은 결코 허가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
장을 고수했다.130) 이에 더불어 김수근은 시민들의 반대 여론을 듣지 않 ‘
고 독립문을 옮길 경우 서울시는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여 시민.’
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일보.( , 1977.11.9.)

128) 건축가 김수근 독립문 주변의 도시계획선을 일부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 : “
도 바람직할 것 같다 한국일보.”( , 1977.11.9.)

건축가협회장 한정섭 도시계획에서 절대선이란 있을 수 없다 환경과 여건에 따     : “ . 
라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다 성산대로를 중앙청 사직터널 연대 앞의 코스보다 광화. ~ ~
문 서대문 연대 앞 성산대교 코스로 하는 게 더욱 이상적일지도 모른다 독립문을 ~ ~ ~ . 
그대로 두고도 얼마든지 길을 낼 수 있는데 구태여 옮기려는 뜻을 알 수 없다 한국.”(
일보, 1977.11.9.)

129) 연세대학교 건축학 교수 이경회 부득이한 경우 성산대로 한복판에 독립문이 놓이 : “
더라도 비스터 시각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전하지 않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 )
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일보.”( , 1977.11.9.)

130) 문화재위원장 이선근 서울시로부터 독립문의 현상변경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 “
아직 받지 못했다 만일 그 요청이 오더라도 절대로 독립문의 이전을 승인해 주지 않. 
을 방침이다 문공부 문화재관리국의 관계관도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 
문화재관리국 입장으로는 독립문의 이전에 반대할 방침이다 한국일보.”( , 1977.11.9.)



- 171 -

바 문화재 보호구역 내 고가도로 건설 진행. 

독립문 문화재 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고가도로 건설 은 년 월 신 ( ) 1977 11
청되었다 년 월 일 문화재위원회는 회의에서 몇 가지 조건 하에 . 1978 3 22
이를 승인하기로 의결하였다 독립문과 고가차도는 평면상으로 높이 . 3m, 
상으로 이격할 것으로 결정되었다 월 일 문화재관리국은 서울시1m . 4 15
에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 고가차도 시설에 대한 허가 사항을 일부 변경
하였다 변경된 내용은 당초 고가차도 교각 설치를 독립문에서 이상 . 17m 
떨어진 지점에 하도록 하였던 것을 독립문 양끝에서 이상 떨어진 지20m 
점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국가기록원 이로써 현저.( , BA0123263) 
고가차도는 독립문과 인접하여 지어지게 되었으며 문화재위원회는 경관
에 손상이 가겠지만 이것이 최선의 방안이라 설명하였다 동아일보.( , 
1978.3.24.) 

그림 128 문화재위원회  1978.3.22. 

회의록 중 

출처 국가기록원( : , BA0123263)

 
그림 129 독립문  1978.3.30. <

보호구역 현상변경에 관한 

보고서> 

출처 국가기록원( : , BA0123263)

이 같은 사실이 매체를 통해 알려지고  공사가 진행되어 고가도로가 독립
문에 점점 근접해오자 되자 시민들은 독립문의 장소적 의미 경관 품위, , , 
유지 관리 등을 염려하며 비판적 입장을 적극 개진하였다. 년 신문기1978
사와 국가기록원에 남아있는 청원서 진정서 등에 기록된 시민들의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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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이들은 대체로 고가도로 밑의 독립문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며 
이축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동아일보 매일경제.( , 1978.3.18.)( , 

서울신문 한국일보1978.10.13.)( , 1978.10.25.)( , 1978.11.10.)131) 언론
을 통하지 않고 행정기관에 직접 편지를 보내 개인의 의견을 피력한 기록 
중 년 월 일 용산구의 하씨는 대통령 비서실에 민원을 보내 독립1978 8 24
문은 언젠가는 옮겨지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무악재로 이전하자고 제안하
여 통일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년 월 일에는 서대문. 1978 11 7
구 김씨가 서울시장에게 진정서를 보내 역시 무악재 정상으로 이전할 것
을 주장하였다 그렇게 되면 천연적인 경관이 수려함은 물론이오 직선으. ‘
로 통일대로를 거쳐 곧바로 압록강까지 자유의 물결이 파급되어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통일이념이 성취되리라 확신한다는 이유였다 년 월 ’ . 1979 3
일에는 서대문구의 강씨가 문화공보부 장관에게 건의서를 보내 독립문13

을 문산 자유의 다리로 이전할 것을 제안하였다.132) 국가기록원( , 

131) 시민 그대로 두면 육교 밑에 깔리게 되어 보기 흉해지니 옮길 수밖에 없다 동 : “ .”(
아일보, 1978.3.18.)

시민 독립정신을 기린 유적이므로 장소를 옮겨서는 의미가 없다 동아일보     : “ .”( , 
1978.3.18.)

시민 첫째 이 오버패스가 독립문의 품위를 손상시킨다 둘째 독립문의 미관이 크     : “ , 
게 해쳐진다 셋째 현재의 오버패스 설계도 독립문의 보호구역을 침범한 것이다 동, .”(
아일보, 1978.9.21.)

위축되는 독립문 문화재 아껴야 매일경제     , ( , 1978.10.13.)
시민 고가차도의 교각이 독립문을 사이에 두고 세워져 문화재의 미관과 품위를      : “

크게 해치고 있다 최근엔 고가차도 공사의 흙과 시멘트조각 등이 독립문 위에 떨어져 . 
화강석 돌문을 손상시키고 있다 서울신문.”( , 1978.10.25.)

시민 서울시가 성산대로 건설을 시작하기 전에 고가차도의 위치를 변경하지 않은      : “
것도 잘못이지만 공사 기간 동안이나마 독립문의 안전한 보호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문화재위원회 측이 이전을 거절한 처사도 문화재를 아끼자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서”(
울신문, 1978.10.25.)

시민 처음부터 이전하느니만 못하게 됐다 보존하는 위치보다는 그것을 세울 때     : “ . 
의 뜻 정신을 생각한다면 다른 자리로 옮겨서라도 잘 보존하는 쪽이 더 낫지 않겠느, 
냐 동아일보”( , 1978.11.2.)

시민 여류 소설가 독립문의 처지가 매우 불쌍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 ): “ . 
독립문을 그대로 두고 고가도로의 설치 위치를 변경해야 한다 서울시의 문화재에 대. 
한 푸대접을 상기시켜 준다 한국일보.”( , 1978.11.10.)

시민 극단 대표 고가도로의 그늘에 가리운 독립문을 볼 때 마다 가슴이 미어진     ( ): “
다 한국일보”.( , 1978.11.10.)

시민 여류 소설가 도대체 고가도로 공사를 시작해놓고 이제 와서 또 옮긴다느니      ( ): “
안 옮긴다느니 새삼스럽게 우왕좌왕하는데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한국일보.”( , 
1978.11.10.)

시민 화가 독립문을 그렇게 초라하고 우스운 자세로 놓아둘 수는 없을 것 같다     ( ): “ ” 
어차피 도로를 다른 곳으로 설계 변경 할 수 없을 바에야 하루라도 빨리 제 모습이나
마 찾아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한국일보“( , 1978.11.10.)

시민 소설가 고가도로 밑에서 더 이상 천대받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 ): “ .”
한국일보( , 1978.11.10.)

132) 서대문구 강씨가 문화공보부 장관에게 보낸 건의서 내용 전략 1979.3.13. : ( ) (1) 



- 173 -

즉 시민들 중에는 독립문을 통일 이념과 결부시켜 그 상징BA0123264) ‘ ’ 
적 기념비로서 적절한 위치에 이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인데, 
앞서 살펴본 전문가들의 의견과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장. 3.9
에서 설명한 과거의 목적성 있는 문화재 보존 과 관련 지을 수 있는데 정‘ ’ , 
부적 차원에서 진행된 전통 민족 정치적 의도 아래 진행된 문화재 보존, , 
과 통일에 대한 강조가 국민들에게도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전문가 여론은 여전히 이축에 대해 반대하는 편이었다 국보건설단. 
의 대표이자 건축가였던 강봉진은 독립문을 중심으로 한 로터리 광장을 
조성하고 식 노면교차방식을 취하거나 불연이면 독립문을 피GO-STOP
한 지하도 방식도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강봉진.( , 

단국대 박물관장 정영호는 절 돌을 맞는 독립문의 정경이 1978) ‘3·1 60
너무나 처량해서 할 말을 잊고 돌아왔다 말로만 민족정신과 전통수호를 . 
떠들면서도 독립의 의지를 상징하는 독립운동 정신문화의 성지들을 짓밟
은 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고 말했으며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문.’
화재위원도 심히 유감이며 부끄럽기 짝이 없다 독립문을 옮기더라도 원‘ . 
형을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 는 의견을 표했다.’ .
한국일보( , 1979.3.1.)

사 독립문 이축 승인과 그 조건. 

이상의 여론들이 발생되는 사이 년 월 일 서울시 도시정비국에 1978 11 3
서는 독립문 이전에 대한 협의 라는 문서를 문화재관리국에 전달하였< >
다 그러나 그 내용에는 독립문 이축을 직접적으로 요청하지 않고 있으며 . 
다만 독립문 보호 대책 강구와 독립문 이축을 위한 녹지공원이 확보되어
있음을 알리고 있을 뿐이다 또한 정식적인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서도 아. 

선 문산에 독립문을 세우면 북한 사람에게 독립정신 즉 통일로의 상징을 보일 수 38
있으며 북한 동포에게 독립문에 대한 역사적 과 내용을 알려줄 수 있으며 내(2) ○○
외인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과거 일제하 압박에도 애국민의 성금으로 수립하였
다는 애국심을 전 세계에 발표할 기회가 많으며 현 이전 장소보다 낫다고 생각됨( ) 

문산 자유의 다리 해태의 집 공원에는 미국 대통령 트로만 동상이 서있고 중(3) ( ) (
략 일제 식민지 하에서 세운 독립문을 이곳에 세우면 미국인도 생각한 바 있을 것으) 
로 보며 현재 이전 장소는 협소하며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국(4) 
내외 사적 관광객의 불편한 점이 되지 않을까 차라리 의 유의한 장소변경으로 하○○
는 것이 어떨까 하며 현 위치 독립문을 세울 때에는 서울 인구가 적어 하였(5) ○○
지만 지금은 그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부 이상의 서울 인구가 하기 2 (20%) ○○ ○○
때문에 문산에 이전하여도 하다보며 실제 문산까지의 도로는 서울시가 만든 (6) ○○
것이며 문산 자유의 다리는 서울시의 땅이며 경기도 내의 서울의 섬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선 문산에 독립문을 세우면 북한 사람에게 독립 정신 즉 통일로의 (7) 38
상징을 보일 수 있으며 독립 정신적 통일의 상징을 보일 수 있으며 후략 국가( ) (○○
기록원, BA012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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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었는데 이는 독립문 이축을 곧 진행시키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이었다 국가기록원.( , BA0123263)

마침내 년 월 일 서울시는 독립문과 영은문 주초의 이축을 위 1978 12 26
한 현상변경 승인 신청서를 문화공보부에 전달하였다 독립문을 현재의 . 
위치에서 북측으로 의 가로공원에 현재의 방향으로 원형대로 이축하70m
고 영은문 주초석은 서남방 의 가로 공원에 분리 이축한다는 것이었50m
다 이축의 이유는 사적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것으로 되어있었으며 현재. 
의 위치에는 독립문 및 영은문 주초석지임을 표시하는 동판을 설치하고 
이축 기념비를 세워 기록을 영구 보존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림 130 독립문 보수 계획 배치도  1979.1.16. 

출처 국가기록원( : , BA0123263)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받은 문화재관리국에서는 독립문 이전 보수 계 <
획서 와 설계도면 등을 검토한 후 년 월 일 이를 허가하였다 경> 1979 2 5 . 
비는 모두 서울시에서 지불할 것이며 이축 허가 조건으로는 이건 예정지

평 는 모두 녹지공원으로 조경하고 독립문의 태극문양과 사괘는 그 (800 )
자체가 문화재이므로 수정치 말고 그대로 설치할 것 독립문 기단은 별도, 
로 만들지 말고 현재 매몰된 하부를 노출하여 원상대로 복원할 것 독립문, 
의 내부 구조는 재질의 변경이 없도록 원자재와 동질의 자재를 사용하여 
원래의 구조대로 복원할 것 기초는 예정지의 지반과 지내력을 조사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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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에 이상이 없도록 설계를 보강할 것을 제시하였다 부록 참조 국.( 9 )(
가기록원 이축 허가의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 BA0123263) 
사적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이기도 하겠지만 당시 신문기사에 의하면 이
후 지하철 호선 건설 시 현재의 독립문 밑을 통과하게 되어있다는 점도 3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진다 동아일보 또한 서울시 측에서는 .( , 1979.2.27.) 
독립문이 도로 한가운데 위치해 시민과 친근감을 가질 수 없고 독립문의 
위치를 옮긴다고 조상의 얼이나 독립정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장소
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이유로 들었다 경향신문.( , 1979.3.2.)

문화공보부 문화재보수과에서는 담당 공사 감독관으로 건축기사 유병학 
을 지명 통보하여 임명하도록 하였고 이건 공사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서, 
울시에 요청하였다 또한 지도위원으로 건축 토목 석재 보존과학 등의 . , , , 
분야별 사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건축 분야에는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함성권과 문화재연구소 김동현 구조역학 분야, 
에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박상조 석재 분야에는 연세대학교 교수 , 
이대성 보존과학 분야에는 건국대학교 교수 이일구를 추천하였다 서울, . 
시는 도급액 원에 삼부토건과 계약을 맺고 년 월 일299,900,000 1979 3 19
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국가기록원.( , BA0123263)

그림 131 년 독립문 해체 공사  1979

중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 )
 그림 132 독립문 이축  

조감도 표시는 독립문의 원래 위치(X ) 

출처 동아일보( : , 1979.2.27.)

독립문은 도로 한가운데 노출되어 있어 이축이 결정되기 전부터 안전 진 
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문화재관리국 문화재보수과에서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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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허가서를 송부하기에 앞서 독립문 이전 보수 계획 검토를 진행하였
고 아래 표와 같이 이축지에는 가로공원을 조성하여 그 안에 독립문과 영
은문 주초를 함께 이축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는 영은문을 철거한 자리에 . ‘
건립한 독립문 이라는 상징성만은 유지하고자 한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 
또한 서울시에서는 독립문의 위치 변경과 주변 공원 조성 이외에도 기단
을 증설하고 태극사괘를 수정하는 등 외부 형태에 관한 변형을 계획하였
으나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전계획 서울시( ) 검토사항 문화재관리국( )

독립문에서 북측 지점에 평의 1. 70m 800

가로공원을 조성하여 그 안에 독립문을 이전 

함

독립문 이전지 평 영은문 이전지 1. 800 , 

평이므로 면적상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950

! 통행로를 독립문 내부로 통과하게 

되어있으나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우회토록 

수정을 요함

영은문 주초를 분리하여 건너편에 평의 2. 950

가로공원을 조성하여 그 안에 이전 함

영은문 초석 이전 공원 조성 면적이 이전 2. 

주변 공원보다 평 더 넓어 균형을 이루지 150

못하므로 조정을 요함

! 영은문 주초석은 중앙보다는 우측 모서리에 

세움으로써 조화될 것으로 사료됨

독립문을 웅장하고 돋보이게 하기 위해 3. 

높이 의 기단을 단 증설함1m (3 ) 

매립된 하부는 노출시켜 원상복구하고 3. 

현상대로 시공할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독립문의 기초 보강을 위하여 콘크리트 4. 

말뚝 기초로 함

이전 위치에 지질조사가 수반되어야 할 4. 

사항이나 가급적이면 기존 구조대로 함이 

문화재수리공법상 타당할 것임

내벽의 풍화된 붉은 벽돌은 제거하고 철근 5. 

콘크리트 옹벽 위에 구재 화강석 를 덧붙이게 ( )

함 화강석 사용( 100% )

재질 변경에 따른 현상변경으로 기존 5. 

구조와 동질의 재료를 사용함이 타당할 

것임 해체 조사 결과에 의해야 할 것임( )

태극의 사괘를 현재의 태극기와 같게 6. 

수정코자 함

태극문양은 시대에 따라 양식이 다르므로 6. 

문화재의 가치 보존상 현상대로 함이 타당할 

것임

기념비를 자명고 형태로 신설하여 전면에는 7. 

태극문양을 측면에는 이전 기념비문을 음각함, 

조형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에 7. 

의해 시공함이 좋을 것임

공원 조경은 한국 고유의 수목을 식재하고 8. 

기념비에 대칭으로 분수대를 설치함

조경 및 분수대 설치는 전문가의 자문에 8. 

의해 시공함이 좋을 것임

기타9. 
본 공사는 문화재전문위원의 기술 지도에 9. 

의거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11 독립문 이전보수계획 검토 중 이전보수계획 및 검토 사항 1979.1. < > ‘ ’ 
국가기록원( , BA012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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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축 전 독립문 해체 발굴 조사. , 

년 월 일부터 한 달여간 전문가들이 실측을 한 후 월 일부터  1979 3 19 4 18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들어갔다 공사장 석공 안기호씨 에 따르면 건. (61) ‘
립한지만 년이 된 독립문을 막상 해체해 보니 돌 사이의 콘크리트가 지81
금 가장 양생이 잘 된 단단한 상태여서 정으로 쪼아내기 힘든 상태였다고 ’
한다 또한 석재가 풍화암 계통의 화강암으로 비교적 질이 낮은 것으로 . ‘
밝혀졌으며 돌 자체가 몹시 부식된 상태에 있어 어느 것은 손으로 만져도 
으스러질 정도라 공사 진행도 지연 되었으며 애초 서울시가 계획한 ’ 100% 
원자재 사용 계획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해체 공사를 해보니 예상했던 것. ‘
과는 달리 안에 철근133)이 중으로 들어가 있어 견고했고 특히 아치는 건2
축 기교에 있어 일품이라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경향신문’ .( , 1979.5.15.) 
해체 작업을 맡은 삼부토건은 착공 개월만인 년 월 일 면석 3 1979 7 23 , 

개를 모두 떼어내고 아치 부분의 상단 콘크리트 구조물과 하단부 양2,100
각 부분을 헐어내 지하구조물의 해체에 들어갔다 독립문의 기초 부분은 . 
당초 단의 기초석 이었을 것으로 추정됐으나 가로 세로 3~4 30cm 60cm 
높이 의 화강암 기초석이 개단 놓여있고 그 위 지표부분에 역시 화30cm 2
강암으로 된 지대석 단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향신문1 .( , 1979.7.23.) 
해체 발굴 후 몇 차례의 독립문 이전 공사 지도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복
원 공법에 대해 의논하였다. 

그림 133 해체 공사 중인 독립문 출처 서울기록원 ( : )

133) 이 철근은 건립 당시의 것이냐 보수 과정에 도입된 것이냐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 
만 년 보수 당시에 추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 동아일보1928 .( , 1979.5.25.)( , 
19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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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4 독립문 주변 녹지대 조경 계획  1980.4.28. 

출처 국가기록원( : , BA0123330)

자 이축의 이행. 

해체 발굴 조사 결과 최초 건립 때부터 철근콘크리트가 사용되었음이 밝 
혀졌고 따라서 이축 시에도 철근콘크리트 사용이 허용되었다 또한 아치. ‘
부 이하의 공법은 석재의 보존을 위해 원래의 공법에 따라 강회다짐으로 
하되 차량 또는 지하철 등 교통수단에 따른 내진성을 고려한 공법도 보강 
시행 할 것이 결정되었고 이를 위한 새 재료의 사용이 허용되었다 교체되’ . 
는 재료에 대해서 비슷한 석재를 사용할 것 고색 처리를 할 것 원위치에 , , 
표식을 남길 것 등의 규칙이 정해져 이질감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밖에도 시방서에는 기존 부재는 최대한으로 사용하되 해체 벽돌은 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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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지 않을 것 재래의 수법을 사용할 것 등이 명시되었다 석재의 경우 , . 
계단석의 지대석의 대부분 받침석의 면석의 일부분이 마모90%, , 100%, 
된 상태였고 월 개최된 지도위원회에서는 계단석 지대석 받침석은 모7 , , 
두 교체 면석은 를 교체할 것이 결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독립100% , 5% . 
문의 위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현재의 위치에 신주 등으로 위치를 표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공사는 대부분 위 내용을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월 일 성 . 8 16
산대로 일부 개통에 따라 역사의 현장을 기념보존하기 위한 가로 세로 각
각 두께 무게 의 기념동판을 독립문 옛 터에 묻었는데 90cm, 3cm, 380kg
동판에는 독립문을 완전 해체한 날짜와 공사 시행청을 표시하는 년 ‘1979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이라는 글자를 새겼다 화강암으로 만든 무게 7 13 ’ . 

의 초석을 깔고 그 위에 동판을 얹고 무게 의 맨홀 뚜껑을 덮어놓300kg 1t
았다 동아일보 이처럼 장에서 도출한 역사적 건축물 .( , 1979.8.16.) 2.4 <
보존을 위한 이축 고려 사항 이 대부분 지시되었으며 확인 결과 모두 실>
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년 월 일 복원 공정의 가 완료되. 1979 10 26 53%
었으며 월 일 가 완료되었다 태극사괘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고11 27 85% . 
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경향신문 년 월 일 준.( , 1979.11.27.) 1980 3 11
공되었으며 공사비 총 원이 소요되었다394,208,000 .

그림 135 고가도로 건설과 독립문 이축 후인 년 항공사진 점선이  1989 (

원위치 실선이 이축지, )

출처 서울특별시 항공사진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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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6 준공보고 에 첨부된  1980.3.11. < >

준공사진 출처 국가기록원( : , BA0123330)
 그림 137 독립문 원위치  

기념 동판 

출처 김정동( : (2010))

차 이축 이후 역사문화장소 조성. : 

이축의 목적 자체가 역사문화장소 조성이었던 남산골 한옥마을 사례와는  
달리 독립문의 경우는 이축 이후 한참이 지난 뒤 역사문화장소로 조성되, 
었다 년 새로운 부지로 옮겨진 덕분에 독립문은 서대문형무소 건물. 1980
과 물리적으로 더 가까워졌고 년대에는 서대문 독립공원으로 재탄생1990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년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이축지 선정 시 이것. 1977
이 미리 의도되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독립문 이축. 
이 논의되던 년대 후반 서대문형무소는 계속해서 감옥의 기능을 하1970
고 있었으며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던 민주화운동가들이 옥고를 치르고 
있던 곳이었다 서대문형무소의 이전은 년 이후에야 고려되었으며 . 1986
서대문형무소를 성역화 하여 민주화운동의 흔적을 지우고 독립운동가만‘ ’
을 기리는 곳으로 재탄생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년대 후반이었기 때1980
문이다.

서대문구 현저동에 최초의 독립공원이 조성된 것은 년 월 초로 독 1897 7
립문 건립과 같은 해였다 년 구성된 독립협회의 창립 목적인 독립. 1896
문 독립관 독립공원의 건립에 따른 것이었는데 당시 한국인에 의해 만들, , 
어진 최초의 현대적 공원 중 하나였다 또한 영은문과 가까이 위치하여 중. 
국 사신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던 모화관( )慕華館 134) 건물을 전면 개수 
하여 독립관 이라 명명하고 독립협회의 집회장‘ (Independence Pavilion)’
소 강연회 장소 사무소 등으로 이용하였다 당시 독립공원의 정확한 범, , . 

134) 조선시대 중국 사신을 영접한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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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모화관과 독립문 일대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
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용하 년 일제는 독립문 옆에 서대문 .( , 1999) 1908
형무소를 건립하도록 했고 독립문에는 철책을 둘러치고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버렸다 김세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년 운동 당시 독.( , 2012) 1919 3·1
립문 앞에는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집하여 대한독립만세 를 ‘ ’
외쳤다 그 후 일제는 독립관을 헐어버리고 독립공원을 폐지하여 민간에. 
게 불하하여 주택지로 만들어버렸다 하지만 년에도 역시 독립문 앞. 1945
에는 많은 군중이 모여 대한독립만세와 조선해방만세 를 외쳤다 신용‘ ’ ‘ ’ .(
하 이는 독립문이 의미하는 독립이 원래의 의도와 달리 일본으로, 1999) ‘ ’
부터의 독립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목수현.( , 2003) 

독립문 이축 후 년 서울구치소가 시흥군으로 이전 되자 구 서대문 , 1987
형무소 건물은 사적 제 호로 지정되었고 이곳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324
한 실시 설계가 년 계획되었다1988 .135) 년에는 건설부고시 제 호 1989 232
에 따라 서울 구치소 이적지 서대문구 현저동 번지 일대( 101 ) 97,377.2㎡

평 가 도시계획시설 공원 로 지정되었으며 년부터 년(29,456 ) ( ) 1988 1992
까지 차 공사를 진행하여 독립공원이 개원되었다 국가기록원3 .( , 

서대문 형무소 서울구치소 터의 근린공원 조성으로 시작BA0812306) ( ) ‘ ’ 
된 이 계획은 역사공원 으로 바뀌었으며 서대문 독립공원 이라는 이름으‘ ’ ‘ ’
로 결정되었다 신용하 독립공원은 독립문에서 구 서대문 형무소 .( , 1999) 
간을 한 권역으로 하였으며 역사적 교훈을 되살리는 사적공원의 성격과 
인근 지역 주민의 이용을 도모하는 근린공원의 성격을 동시에 추구하였
다 독일과 필리핀의 형무소 보존 사례를 참고로 하여 구 형무소 사형장 . , 
시설은 그대로 보존하도록 하였다 국가기록원 또한 일제.( , BA0811153) 
강점기 완전히 철거되었던 독립관 구 모화관 을 당시의 것과 유사하게 복( )
원하여 위패 봉안과 전시 공간으로 사용하고 독립기념선언탑136)을 이축
해 오도록 하였다 세기 말엽의 구성과 마찬가지로 독립문 독립관 독. 19 , , 
립공원의 한 복합 단위로 복원된 것이다 신용하 이에 대해 서대.( , 1999) ‘
문구가 주도한 스펙터클이다 양병일 자주 독립 국가를 향한 열.’( , 2006), ‘
망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라거나 성지로서의 자.’ ‘
격을 획득해가는 과정 이라는 견해 정헌주 외 가 있기도 하였다’ ( 1, 2016) . 
서대문 독립공원은 현재 여러 집회의 장소가 되어오고 있는데 이는 현실 

135) 이는 년 들어선 문민정부에 의해 대대적으로 전개된 역사 바로 세우기 사 1993 < > 
업과도 맞물려 있다 김백영.( , 2007)

136) 년 월 일 국민의 성금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있었던 탑골공원에 세워졌 1963 8 15 31
으나 년 공원 정비 사업으로 철거된 후 년간 삼청공원에 방치되고 있었다 정1979 12 .(
헌주 외 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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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경하하는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현재 서대문 독립공원은 독립문 영은문 주초 독립관 서. , , , 
재필 동상 독립선언기념탑 순국선열 추념탑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31 , , , 
어울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한말 이래 현재까지의 반 봉건 반 식, 
민 해방 독재 민주 산업화 분권화 자본주의 등의 일련의 과거에 대한 , , , , , , 
기억이 소환되고 보존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정헌주 외 .( 1, 2016)

이처럼 독립문은 이축으로 인해 원위치는 잃어버렸지만 여 년 이후 장 10
소 조성을 위한 기념물로서 활용될 수 있었다 독립공원이라는 장소는 일. 
제강점기에 조성된 적 있으나 일제가 독립문 주변에 철책을 쳐서 사람들
의 접근을 막아버렸고 해방 이후에는 주변에 도로가 건설되어 독립문이 
도로 한가운데 고립됨으로써 역시 접근성이 좋지 못했다 그러나 이축 후 . 
접근성이 증대되고 주변의 환경 구 서대문형무소 등 과 연계시킴으로써 ( )
독립공원이라는 장소를 다시 조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림 138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 조성 계획 점선 속 독립문  1990 , 

출처 국가기록원( : , BA08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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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개발 과정 속 원위치의 회복 종친부 경근당과 (3) 2010 , : 
옥첩당(2010)

가 배경.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은 국유 문화재이지만 대지의 소유주가 국군기무 
사령부였던 탓에 오랫동안 민간인들의 접근이 제한되었다 일제강점기 때 . 
종친부 건물 주변에 세워진 경성의학전문학교 건물이 년부터 국군보1971
안사령부 현 국군기무사령부 청사로 이용되면서 대지의 소유주가 바뀌( ) 
었기 때문이다 년 국군보안사령부는 부대시설 보충을 위해 대지를 . 1980
확보하고자 종친부 건물의 현상변경 이축 을 신청했고 이는 곧 승인 공( ) , 
사가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은 원위치에서 약 . 

떨어진 정독도서관 부지 내로 이축되었다 원위치는 잃었지만 서울250m . 
시 소유의 대지로 옮겨진 덕분에 대중의 접근과 관람이 가능하게 되었고 
국군기무사령부는 그 원위치에 테니스장을 지어 사용해 왔다 그러던 중 . 

년 국군기무사령부가 과천시로 이전하게 되면서 대지는 다시 국가 2008
소유가 되었고 종친부 건물이 제자리로 복원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이미 국립현대미술관 조성이 계획되어있던 곳으로,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의 원위치 이축 복원에 대한 찬반 여론이 발생하
기 시작하였다.

나 이축 복원에 관한 주체별 입장.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은 이축 복원 결정 단계에서 전문가들의 여러 의 
견 갈등이 있었다 갈등의 주체로는 건축계와 미술계가 대표적이었는데 . 
각각 이축 복원에 찬성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건축계 전문가들은 종친, . 
부 건물을 원위치로 복귀시키기 위해 국립현대미술관 계획을 총체적으로 
수정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주변의 경복궁 가회동 한, 
옥지구와도 어울릴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137) 반면 미술계에서는 종친부  

137)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 김홍식 기무사 터에 현대미술관이 들어서더라도 종친부를  : “
먼저 끌어안고 전통에 어울리는 현대적 건물을 지어야 이웃한 경복궁 및 가회동 한옥
지구와도 어울리지 않겠느냐 서울신문”( , 2009.1.16.)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김봉렬 종친부 건물의 제자리 찾기를 포함해 총체     : “
적으로 새롭게 계획할 필요가 있다 중략 기무사 부지가 생각보다 상당히 넓고 위. ( ) , 
치도 좋은 만큼 단순히 국립현대미술관을 옮기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대문
화예술의 원천 같은 곳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서울신문.”( , 20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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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원위치에 복원되면 미술관의 규모가 축소될 것을 염려하였다.138)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발굴 조사가 있기 전까지는 종친부의 원위치 복원
을 아직 구체적 사안으로 다루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139)

종친부 건물의 이축 복원은 년 해당 부지의 발굴조사 이후 풍부한  2010
매장문화재 발굴로 인해 그 당위성이 인정되기 시작했다 건축계에서 더. 
욱 적극적으로 이축 복원을 주장하는 동시에 현대 건축과 전통 건축이 조
화를 이룰 수 있도록 미술관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
는 입장을 보였다.140)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정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 유인촌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종친부 복원 안을 수용 할 것을 발‘ ’
표하였다 한겨레 그러자 년 미술계와 문화예술계 인사.( , 2010.6.8.) 1995
들에 의해 창단된 기무사에 미술관을 원하는 모임‘ ’141)에서는 성명서를 
제출하여 대통령이 결정한 국립현대미술관 건립을 장관이 변경할 수 없으
며 미술관의 규모를 축소시킬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종친부 건물. 
을 이씨 조선의 상징이라 주장하였으며 서울을 대표할 랜드마크로서의 ‘ ’
미술관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142) 또한 과거 년 문화재위원회가 종 1980

138) 미술계 원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본관은 멀어서 반쪽 덕수궁 분관은 서관 : “ , (西
만 쓰는 반쪽 기무사는 미술인의 공로를 아우르지 못하고 국군병원 옆에 들어서니 ) , 館

역시 반쪽 서울경제”( , 2009.10.26.)
139) 문화체육부 장관 유인촌 정독도서관에서 종친부 건물을 기무사 터로 옮겨가는  : “ ( ) 

문제는 검토해보지 않았다 중략 종친부를 다시 기무사 테니스장에 설치하려면 차라. ( ) 
리 사간원도 살리고 해서 고색창연하게 가야 한다 하지만 그러면 현대미술관 서울관. 
을 만드는 의미가 축소되는 만큼 차라리 그대로 있는 것이 좋겠다 서울신문.”( , 
2009.1.1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장 박순태 원래 자리로 옮겨올 계획이 없다 서울신     : “ .”(
문, 2009.12.10.)

140) 문화재위원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동욱 옛 종친부 건물의 하부 구조가 대 , : “
부분 그대로 남아 있는 게 확인된 만큼 역사적 명분이나 기술적 측면에서 제자리 복
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중략 미술관 건립 계획은 종친부 복원과 맞물려 조화를 . ( ) 
이루는 방향으로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 한겨레”( , 2010.6.3.)

배재대 건축학부 교수 김종헌 현대미술의 전당을 만들겠다는 미술관 콘셉트와 전     : “
각의 대규모 복원은 크게 배치된다 중략 충분한 토론을 통해 복원 개발 사이에서 . ( ) , 
납득할 만한 절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한겨레.”( , 2010.6.3.)
금성건축 대표 이경미 세 동의 종친부 건물은 별개가 아니라 대원군 중건 당시 한      : 

관아로 보고 지은 것인 만큼 복원해야 한다 한겨레.( , 2010.6.8.)
141) 년 월에 미술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교수 정준모 등의 주도로 처음 창단해  1995 2

여명의 미술계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한국미술협회 평론가협회 큐레이터협회 1,300 , , ,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 시내에 국립미술관이 없음을 지적하며 기무사 터에 . 
미술관 건립을 여 년 이상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다 서울경제 10 .( , 2010.6.14.)

142) 기무사에 미술관을 원하는 모임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을 장관이 뒤집어 버린 것 : “
이다 중략 근대 문화재로 지정된 구 기무사청사부지 평과 이전 복원예정인 종. ( )  544
친부 유구가 발견된 부지면적 여 평을 합하면 총 여 평으로 전체 면적의 500 1,000

이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건물의 앙각 건물을 올려다보는 시선 을 감안하면 최대 1/5 . ( )
까지도 줄어들 수도 있다 게다가 현대미술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미술관 외부 1/3 . 

도 작가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창발적 행위가 문화재로 인해 심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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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의 이축을 허가하는 바람에 원위치를 잃은 것인데 이제 와서 원위치
를 중요시 여기는 태도는 일관되지 않으며 문화재 복원의 원칙이 없다 고 ‘ ’
비난하기도 하였다 서울신문.( , 2010.6.21.) 

이와 같이 논의 초기에 건축계와 미술계는 이축 찬반을 중심으로 의견이  
나누어졌으나 점차 절충안을 고려하거나 시민들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 
주장이 나오기도 하였다 공개적인 논의 국민들의 권리를 존중하여 결정. , 
이 이루어져야 하며 문화재 복원에서의 매뉴얼 원칙 법제화의 필요성도 , , 
강조되었다 전통 건축과 현대 공간의 조화 공존이 중요한데 이 역시 논. , 
의를 바탕으로 해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이라는 주장도 있었다.143)

제한받을 수도 있다 과연 이런 협소한 부지에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문화예술계와 . 
온 국민들이 영원하던 무슨 국격을 상징하는 세기 문화한국의 랜드마크 또는 마인 21
드 마크를 세울 수 있을까 지방선거가 증거 한 국민과의 소통부재의 뜻을 아직도 깊. 
이 새기지 못하고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지방선거 전에 결정해놓고 선거가 끝나자마
자 발표하는 정부의 일방적 관료적 태도에 다시 한 번 분노하면서 기무사 부지 하나, 
로 문화재 측과 미술계 모두에게 점수를 따보려는 얄팍한 시도를 접을 것을 권한다. 
결국 국민통합을 이뤄야 할 정부의 경망스런 판단으로 인해 미술계와 문화재 인사들 
간에 분열과 논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중략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 문화예술인들 앞에 직접 나와 자신의 입으로 한 약속을 ( ) 

지켜야겠다는 마지막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기무사 부지에 이씨조선 의 상징인 종친‘ ’ ‘
부 를 복원하겠다는 생각은 거두어야 마땅할 것이다 서울경제’ .( , 2010.6.14.)

미술관 관계자 종친부 추가복원으로 확대될 경우 미술관 건축 범위가 크게 축소     : “
돼 새 건물의 의미가 퇴색하는 딜레마가 있다 한겨레.”( , 2010.6.8.)

143) 미술평론가 국민대학교 교수 정준모 중요한 것은 국립현대미술관이 국민의 공간 , : “
이란 사실이며 국민의 문화 향수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중략 서울 도심에 왕조 , . ( ) 
관련 업무를 하던 관아를 복원하는 것이 나은지 국민의 창의성 향상에 기여하는 미술
관 건립이 나은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 서울신문 복원 사업은 단순히 전.( , 2010.6.21.) 
통이나 문화재를 복원한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 근현대사에 드리운 암흑을 걷어내고 
새 시대로 향하려는 동기부여의 기회로 삼는 데서 나아가 문화재 복원과 보존에 대한 
철학과 원칙 지침을 수립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단순한 동산 문화, . 
재의 복원이나 보존에서 건조물이나 건물군 도시에 이르는 다양하고 폭 넓은 문화적 , 
복원과 보존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선 법제화도 필요할 것
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졸속으로 추진되는 문화재 복원은 보존보다 훼손으로 . 
이어질 수 있는 탓이다 최근 구 기무사 부지에서 발견된 종친부 유구에서 년 전 . 30
이전한 종친부 건물의 주춧돌과 기타 유구들이 발굴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는 . 1981
년 이전 당시 주춧돌조차 제대로 발굴하지 않고 팽개쳤다는 증거다 원칙 없는 보존 . 
또는 이전이 가져온 폐해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지금은 문화재 침탈과 훼손의 미. ... 
망에 사로잡혀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무조건적인 복원이나 보존만을 외칠 것이 아니
다 암흑의 시대 문맹의 시대에 권력과 욕심 때문에 철거나 훼손은 후딱 해치웠지만 . , 
사라진 문화재를 재생시키는 일은 문화적으로 했으면 한다 국민일보 종.( , 2010.6.30.) 
친부 복원 논란에서 진짜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결정 과정이다 밀실에서 사실상 . 
미술계 인사를 빼놓고 문화재계 인사들과 논의한 것 아닌가 중략 개인적으로 근대 ? ( ) 
민주국가인 오늘날 옛 왕실 기관을 복원하는 것이 합당한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빨. 
리 번듯한 것을 만들어내려는 년대 사고방식부터 버려야 한다 상생할 방법을 찾지 70 . 
못하면 서로 종친부 복원이나 미술관 건립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 한겨레.( , 2010.7.8.)

경기대학교 교수 안창모 일부 문화재위원을 빼면 문화재계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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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축 복원에 대한 시민 의견. 

년대 덕수궁 대한문과 독립문의 이축 시 시민들의 의견이 언 1960~1970
론이나 건의서 등을 통해 표출되었던 반면 종친부 건물 이축 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행정기관 측에 전달되었다 따라서 . 
그 전체를 분석할 수는 없었으나 남아있는 기록을 살펴봤을 때 발굴조사 
이후로 이축 복원에 찬성하는 쪽으로 여론이 완전히 기울었던 것으로 보
인다 한겨레 구체적 이유로는 다양한 것이 있었으나 시민들.( , 2012.8.14.) 
은 대체로 건축문화재의 원위치를 되찾는 것이 진정성 보존에 도움이 된
다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부지의 역사성을 존중해. 
야 한다 종친부와 잘 어울리는 국립현대미술관을 지으면 신구가 어우러, 
져 특성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미술관은 다른 부지에도 건설할 수 있다 , 
등의 이유가 있었다.

더불어 국립현대미술관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던 국가등록문화재 제 
호 국군기무사령부 본관의 보존 문제에 대해서도 이러한 논쟁이 일어375

났는데 미술계는 전면 철거를 건축계는 보존을 주장하였다 해당 건물은 , . 
년 월 한국건축가협회 연구팀에 의해 조사 분석이 이루어졌고 현2009 7 ‘

존 국내 건축물 가운데 세기 초 모더니즘을 완벽하게 구현한 수작20 ’, 
건물 자체가 현대미술품이라고 평가되었다 한겨레 건물‘ ’ .( , 2009.9.28.) 
의 일부만 보존하는 방안과 전체를 보존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고 전체
를 개보수하여 국립현대미술관의 일부로서 활용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로써 해당 부지 내에는 세 가지 시대의 건축물이 공존하게 되었으며 
국립현대미술관은 이 두 건축문화재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설계가 

했다 공개적 논의로 이뤄진 게 거의 없었다 미술관 실체도 설만 무성하다 종친부 . . . 
복원한다니까 근대문화재인 기무사 본관을 부숴버린다거나 파사드 정면 만 남겨놓는( )
다는 소문이 돌았다 중략 미술계가 갖고 싶어 하는 현대미술관의 그림을 그려보면 . ( ) 
굳이 종친부 터를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다른 데로 옮겨가거나 기무사 터에 일부 기? 
능 넣고 다른 기능은 다른 장소를 찾는 융통성도 필요하다 루브르 미술관처럼 옛 건. 
물과 현대 공간이 공존할 수 있다면 최적이지만 도저히 안 된다면 다른 장소도 감안, 
해야 한다 중략 미술과 문화재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게 공통된 생각인 . ( ) 
것 같다 기무사 미술관은 고건축 근대 현대건축 세 가지를 놓고 동시 고민하는 희귀. , ·
한 사례다 역사도시 서울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까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다 똑. . 
같은 수업료를 거푸 내지 말고 문화재 복원 관련 논의에서 좀 더 바람직한 모델을 민
관이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겨레.”( , 2010.7.8.)
학고재 화랑 대표 우찬규 종친부는 역사의 현장이었고 생생한 터가 확인된 것이      : “ , 

현실이다 미술계에서 양보하지 않으면 현실적 해답이 없다 문화부 쪽이 나름 시민. , . 
사회를 설득하고 미술계 문화재계의 갈등을 조정하는 노력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 
시간에 대한 강박감만 없다면 대화로 풀릴 수 있다 완공시점을 년으로 못 박는 . 2012
건 대단히 위험하다 한겨레.”( , 20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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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었다.

한편 종친부 건물 이축 복원 논의에 있어서 도시맥락이나 장소성을 잃 , 
어버린 원위치도 존중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사항은 별로 다루어지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원위치 즉 당시 국립현대미술관 건설 예정 부지는 매. , 
장문화재를 제외하면 도시맥락이나 장소성이라는 차원에서 종친부 건물
과의 관계성을 상실한 상태였다 종친부 건물이 원위치를 잃은 지 여년. 30
이나 지났을 뿐더러 군사시설지역이라 시민들의 접근이 불가능했고 따라
서 장소성이 형성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림 139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 국군기무사령부 본관 국립현대미술관  , , 

출처 문화재청( : (2013c))

라 이축의 승인과 이행 이축 이후. , 

부지의 발굴 조사 결과와 시민들의 여론에 힘입어 문화체육부 장관은 종 
친부 건물의 원위치 이축 복원을 지시하였다 공사는 년부터 년. 2012 2013
까지 진행되었으며 동시에 국립현대미술관은 종친부 건물뿐만 아니라 북
촌 경복궁 등 주위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건립이 진행, 
되었다 이축된 종친부 건물은 결과적으로 주변 도시적 맥락과는 별로 관. 
계가 없지만 근대 건축물인 구 국군기무사령부 본관 현대 건축물인 국립, 
현대미술관과 함께 배치되어 건축은 시대를 담는 그릇이라는 말처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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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의 적층적 역사성을 보여주게 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 향유 및 관람의 . 
대상으로서 연계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종친부 건물은 년 대중에게 . 1980
공개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도 내부 공간을 개방하지 않고 비워둔 채 
보존해오고 있는데 이는 한옥이라는 건축의 특성 상 내부 공간을 활용하, 
기 위해서는 현대적 시설의 도입과 부분적 현상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
다 내부 공간 활용을 위한 건축적 변형은 일반적으로 건축문화재를 수리. , 
보수하거나 해체 후 재조립할 때 동시에 진행되는데 년 종친, 2012~2013
부 건물의 이축 시에는 원형대로 복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활용 
계획은 동반되지 않았다.144)145)

종합(4) 

가 원위치 보존에 대한 인식의 차이. 

덕수궁 담장은 해방 이후 태평로의 확폭을 위해 년과 년 두 차 1961 1968
례에 걸쳐서 궁역 안쪽으로 물려 세워졌다 년의 경우 문화재보호. 1961 <
법 이 제정되기 이전으로서 제도적 보호를 받기 어려웠으나 당시 신문기>
사에 보도된 내용을 통해 주체별 건축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보존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 문화재위원회의 전신이었던 당시 문화재보존위원회와 일. 
반 시민 여론은 기존의 담장을 그대로 유지 보존하는 것이 좋다고 여겼, 
다 반면 국립박물관 학예관 서울대학교 박물관장 등 전문가 여론은 덕수. , 
궁의 담장이 건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없으며 따라서 변경
해도 무방하거나 혹은 변경하는 것이 도시미관상 더 낫다는 입장을 보이
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년 구 조선호텔. 1967 146)의 철거 이슈에서도 찾

144)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의 이축 복원 공사 당시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이었던  
최종덕의 인터뷰.(2021.9.23.)

145) 이에 반해 근대건축물로서 설비가 갖춰져 있는 서울 구 국군기무사령부 본관 건물 
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으로 활용되고 있다.

146) 현재 서울시 중구 소공동의 웨스틴조선호텔 자리에 위치했던 구 조선호텔은 남만 
주철도주식회사에서 설립한 철도호텔 중 하나로 년 시정오년기념 조선물산공진, 1915
회를 대비하여 독일인 게오르그데라란데 의 설계로 년 준공(George de Lalande) 1914
되었다 대지 평에 건평 평 객실 개로서 년 반도호텔이 건립되기 전. 6,750 583 , 69 1938
까지 경성의 유일한 대규모 호화호텔로서 각종 정부 행사와 기업 행사가 다수 개최되
었다 시설의 노후화와 공간의 협소함 재개발지구 설정으로 인해 신축이 계획되어 . , 

년 월 철거되었다 철거 결정을 내리기까지 좌담회가 열리고 신문에 특집 기사1967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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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볼 수 있다 현재 서울시 중구 소공동의 웨스틴조선호텔 자리에 위치했. 
던 구 조선호텔은 년 건립되어 년 월 철거되었다 철거 여부를 1914 1967 7 . 
결정하기 위해 년 월 개최되었던 좌담회에 의하면 부시장 차일석이 1967 2
토지이용도와 비즈니스 등을 이유로 철거를 적극 주장147)하는 가운데 건
축가 나상진과 김수근 역시 구 조선호텔이 건축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
으며 일대를 슈퍼블록으로 재개발하고 신식 건물로 새로 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148)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김상기와 문화재관리국장 하갑 ﾠ
청도 조선호텔의 건축적 보존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149) 이밖에 인사들 
은 시설의 노후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 일제강점기의 건물이라는 데에 대, 
한 민족적 반감 등을 들어 철거를 지지하기도 하였다.150) 그러나 문화예 

가 실리는 등 여러 의견과 상황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좌담회는 년 월 일 . 1967 2 2
서울시 부시장과 건축가 문화재 관련 인사들이 참여하여 안 현 조선호텔을 철거하, A , 
고 새로운 대규모 호텔 건립하는 것과 안 현 조선호텔을 개수하여 계속 유지하고 B , 
동측 공지에 평 실의 새로운 건물을 건립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진1,120 , 350
행되었다 매일경제 논의 후 결과적으로 조선호텔 신축안에 대한 안이 .( , 1967.2.20.) A
받아들여졌으며 년 월 일 영업을 마감하고 철거가 시작되었다 신축된 조선호1967 7 6 . 
텔은 연건평 평에 개의 객실을 갖춰 매머드호텔로 불리며 년 월 12,200 504 ‘ ’ 1970 3 17
일 개관하였다 경향신문 년에는 조선호텔 앞 지하도가 개통되었으.( , 1970.3.17.) 1968
며 년에는 조선호텔을 둘러싼 소공동의 블록들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1973
이 완료되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001)

147) 부시장 차일석 해당 지역은 재개발 또는 재개조 지역으로 설정해 둔 상태이며 토 : “
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안을 지지한다 이 지역은 전면 재개조가 필요하며 비즈니A . 
스 면에서 볼 때도 유리하다 매일경제.”( , 1967.2.20.)

148) 건축가 나상진 보존가치는 고사하고 동측에 실을 짓는다는 안은 불가능하 : “ 350 B
다 조선호텔은 희귀하긴 하나 대단한 건물은 아니다 옛 유적지 위에 신식 건물을 짓. . 
는 것은 외국에서도 많이 벌어지는 일이다 이 정도의 희생은 있을 수 있다 매일경. .”(
제, 1967.2.20.)

건축가 김수근 건축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다 콘크리트의 수명인 년이 넘었     : “ . 50
고 도시계획적인 영향 등을 포함해서 슈퍼블록으로 재개발해야 한다 헐지 말자고 하. 
는 것은 센티멘탈한 생각일 뿐이다 매일경제.”( , 1967.2.20.)

149)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김상기 조선호텔은 대표적인 초창기 양식건물이라고 할 수 : “
는 있지만 고유한 문화재는 아니다 그러나 안이든 안이든 원구단 일대는 영구히 . A B
보존되어야 한다 매일경제.”( , 1967.2.20.)
언론인 유광렬 김상기 박사의 의견과 같이 원구단 보존에 동의한다 그러나 조선     : “ . 

호텔이 건축학적으로 의미 있는지는 모르겠다 내가 아는 바로는 없다 매일경제. .”( , 
1967.2.20.)

문화재관리국장 하갑청 문화재에 관한 문제는 김상기와 유광렬의 의견 외에 더      : “
할 말은 없다 그러나 새로 지은 건물이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한국적인 건물이 되어. 
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예컨대 온돌방을 많이 만든다든가 매일경제. ”( , 
1967.2.20.)

150) 관광호텔협회장 이윤우 일본제국호텔의 경우 구관을 그대로 두고 신관을 지어 함 : “
께 운영하였으나 결국에는 구관을 헐기로 결정이 났다 현 조선호텔은 작고 노후화되. 
어 흑자를 내기가 어렵다 매일경제.”( , 1967.2.20.)
중앙대 신문학과 교수 곽복산 이 건물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활용적 가치가 있을     : “

지 몰라도 민족적 감정으로 용납할 수가 없다 매일경제.”( , 1967.2.20.)
언론인 김진섭 조선호텔은 수치스러운 장소이므로 기억할 필요는 있다 철거를      : “ . 

하는 데에는 동의하며 색깔과 모형 등에 유의하여 한국적인 고유한 미를 살려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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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인들은 철거에 대해 아쉬워했으며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
음을 알 수 있다.151) 좌담회 이외에도 신문지면을 통해 구 조선호텔 철거 
에 관한 찬반 의견을 읽을 수 있었다 익명의 의견 하나. 152)를 제외하고는 
모두 조선호텔의 보존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이고 최신식인 
근대적 시설을 지향하고 있었다 동아일보 매일경제.( , 1967.1.24.)( , 

매일경제 이처럼 구 조선호텔은 년 준공1967.2.20.)( , 1967.4.10.) 1914
된 근대 건축물이지만 년 준공된 구 벨기에 영사관 년 경 준공1905 , 1920
된 서울 구 신촌역사 년 준공된 서울 구 경성방직 사무동과 달리 문, 1936
화재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특히 등록문화재 제도가 없던 때라 보호받을 
수 없었다 또한 년 덕수궁 돌담 보존 논의 때와 같이 건축가와 문화. 1961
재관리국의 인사들조차도 구 조선호텔의 보존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
으며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그 보존 가치를 주장하는 편이었다 이는 일제. 
강점기의 네거티브 유산이라는 점 개발이 우선시되는 시대적 상황 등이 ,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40 년 구 조선호텔 전경  1957

출처 국가기록원( : )

을 짓길 바란다 매일경제.”( , 1967.2.20.)
151) 작가 조경희 일반일들도 조선호텔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공사나 정부에서 원 : “ . 
웨이로 진행하지 말고 여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이 호텔은 헐고 최신식의 큰 호텔로 . 
짓되 옛것을 사랑하고 싶은 심정을 만족시켜줄 수 있도록 훌륭하게 지어야 한다 허는. 
데 아쉬워하는 것은 문화예술인들 뿐이다 매일경제.”( , 1967.2.20.)
작가 이진섭 이 건물을 헐면 문화예술인들이 가장 아쉬워할 것이다 주위환경과      : “ . 

지붕꼭대기까지 사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매일경제.”( , 1967.2.20.)
152) 시민 조선호텔은 년의 역사를 자긴 고전적 아취가 흐르는 중후한 예술적 건조 : “ 50

물이다 도시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전통이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 동아일보. .”( , 
196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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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행해진 덕수궁 대한문과 독립문 이축의 경우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의 사례로서 이전의 여론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 둘은 도시개발이 활. 
발하던 년대를 배경으로 이축의 시기뿐만 아니라 그 목적 이1960~1970 , , 
축 승인 과정 등 많은 부분이 유사하다 특히 이축 여부를 둘러싸고 서울. 
시 도시계획국 및 관련부서 그리고 문화재위원회가 각각 이축의 찬성과 ,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가운데 시민 여론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던 
양상까지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기본적인 시민 여론은 도시개발보다는 문. 
화재 보존을 훨씬 더 지지하는 편으로서 문화재위원회와 의견을 같이 했
다 그러나 문화재를 어떤 방식으로 취급하고 보존할지에 대한 관점의 차. 
이가 이축의 찬성과 반대를 갈라놓았다 문화재위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 
원위치 보존만을 고집했던 반면 시민들은 건축문화재의 미관 도시 혹은 , , 
전체 문화재와의 조화 등 시각적인 측면을 중요시 여겼다 건축문화재가 . 
도로로 둘러싸인 모습은 보기에 좋지 않다고 생각했으며 도시미관이나 문
화재 보존 교통의 흐름상 이축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시민들은 덕수궁 대한문이 담장과 연결되어 덕수궁 전체와 조화를 이루어
야 하며 문으로서의 기능도 중요하다고 여겼다 독립문 이축지 결정에 있. 
어서는 통일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곳으로 무악재를 제안하‘ ’
는 여론도 있었다.

반면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의 이축 여부에 관한 이슈는 개발 위주의  
도시계획을 지양하고 보존에 대한 가치관이 우세하던 때 발생하였다 이 . 
사례는 원위치 회복을 목적으로 한 이축으로서 보존 행위 로 받아들일 수 ‘ ’
있으나153) 국립현대미술관 건설이 계획된 부지라는 사실 때문에 미술계  
인사들의 이축 반대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는 도시 내 현대적 문화시설을 . 
짓느냐 문화재를 복원하느냐 하는 것이 쟁점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결, 
국에는 역시 개발과 보존의 대립 구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덕수궁 대한. 
문 독립문과는 달리 건축문화재의 원위치 보존이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 
큰 차이를 보인다.

153) 년 문화재청에서 제정한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2009 <
일반 원칙 에 따르면 건축문화재의 이축은 보호를 위한 경우 제자리로의 복원을 위> , , 
한 경우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그것을 허락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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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 도시개발 과정 속 이축을 둘러싼 갈등의 결과로 선택된 보존 요소 

나 여론에 의한 상향식 결정. 

이상과 같은 주체별 건축문화재 인식 보존 방식의 차이는 시대에 따라  , 
그 영향력에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현대에는 문화재 보존에 대. 
한 시민들의 관심도와 참여 통로가 그 어느 때보다 넓어짐으로써 문화재 
보존 방식의 결정에 있어 시민의 여론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덕수궁 대한문과 독립문의 이축 사례를 살펴본 결과 한편으로 과 
거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도 문화재 보존 방식에 있어 시민들이 관심을 갖
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 . 
이유는 이 건축문화재들은 도심부에 위치하여 시민들이 자주 접하게 되고 
따라서 친근한 이미지로서 그들 기억 속 도시 이미지 역사성 경관적 차, , 
원에서 비교적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기념물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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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신문기사를 통해 읽을 수 있었던 여러 주체들의 의견은 국가나 행정가
들이 생각하는 문화재의 보존 가치나 원칙이 시민들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여론은 행정적 결정에도 상당히 영. 
향을 미쳤으며154) 그 결과 덕수궁 대한문과 독립문의 이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155) 이는 당시 시민들의 문화재의 보호에 대한 경향과 관심도를  
보여주기도 한다.156) 년대 말 년대는 호국선현 및 국방유적 보 1960 ~1970
수정화 사업이 주를 이루던 때였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의 전통문화정책. 
으로 국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 의해 , 
자발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최광승 그러나 이 사례들은 당시 시.( , 2012) 
민들도 문화재 보존 특히 호국선현 및 국방 유적이 아닌 그 밖의 문화재 , 
보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154) 년 월 일 신문기사에는 문화재위원회가 장차 시민여론이 차도 밑의 독립 1977 3 23 ‘
문을 계속 용납하지 않을 때는 현재의 독립문 네거리 동북쪽 모서리에 마련할 평800
의 녹지 내에 독립문을 이전한다 는 것에 동의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

155) 그러나 년 경복궁 광화문의 이축지 결정 과정처럼 대통령의 일방적인 결정을  1967
따르게 된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장에서 설명하였다. 4.3 .

156) 양보할 것은 역사의 소산인 문화재가 아니라 마음대로 이렇게도 긋고 저렇게도 그 
을 수 있는 직선도로 쪽이 아닐까 한다 도시계획의 수입자들은 필요를 직선도로에서. 
만 찾고 문화재 보호에는 등한한 것이 아닌가 한다 문화재를 보호하면서 현대생활을 . 
능률 있게 할 수 있는 계획이라야 참다운 의미에 있어서의 원대한 도시계획이다 동아.(
일보, 1968.2.17.)
근대화에 밀리는 사적면면 동아일보     ( , 1968.2.17.)
도로 확장도 필요하지만 귀중한 문화재를 헐어가면서까지 강행해야 하는가 문화재      . 

보존 사상의 강화가 시급하다 경향신문.( , 196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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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을 통한 장소 복원 혹은 재창조4.2. 

경희궁 복원 사업 은 올림픽 대비 전통 문화 공간 제공 차원에 < > ‘86, 88 ’ 
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동국대학교 측의 숭정전 반환 거부 흥화문과 황학. , 
정의 원위치 확인 실패 예산 상 대대적인 복원 사업은 지양하고 안내판, ‘
을 설치 하는 방침 국가기록원 등으로 인해 고증에 의한 정’ ( , BA0806862) 
확한 복원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자 서울시는 복원 대신 서울 정도 . < 600
년 기념사업 의 일환이기도 한 서울시립박물관 건립을 경희궁지 안에 진>
행할 것을 계획하는 등 보여주기식 역사문화장소 조성 즉 일종의 야외박, 
물관 조성처럼 흘러가게 되었다 서울시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많은 시민. 
들과 건축계 전문가들이 비판하였다 이후 년 서울시 종로구에서는 . 2018

경희궁지 종합정비계획 을 수립하여 과거 잘못된 복원을 바로잡고 서< >
울시립박물관 현 서울역사박물관 의 철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 )
다.

남산골 한옥마을은 남산 제 모습 가꾸기 로부터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 >
해당 부지가 가진 조선시대 때의 일정한 장소성을 복원하고자 하는 의도
가 깔려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업에 관여하였던 남산제모습찾기 . 「

인 시민위원회 는 남산골 선비촌이라는 개념을 살려 양반집과 생활100 ‘ ’」
상을 전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남산. 
골은 몰락한 양반이나 가난한 선비들이 살던 곳으로서 현재 이축되어 있
는 부유한 계층의 한옥과는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역사의 . ‘
물리적 회복 보다는 새로운 기능의 성격적 회복과 전시와 관람 액티비’ ‘
티 등을 더 강조함으로써 복원 보다는 테마파크적 성격을 살린 역사문화’ ‘ ’
장소 야외박물관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여 진행되었다, .

사적지 위의 역사문화장소 조성 경희궁 복원(1) : 

가 배경. 

일제가 경희궁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설립하였던 경성중학교는 해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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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서울중학교와 서울고등학교로 개편되었고 년 이 두 학교는 강남1977
으로 이전되었다 서울시는 부지를 매각하되 그 중 경희궁 터 만여 평은 . 1
매입자 측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경희궁을 복원하고 나머지 주변 영역은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김상권 경희궁지는 공개 .( , 2019) 
입찰에 부쳐졌고 년 현대그룹이 억 원에 낙찰하였다 현대그룹은 1978 110 . 
사옥을 신축하고자 했지만 인구집중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 
건축 허가가 여러 차례 불승인되었다 년에는 경희궁지가 사적 제. 1980
호로 지정됨에 따라 건축이 더욱 어려워졌고 년 서울시장 염보현271 1985

은 경희궁지를 도시 공원 녹지 확보 차원에서 재매입하고 사적 공원 조성 
계획을 세우도록 하였다.

나 경희궁 복원 계획 시작. 

년 서울시 올림픽준비단 1984 「 」157)은 대회 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문화
재 정비와 공원 조성을 시행하였는데 그 중 경희궁 복원과 경희궁 근린공
원 조성이 포함되었다 서울특별시 문화과 년 월 일 서울.( , 1990) 1985 1 25
시 지방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는 경희궁지 내 미술관과 박물관 건설과 
공원을 조성하고 전각 숭정전 흥화문 자정전 회상전 흥정전 정신각( , , , , , , 
상궁집 을 복원할 것이 논의되었다 서울기록원) .( )158) 이 중 일제에 의해  
강제 매각되어 뿔뿔이 흩어진 숭정전 흥화문 황학정을 원위치로 이축 복, , 
원 하고자 각 소유자 측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해당 건물이 있던 자리에는 . 
똑같이 모조한 건물을 새로 지어주겠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그러나 숭정. 
전의 소유주인 동국대학교는 숭정전은 본교의 건학 이념인 섭신 신실‘ , , 
자애 도세를 구현하기 위한 산실이자 불타 정각을 실수하는 도장으로서 , 
전 동국인 및 불교인들의 자아완성의 산실 로서 교내의 의미 있는 공간이’
라는 이유를 들며 숭정전 반환을 거부하였다 부록 참조 서울기록원.( 13 )( ) 
한국일보의 인터뷰에 의하면 동국대학교는 서울시가 해방 년이 넘도록 ‘ 40
한 번도 돌보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이전해 가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숭정전은 그 동안 두 번이나 이전해 건물 골격이 너무 낡아 또다시 옮기‘
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잃게 될 우려가 있다 는 이유를 들기도 하였다.’ .
한국일보 반면 년 흥화문의 소유주였던 신라호텔은 ( , 1985.10.29.) 1987

서울시의 제안에 응하여 이듬해 이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원위치를 확. 
인할 수 있었던 숭정전과는 달리 흥화문은 그 원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불
가능했다 또한 원위치로 추정되는 자리에는 이미 다른 건물 대한적십자. (

157) 서울시 올림픽기획단 서울시 올림픽준비단 (1983~1984) (1984~1989)「 」 → 「 」
158) 문화재위원 김영상은 황학정은 복원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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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이 위치해 있어 결과적으로 흥화문은 원위치가 아닌 그 주변부로 이) , 
축되었다 황학정의 소유자인 사우회관은 이축에 동의하긴 했으나 그 원. 
위치를 특정할 수 없어 이축이 미뤄지게 되었다. 

다 경희궁지사적공원조성계획 과 시립박물관 건설 계획. < >

년 월 서울시 올림픽준비단 은 경희궁지사적공원조성계획 1985 3 < >「 」
을 작성하였다 이 계획의 목적 중에는 올림픽 대비 전통 문화 공. ‘86, 88
간 제공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 상 대대적인 복원 사업은 지양하고 안’ ‘
내판을 설치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록 참조’ .( 13 )
국가기록원 이는 경희궁 복원 사업이 문화재의 진정성을 ( , BA0806862) 

구현하기 보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여주기식 역사문화장소를 조성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42 건설부 문화공보부 도시공원결정에  1985.3.7. <→

대한 협의 에 첨부된 위치도 >

출처 국가기록원( : , BA0806862)

년 월 서울시는 문화재관리국에 경희궁지 공원 지정 협의 검토를  1985 4
요청하였고 그 결과 도시 공원 지정에 동의하되 공원 조성 계획은 당국, ‘ , 
의 검토 승인을 받도록 결정되었다 국가기록원 공원 조성’ .( , BA0806862) 
을 위한 발굴 조사가 년 월에서 월에 걸쳐 단국대학교 박물관 팀1985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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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진행되었고 년 월 일에는 서울시 고시 제 호에 의거 1985 10 28 725
경희궁 근린공원 지적이 승인되었다.159) 그러나 경희궁지 발굴 조사 결과  
예상보다 많은 유구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각들의 정확한 원위치
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그 복원 계획에 차질을 가져왔다 그러자 . 
서울시에서는 년 월 경희궁지 내 서울시립박물관을 건립하고 이1985 11 , 
곳에 경희궁 관련 유구와 자료를 전시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건립 위치는 . 
발굴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추진위원회는 서울시 올
림픽기획관 환경녹지국장 시정연구관 기술심사관으로 구성되었다 서울, , , . 
시는 서울 정도 년을 기념하여 년 이전에 시립박물관을 세울 구600 1994
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계획에 옮긴 것이었다. 

년 월 홍익대학교 환경개발연구원 강건희 1985 12 160) 팀에서는 경희궁  
근린공원 조성 계획에 관한 연구 용역 수행을 맡아 진행하였다 그러나 . 

년 월 문화재관리국에서는 문화재 복원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1986 2
였기에 경희궁 근린공원 조성 계획을 반려하였으며 시립박물관과 미술관 
건립 추진위원회 문화재위원이 참석한 공원 조성 자문 회의 등이 개최된 , 
이후인 월 경희궁 근린공원 조성 계획이 확정되었다 문화재 보존 지역4 . 
이 완충 녹지 지역이 공원 시설 지역이 로 28,772 , 12,571 , 59,232㎡ ㎡ ㎡
결정되었다 이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거쳐 가로 공원 조성이 이루어. 
졌고 년 월 단국대학교 박물관 팀에 의한 차 경희궁지 발굴 조사1986 12 2
가 시작되어 년 월까지 진행되었다 이 발굴 조사에 따라 년 1987 6 . 1987 6
월 공원 조성 범위 조정 후 시행 계획이 결정되었으며 월에는 근린공원 9
조성을 위한 경희궁지의 문화재 현상변경이 승인되었다 공사는 서울시 . 
종합건설본부161)에서 담당하여 현대건설에서 시공하였다 년 월 . 1987 10
착공되었으며 문화재관리국에서는 경희궁지 현상변경 허가 조건으로 동 ‘
지역은 향후 사적지로서 복원 정비되어야 하므로 공사 시행 시 건물지 등
의 유구 훼손 및 사적지로서의 환경 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공사 시행 시 조경 공사 포함 유구 노출이나 유물 출토 시에는 즉시 공‘ ( ) 
사를 중지하고 관련 법규에 의거 조치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부록 참’ .( 13 
조 서울기록원 공사는 년 완공되었다)( ) 1988 . 

라 단계 복원 사업 숭정전지 발굴과 복원. 1 : 

159) 년 월 일 건설부 고시 제 호에 의하여 경희궁지 는 도시계획 1985 6 19 258 98,475㎡
시설 공원 로 정식 지정되었다( ) . 

160) 홍익대학교 건축과 교수 .
161) 서울시 종합건설본부 은 현 도시기반시설본부 의 전신이다 (1981~1996)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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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단국대학교 박물관 팀의 경희궁지의 전반적인 시굴 조사 1985~1987
에 이어 년에는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에서 숭1988~1990
정전지를 대상으로 한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숭정전은 원위치. , 
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앞서 설명했듯이 소유주인 동국대학교 측에서 건
물을 넘겨주지 않았고 또한 년 월 일 서울시 지방 문화재위원회 1988 3 31
회의에서는 기존의 숭정전을 이축할 경우 불용재가 이상으로 철저70% , 
한 고증을 통한 신축이 더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부록 참조 서.( 13 )(
울기록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숭정전의 실측 그대로를 모방한 건물을 ) 
원위치에 대신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사는 서울올림픽이 치러진 후 . 
시작되어 년까지 진행되었고 숭정문과 부속회랑도 복원되었다1994 .

그림 143 경희궁지 숭정전 복원  

상량식 출처 조선일보( : , 1989.9.30.)

 

그림 144 경희궁지 토지 이용 계획  

출처 서울특별시( : (1996))

마 경희궁지 내 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한 의견. 

원형을 모방한 숭정전과 정확하지 않은 위치의 흥화문이 복원되는 한편 , 
동시에 추진되고 있던 경희궁지 내 시립박물관 건립 계획에 대한 여러 의
견들이 매체에 보도되었다 경희궁지에 시립박물관을 건립하면 매장문화. 
재가 훼손되며 앞으로의 복원이나 발굴 가능성도 막아버리게 된다거나 궁
궐터에 현대 시설을 짓는 것은 일제가 했던 행위와 다름없다는 등의 유적
지 훼손에 대한 비판162)과 서울시의 계획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163) 그, 
리고 경희궁과 시립박물관의 부조화164) 박물관의 유지 관리 등을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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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165)하여 대부분이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특히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교. 

162) 시민 시립박물관의 부지가 과연 올바로 선정됐는가 중략 그곳이 바로 궁터라는  : “ ( )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 , 1991.1.22.)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이상해 일제에 의해 변형된 경복궁은 원형을 살린     : “
다는 논리를 펴면서 꼭 같이 일제에 의해서 경복궁보다 더 먼저 허물어진 경희궁은 , 
왜 다른 논리가 적용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경희궁을 복원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 
별개로 그 곳에 시립박물관 건물이 들어선다는 것이 경복궁의 경우와 연관지어 볼 때 , 
앞뒤에 맞는 이야긴지를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해.”( , 1992.4.)

시민 경희궁 터를 이제 다시 미술관 박물관을 구실로 콘크리트 건물로 훼손한다     : “ -
면 우리의 역사의식이나 문화의식은 크게 병든 것이 분명하다 서울시는 그런 국민들. 
의 비난을 막아보려고 여기에 숭정전과 흥화문 등 백여 평만은 궁궐로 복원한다고 5
한다 그러나 나머지 만 천 평에 천 평 규모의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을 지어놓으면 . 2 5 6
어차피 궁궐의 면목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선일보.”( , 1992.3.9.)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김성우 당시 건립 위치가 경희궁의 중심축인 어도     : “
로 고려되고 있었는데 이는 경복궁의 어도에 조선총독부가 놓여진 것과 마찬가( )御道

지이다 또한 경희궁지의 추가적인 발굴과 복원 가능성 또한 막아버리는 일이며 경희. 
궁을 정상적으로 보존하지 못할 때에는 더 이상 건드리지 않고 남겨놓는 것이 최상의 
보존책이다 김성우.”( , 1992.6.)

시민 경희궁은 중략 더 이상 원형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중략 재     : “ ( ) . ( ) 
정적 사정이 허락한다면 오직 원형의 복원만이 기대되는 그런 곳이다 이는 경복궁 앞. 
에 일제의 총독부 건물을 세워 이 나라의 위신과 민족의 자존심을 욕되게 했던 일제
의 의도적 한민족 문화 말살 정책 의도를 우리 정부 스스로가 경희궁에 대해 대행해
서 저지르고 있는 것이나 진배없다 중략 지금까지 사적에다가 주차장이나 체육시. ( ) , 
설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일 뿐 아니라 정궁에 걸 맞는 부속 건물의 복원을 진실, 
로 하겠다면 구태여 여기에 박물관과 미술관을 고집해 짓겠다는 의도는 무엇인지 이
해할 수가 없지 않은가 조선일보”( , 1992.6.29.)

163)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이상해 아마 서울시는 한양정도 육백주년이 되는  : “
년 이전에 시립박물관을 세울 구상을 오래 전에 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곧 실행에 1994

옮길 모양이다 중략 특히 숭정전 복원 공사는 발굴을 시작하기도 전에 설계되는 등 . ( ) 
모든 일이 순서에 맞게 합리적으로 되지 않았다 이상해.”( , 1992.4.)

한국문화재보호협회 보호선양부장 고재성 시가 정도 사업과 전시 행정에 치우쳐      : “
사적지에 현대식 건물을 짓는 것은 단견으로 머잖아 현재의 중앙박물관처럼 철거 주, 
장이 제기될 것 중략 예산 부족으로 경희궁의 완전 복원이 어려우면 우리 대에서는 ( ) 
계획만 수립하고 다음 세대에 복원 임무를 맡겨둬야 한다 한겨레.”( , 1992.5.17.)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김성우 경희궁지의 보존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     : “
니고 시립박물관의 건립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 김성우”( , 1992.6.)

시민 큰 역사적 사업임에 비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지 못해 졸속행사가 될 우     : “
려가 있다 중략 뿐만 아니라 정도 백년을 기념하는 큰 행사가 시민들의 의견을 . ( ) 6
반영하고 참여시키는 노력 없이 유물 복원이나 전시 위주의 행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는 점에서 세계 속의 서울 을 구현할 미래 지향적인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
다 동아일보.”( , 1992.6.23.)

시민 서울시 당국자의 고압적이고 자신만만한 고집이 엿보이는 결정이다 조선일     : “ .”(
보, 1992.6.29.)

시민 백 채에 가까운 옛 전각들을 모두 되살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는 하다     : “1 . 
그렇지만 복원이란 이상을 포기하고 일찌감치 시립미술관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은 너
무 비전이 없다 정도 백년 사업이라는 거창한 구호가 민족혼을 잃게 할까 걱정이. 6
다 조선일보.”( , 1994.4.11.)

164)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김성우 시립박물관은 숭정전을 왜소화 시킬 것이며  : “
둘은 어울리기 어렵다 김성우.”( , 1992.6.)

165) 시민 박물관은 건물만 지어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중략 서울시가 과연 그 : “ . ( ) 
간 서울의 도시발전에 관련한 사료를 얼마나 수집해 놓았는지 의심스러우며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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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김동욱은 경희궁지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는 좋으
나 매장문화재를 통한 복원 시에는 첫째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 되며 명, ‘ , 
백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둘째 복원에 앞서 철저한 원형 조사와 전면적. , 
인 매장 유물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셋째 이러한 원형 확인과 전면적인 . , 
매장 유물의 확인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유적은 가능한 한 손을 대지 않고 
보존시켜야 한다 는 원칙을 내세워 경희궁지는 현 상태로 동결시켜 최대.’
한 현상의 파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 1992.6.) 

이러한 논의들 속에서 서울시는 년 월 시립박물관 건립을 전면 재 1992 5 , 
검토하겠다고 하기도 했으나 곧 다시 당초 계획대로 하되 대신 전문가와 , 
시민 여론을 일부 받아들여 박물관의 규모를 줄이거나 위치를 조정하여 
경희궁이 박물관에 눌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정도 년 . 600
기념에 맞춰서 년 월 시립박물관을 개관해야 하는데 다른 적절한 1994 10 , 
부지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로 작용하였다 경향신문.( , 1992.6.24.)

바 단계 복원 사업. 2

이상과 같이 단계 복원 사업을 통해 흥화문이 이축된 후 단계 복원  1 , 2
사업은 년부터 년에 걸쳐 서울 정도 년 기념사업 과 관련1994 1996 < 600 >
하여 이루어졌다 서울특별시 서울 년기념사업단 태령전.( 600 , 1994) 166), 
금천교167) 용비천, 168) 등을 복원하였으며 서울기록원 북쪽으로 경복궁 ( ) 
과 사직단 남쪽으로 덕수궁 서쪽으로 서대문 독립공원을 연계하여 역사, , 
탐방로를 계획하였다 서울특별시.( , 1996)

그것을 관리할 유능한 인력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기르고 유지할 수 있을지도 걱정된
다 새 중앙박물관이 완공될 때까지는 이곳이 임시 중앙 박물관 역할을 할 모양이니 .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지만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보자는 식의 관료적 업적주의-
전시주의 행태가 심히 걱정스럽다 조선일보.”( , 1991.1.22.)

시민 이런 구상이 정말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조사와 구체적인      : “
사업 추진 방안의 수립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문화의 거리 자원은 고궁 터와 거. 
기에 조성될 시립박물관 그리고 예술 공연장의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중략, . ( ) 
이들 자산을 활용해 이 지역을 문화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관련사업과 축제 행사 
등의 기획운영도 원만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 우선 고궁의 원형이 . 
되도록 충실하게 복원되어야 하고 후략 조선일보( )” ( , 1993.4.29.)

166) 역대 국왕의 어진을 모시던 전각 .
167) 어도상의 다리로서 궁궐의 권위를 상징 .
168) 궁궐에서 사용되던 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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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5 경희궁지를 포함한 역사탐방로 조성 계획  

출처 서울특별시( : (1996))

사 흥화문의 원위치 확인과 재 이축 계획. 

년 종로구의 경희궁 종합정비계획 은 단계로 단기계획 2018 < > 3 , 
중기계획 장기계획 으로 구성되어 (2019~2023), (2024~2028), (2029~)

있다 단기계획의 내용으로 흥화문 이전 부지에 대한 시 발굴 조사를 실시. ·
하여 건물의 원위치를 확인하고 이축 복원의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장기계획 중에는 흥화문 . 
이축 복원과 그에 따른 경희궁 진입부에 대한 정비 서울역사박물관 구 , (
서울시립박물관 을 철거하고 행각을 복원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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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6 경희궁 종합정비계획 중 단기계획 배치도  

출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

선택적 전통과 재해석 남산골 한옥마을(2) : 

남산골 한옥마을 조성 사업 은 건축문화재를 원위치로 복귀시킨 사례 < >
는 아니지만 남산골 제 모습 찾기 의 일환으로서 장소성을 회복하고자 < >
하는 의도 아래 시작되었다. 

가 배경. 

년 군사 보호지역 재조정 정책에 따라 군부대의 시 외곽 이전이 추 1987
진되기 시작했고 서울시 중구 필동 남산 일대 에 위치해 있던 수도방위사( )
령부는 년 남태령으로 이전할 것이 결정되었다1989 .169) 그곳은 조선시대  
군사훈련기관인 남별영( )南別營 170) 일제강점기 조선주차군사부 해방 이, , 

169) 경복궁 안에 위치하던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 역시 년 시 외곽으로 이전  30 1989
할 것이 결정되었다.

170) 금위영의 분영 서울특별시 ( ).( , 1995)分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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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조선경비대 헌병사령부 이후 수도방위사령부로 개칭 가 설치되었던 ( )
곳이었다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해당 부지를 매입하였고 서울 .( , 1995) <
정도 년 기념사업 과 연계하여 활용하도록 계획하였다600 > .

나 서울 정도 년 기념사업 중 남산골 제 모습 찾기. < 600 > < >

서울 정도 년 기념사업 < 600 >171)은 년 구성된 정도 년 기념1992 600「
사업 시민위원회 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되었다 사업의 분야는 총 가. 4」
지로 서울 뿌리 찾기 서울 모습 다듬기 문화 진흥과 시민 화< >, < >, <
합 국제화 미래화 였다 이 중 남산골 한옥마을 조성 사업 은 서>, < · > . < > <
울 모습 다듬기 의 세부 사업인 남산 제 모습 가꾸기> < >172) 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서울 년사업추진본부.( 600 , 1994)

남산 제 모습 가꾸기 는 남산 아파트 철거 와 남산골 제 모습 찾 < > < > <
기 라는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남산골 제 모습 찾기 의 세부 > . < >
사업 내용으로는 과거 남산을 잠식 했다고 여겨졌던 수도방위사령부와 ‘ ’ 
중앙정보부 건물 외인아파트를 전면 철거하고 한옥의 이축을 통한 전통 , 
마을 재현 계획 토종 식생에 따른 전통 정원 계획이 포함되었다 또한 시, . 
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입로를 새로 구축하고 확장하였으며 전통
문화 체험 관람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남산제모습찾기 인 시민위원, .( 100
회 이들은 모두 시민위원회를 통해 상향식으로 제안되고 실현된 , 1991) 
것으로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남산의 원형을 반영한 것이었다.

171) 년부터 기획된 서울 정도 년 기념사업 은 년에 걸쳐 총  1986 < 600 > 1993~1994
개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년 조성된 서울시 년 문화사업 추진위원회228 . 1991 600「 」

는 년 서울시 년 문화사업추진위원회 를 거쳐 서울특별시 년문화사업1993 600 < 600「 」
추진위원회설치조례 에 의해 년 서울시 년 기념사업단 으> 1994 600 (1994~1995)「 」
로 발전했다.

172) 남산 제 모습 가꾸기 는 서울 모습 다듬기 계획의 하나로서 이밖에도 한강  < > < > <
공원 가꾸기 문화재 복원 정비 운현궁 경희궁 북한산성 역사문화탐방로 조>, < ( , , )>, <
성 서울 상징 거리 조성 등이 있다 서울특별시 서울 년기념사업단>, < > .( 600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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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7 기존의 남산 현황도와 사업 계획 예정지  

출처 남산제모습찾기 인 시민위원회( : 100 (1991))

다 장소 회복을 위한 전통의 선택. 

제 모습이라는 단어에서 드러나듯이 이 사업은 해당 장소가 가진 역사 ‘ ’
성을 존중하여 진행되었는데 전통 마을 재현이 제안된 이유는 남산골 선, ‘
비촌이라는 단어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남산골은 남산의 기슭에 자리’ . ‘ ’
했다는 사실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서울시 중구 회현동 가 남산동 2~3 , 

가 일원에 걸쳐있던 마을을 일컫는다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1~3 .( , 
이 지역은 조선시대 남촌으로 불렸는데 북촌에 대비되어 붙여진 2009) ‘ ’ ‘ ’

이름으로서 당시 두 곳 다 양반이 모여 사는 반촌 이었지만 북촌은 ( ) , 班村
집권 양반들의 집단 주거지였던 것에 반해 남촌은 몰락한 양반이나 가난
한 선비들이 모여 사는 거주지였다 유창 그러나 실제로 남산골 .( , 2014) 
한옥마을로 이축된 한옥은 가난한 선비 의 가옥이 전혀 아니었는데 아래‘ ’ , 
에서 표로 정리한 바와 같이 양반가의 재실 서울의 대가 중 하나 구‘ ’, ‘ 8 ’, ‘
한말 최상류층 대표적 저택 강경상인의 집 등이 포함되어있었다 그럼’, ‘ ’ . 
에도 불구하고 이들 한옥이 이축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는 전통 마을 재현
에 있어서 고증보다는 관광지로서의 공간 시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 조성, 
과 같은 활용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전통문화동네 조성 기본 계획 . 「
수립 연구 서울특별시 문화과 에 의하면 현장 발굴 조사 후 남( , 1992) ‘」
산골 옛 건물의 복원 가능성의 검토도 고려되긴 했으나 죽은 역사의 물’ ‘
리적 회복 보다는 새로운 기능의 성격적 회복 궁극적 목표는 시민의 감’, ‘
성적 애정과 일상적 이용의 증대 하나로 통일된 이미지의 박물관 거리’, ‘
로서 다양한 전시 교육 액티비티를 수용 근린공원 개념에서의 전통기법, ’, ‘
에 의한 정원과 그에 조화되는 건조물 등이 전통문화동네 조성의 방향으’ 



- 205 -

로 설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선비촌으로의 복원이나 회복보다. ‘ ’
는 남산골이라는 단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전통으로 재해석하고 활‘ ’
용했던 것이다.

남산골 조성 사업 의 기본 방향은 남산골 전통의 정서적 회복 시민 < > ‘ ’, ‘
공원과 문화 공간 조성 전통 정원의 재현 원지형의 복원 능선 및 계’, ‘ ’, ‘ (
곡 남산 전체 식생의 연장 복원 내부로 확산하는 녹색 경관과 외부로 )’, ‘ ’, ‘
넓게 트인 경관 보존 강북 시민의 남산 접근로 확보 전통 정신을 계승’, ‘ ’, ‘
한 건축 으로 설정되었다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이 기본 방’ .( 14 )( , 1995) 
향에 따라 년 남산골 조성 사업 의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졌1993 < >
고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설계와 공사는 년에서 년까지 진행되1995 1998
었다 한옥마을로 이축할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서울시는 년과 . 1976 1990
년 차례에 걸쳐 서울시 내 중요 민속자료 조사를 실시했다 김영수2 .( , 

당시 서울시 지방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이축될 한옥을 선정할 때 2007) 
방치 상태에 놓여있거나 도시계획에 장애가 되는 한옥을 우선 선정 대상
으로 하였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훼손 위기에 놓인 건축물을 구제.( , 2015) 
함으로써 보존의 목적도 추구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산골 한옥마. 
을로 이축이 결정된 건의 건축문화재는 원 소유자들의 문화재 지정 해제 4
요구가 있었고 노후화 및 증축 등의 이유로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태였
다 조교환 년의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삼각동 도편수 이승.( , 2010) 1990
업 가옥의 당시 소유주는 조흥은행으로서 은행 직원의 가족이 거주하고 , 
있으며 잘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원위치였던 중구 삼각동은 도시계
획에 의하여 재개발이 이루어질 예정173)에 있어 소유주 측에서는 이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서울특별시 그러나 년 서울시 문.( , 1990) 1990
화재위원회 심의에서 현상보존 할 것이 결정되어 한옥마을 조성 전까지 
원위치를 지키게 되었다 부록 참조 서울기록원 관훈동 민씨가옥은 .( 14 )( ) 

년 당시 경인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많은 부분이 훼손 철거1990 , 
된 상태였다 소유주는 문화재 해제 혹은 이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 
으나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서는 타당성이 없으며 현 보존 상태도 양호하
므로 이축을 승인하지 않은 전적이 있었다 부록 참조 서울기록원.( 14 )( ) 
이에 경인미술관 측에서는 건물을 서울시에 기증하고 민씨가옥을 재현한 
한옥을 신축하여 미술관으로 사용해오고 있다 삼청동 오위장 김춘영 가. 
옥은 년 이축 승인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 있으나 실행되지는 않았다1990 . 
당시 소유주는 문화재 해제를 요구하며 관리 보수를 소홀히 하고 있는 상, 

173) 서울시는 년 삼각동 지역 평 조흥은행 본점 주변 장교동 평을  1973 2,500 ( ), 2,800
포함 여개 지역을 재개발지구로 지정하였다 매일경제, 20 .( , 197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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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부분 보수가 아닌 전면적인 해체 복원이 요구되던 상황이었다 서울.(
특별시 이러한 점에 의해 남산골 한옥마을로의 이축 대상으로 지, 1990) 
정된 것으로 보인다 부록 참조 서울기록원.( 14 )( )

그 결과 이축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한옥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 중 옥인 
동 윤씨 가옥은 노후화와 훼손으로 인해 원형을 모방 재현하여 신축 하였, 
다 평면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형태 삼각동 도편수 . (
이승업 가옥 관훈동 민씨 가옥 윤씨 가옥 삼청동 오위장 김춘영 가옥, , , )
를 위주로 이축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양반 중인 상인의 거주지를 아울러 , , 
다양한 신분 계층의 주거지를 전시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름 특징 활용 제안

제기동

윤택영 재실

제기동 정규엽 가( )

! 재실( )齋室

! 우리나라 현존하는 건물 가운

데 가장 특이한 평면으로서 원

자형의 모양을 가진 집( )元

! 재실에 맞게 제례 행사를 연출

삼각동 도편수

이승업 가옥

조흥은행 관리가( )

! 남향한 ㄱ자 집으로 경기도에

서 자주 보는 곱은자집 형태

! 조선후기 성행하던 상거래의 

중심인이었던 강경상인의 생

활모습 연출

! 상인의 집에 어울리게 전통생

활용품을 판매하는 공간으로 

이용

관훈동

민씨 가옥

관훈동 이진승 가( )

! 서울의 대가 중 하나8

! 개성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 

널리 분포된 평면 형태로 서울

에서는 보기 힘든 것

! 안채와 사랑채가 담에 의해 완

전히 분리되어 남녀유별의 유

교사상을 잘 보여줌

! 사랑채와 안채의 생활상을 연

출

삼청동 오위장

김춘영 가옥

삼청동 김홍기 가( )

! 서민 주택의 대표적 양식

! ㄹ자형 평면

! 조선후기 중인층 중 무인 즉 

장교를 중심으로 한 생활상을 

연출

! 운영 참여자의 숙소 및 휴게실

로 이용할 계획

옥인동

윤씨 가옥

옥인동 서용택 가( )

! 구한말 최상류층의 대표적 저

택

! ㅁ자형 배치

! 왕가의 특권층의 생활상을 재

현하여 조선후기 계층 의식을 

표현

표 12 남산골 한옥마을 내 이축 한옥별 특징과 활용 제안 서울기록원 자료를  (

참고로 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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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축의 이행과 개관. 

년 착공하여 년 준공되는 동안 차례의 자문회의 회의 설계  1995 1998 7 , 4
변경이 이루어졌다 가옥 구조 및 부재가 부분적으로 변경되었으며 전기. , 
조명 화장실 등의 현대적 시설이 설치되었다 서울특별시 문화재과, .( , 

그러나 원래 남쪽 경사면 또는 평지에 위치하고 있던 이축 대상 한1998) 
옥들은 이축 시 이축지인 남산골은 북쪽 경사면에 맞춰 원래의 향 과( )向
는 다르게 배치되었고 골목길과 같은 주변 환경이 완전히 무시되는 등 원
형의 특징을 살리지 못하였다 조교환 이진민.( , 2010)( , 2006) 

남산골 한옥마을은 년 개관 이래 매월 전통 문화를 주제로 한 공연 1998 , 
강좌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년 한 해 동안 총 , , 2020

명이 방문하였으며 경기도 내 관광객이 많이 찾은 관광지 위를 793,341 1
차지하기도 하였다 경기도청.( )

종합(3) 

남산골 한옥마을은 전통 생활양식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동시에 휴식 관 , 
광 시설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용인 한국민속촌과 공통점이 있다. 1974
년 개관한 용인 한국민속촌은 해외 관광객 유치와 국민 교육을 목적으로 
당시 급격히 변해가던 전통 생활양식을 조사하고 보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경주나 부여와 같은 유적지를 관람하고 여가를 즐기는 근대적 관광. 
의 개념은 일제강점기 때 국내에 처음 도입되었지만 국사편찬위원회( , 

전통 주택을 이축하여 전시함으로써 종합적인 야외건축박물관을 2008) 
조성하는 것은 용인 한국민속촌이 최초였던 것이다 김지홍 전봉희.( , , 

한국민속촌은 양반 가옥 채와 민가 동 외 사찰과 전시관 등으2010) 1 115
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양반 가옥 채는 수원 남창동 소재의 실제 사대부1
가 거주하던 가옥을 해체 이축한 것이었다.174) 즉 건축유산을 동산 ( )動産

174) 그러나 어떤 절차를 거쳐 이 집을 채택하고 매입 이축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기록 , 
은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개관 후 한국민속촌의 고증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어 . 

년 문화재관리국에는 민속촌고증위원회가 조직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기도 하197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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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취급하여 수집하고 배치 전시하여 마케팅하는 과정에서 이축 행위, 
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남산골 한옥마을과 용인 한
국민속촌은 공통점을 가지며 특히 서울의 다른 이축 사례들과도 구분된
다 그러나 용인 한국민속촌은 민속촌이라는 프로그램을 먼저 계획한 후. 
에 적당한 부지를 선정했던 반면 남산골 한옥마을은 남산이라는 부지가 , 
먼저 정해진 이후 그곳의 전통적 장소성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 

그림 148 용인 한국민속촌 내 양반집 의 이축 전후 구 수원시 남창동  ‘ ’ . 

양성관씨 가옥 출처 한겨레( : )

 

이와 같은 야외박물관의 설립은 건축문화재를 부동산이 아닌 동산으로서  
취급하는 것으로 일제강점기 때 가치 있는 전각들을 해체 매각 이축했, , , 
던 것과 공통점이 있다 장 건축문화재를 객체로서 오브제화 하는 것.(2.2 ) ‘ ’
이다 이는 세기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역사적 건축물의 취급 방식 중 . 19
하나인 파사디즘 에 빗대어볼 수 있다 프랑스에서 세기에 ‘ (facadism)’ . 19
문화유산의 개념은 박물관의 설립과 관련이 있었고 박물관들은 소장품을  
채우기 위한 경쟁이 일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때 들어온 소장품들은 주. ﾠ
로 파사디즘에 따라 역사적 건축물의 얼굴에 해당되는 입면 파사드‘ ’ ( , 

만을 분리해 낸 파괴된 구조물들의 잔해였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facade) , . 
것들을 박물관으로 옮기는 것이 일상적이지만 세기 프랑스에서는 그렇19
지 않았다 가치 있는 구조물의 잔해는 새 건물의 재료로 매각 이용되기. , 
도 하여 후대의 건물에서는 재사용된 재료에 대한 비문을 발견할 수 있, 
다 이러한 부재 의 매각은 고대 유물이 보존되지 않은 파리 근교의 .  ( )部材
코네타블가 개발 프랑스 남부 페르피냥(Rue du Connétable) , (de 

지방의 도로 확장에서 활발히 벌어졌다 현대화의 큰 문제 중 Perpignan) . 
하나는 도로를 내거나 확폭할 때 오래된 주택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였다 김지홍 전봉희.( ,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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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었다 학자들은 역사적 건축물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 비난했고 . 
년까지 파사디즘이 많이 행해졌다 행정부는 위원회에 부탁하여 파1882 ‘ ' . 

사드 보존에 대해 알려주고 권장하기도 하였다 오늘날에도 보존 명령이 . 
떨어진 건축물들에는 파사드 보존이 많이 사용된다.(Michael Greenhalgh, 

이와 같은 파사디즘은 시각적 오브제화 라는 점에서 건축문화재2015) ‘ ' ‘ ’
의 이축과 공통점을 가진다. 

그림 149 년 건립된 영국 런던 국립지방은행의  1865

파사드 보존(facadism). National Provincial Bank, 

Threadneedle Street, City of London, EC2. 

출처( : https://www.bbc.com/news/)

장에서 보았듯이 과거 서울의 이축 사례들은 대체로 시공 시 원형 과  3.9 ‘ ’
원재료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지시가 내려졌으며 재료 교체가 불가피‘ ’
한 경우라면 고색 처리를 하여 기존의 외형을 가능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였다 즉 시각적 요소를 건축문화재의 주요 보존 측면 중 하나로 인정한 .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전통 목조 건축의 경우 외형 시각적 요소 과 구조체. ( )
가 분리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는데 따라서 시각적 오브제화 가 구조적 ‘ ’ ‘
오브제화와 일체화 되어 함께 일어나게 하였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한국 ’ . 
전통 건축물의 보존을 위한 행위로는 단순한 파사디즘이 아니라 더욱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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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적인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이축 이 흔히 선택되어 온 것이라 볼 수 있‘ ’
다.

서울 내에서 진행되었던 건축문화재 이축 사례는 대부분 시각적 구조적  , 
차원의 오브제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축 후 관람의 대상으로만 . 
활용되거나 당시의 도시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용도로 바뀌어버린 경우인 

경희궁 복원 사업 과 남산골 한옥마을 조성 사업 은 역사문화장소 < > < >
조성이라는 특성에 따라 처음부터 관람을 위한 시설 즉 야외박물관의 컬, 
렉션으로 취급할 것이 계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축을 통한 이러한 사업. 
은 기본적으로 보여주기 를 전제로 하고 있어 건축문화재를 오브제화하여 ‘ ’
관람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활용한다.175) 

175) 그러나 이축 후 주변과의 관계를 되찾거나 도시맥락 속 새로운 관계를 맺음으로써  
오브제화를 극복한 사례도 있다 주변의 다른 유산과 연계되어 서대문 독립공원으로 . 
새로 태어난 독립문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장에서 설명하였다.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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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지 결정의 방식4.3. 

장에서 나열한 건의 건축문화재 이축 사례는 이축지의 결정 과정에  3 20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 사유일 경우 소유자의 의견에 . 
따라 이축지가 결정된 경우가 많았으며 국유인 경우에도 서울시 도시계획
국 및 관련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개발될 부지
를 비켜난 가장 가까운 위치로 이축한 경우가 다수였다 이 장에서 살펴볼 . 
경복궁 광화문 과 구 벨기에 영사관은 이축지의 결정 배경에 대해 (1967)
가장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어 당시 건축문화재에 대한 인식 보존에 대, 
한 관점 등을 엿볼 수 있는 단편적인 사례로서 의미를 가진다.

기념비 만들기 경복궁 광화문(1) : (1967)

가 배경. 

덕수궁 대한문 이축 사례 장 에서도 설명했듯이 년대 궁궐 (4.1.(1) ) 1960
에 대한 인식은 일제강점기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도심 속 시민공
원으로서 취급되고 있었다 특히 조선총독부 건물은 중앙청으로 전용되었. 
고 청와대와 인접해 있던 경복궁은 각종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었
다 년 중앙청 복구와 군사혁명 주년을 기념하는 산업박람회가 대. 1962 1
표적이며 이밖에 국가적 행사와는 거리가 먼 각종 대회 공연 전시 등도 , , 
다수 개최되었다 그러던 중 년 문화재관리국에서는 당시 경복궁 창. 1965 , 
덕궁 창경궁 등에서 보관하고 있던 유물을 한 곳에 진열하기 위한 종합박, 
물관 건립을 추진했고 후보지로 종묘와 경복궁이 거론되었다 년 . 1966 2
월 문화재관리국은 밖으로는 국위선양과 안으로는 민족정기 양양 관광 ‘ ’, ‘
유치 강화’176) 등을 내세우며 경복궁 내를 건립 부지로 확정지었다 . 

176) 청와대 정무비서관실 대통령 보고서 민족문화젠터 건립과 종합박물관 1966.2.1. (‘ ’, 
보고번호 제 호 강임산 에서 재인용66 58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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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0 년 경복궁 항공사진 점선 속 육축만 남은 광화문 실선이  1958 . . 

광화문의 원위치 출처 국가기록원( : , CET0066446)

나 광화문 복원 위치 선정. 

광화문의 복원 계획은 년 월 일 동아일보에서 가장 먼저 발표되 1966 2 17
었다 기사는 서울시는 광화문과 서대문. 177)을 복원할 예정이며 월초에 3
관계부서와 협의할 것이라 전하고 있다 시당국은 광화문과 서대문이 다. ‘
시 세워질 장소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시민과 관광객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으로 옮길 계획이다 라고만 하여 민족문화센터의 정문으로 사.’
용하겠다는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 다음날 조선일보에 역시 같은 내용의 . 
기사가 보도되었다 더불어 이는 연초에 광화문과 서대문을 복원해 민족. ‘
정기의 상징으로 삼도록 연구하라는 국무총리 정일권의 지시에 따른 것’
이라 전했으며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건립 후보지와 복원계획을 짤 것이라 
하였다 이에 대해 문화재위원장 김상기는 우리로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 ‘
다 고 했으며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이헌경은 상부 지시에 따라 연구 중이’ ‘
나 지금의 중앙청 앞에 광화문을 바로 옮겨갈 수는 없고 장차 중앙청을 
헐어버린 뒤에나 옮겨질 수 있을 것 같다 고 말했다 조선일보’ .( , 

즉 서울시는 민족문화센터의 건립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광1966.2.18.) 
화문 복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 기사가 보도되자 시민들은 , 
복원될 광화문을 모형 죽은 고적 등으로 묘사했으며 복고 지향적이고 ‘ ’, ‘ ’ 
시대착오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였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 1966.2.23.)( , 
1966.2.29.)

177) 서대문은 한양도성 중 유일하게 일제에 의해 강제 철거된 문이었다는 점에서 의미 
를 가진다 강임산.(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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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이번에는 문화재관리국에서 광화문 복원을 계획하고  1966 12 28 , 
있음이 신문에 보도되었다 개년 공사로 당시 광화문의 육축이 남아있던 . 4
수도육군병원 앞 위치에 그대로 복원하며 곧 건립될 민족문화센터의 정문
을 겸하게 할 것이라 하였다 조선일보 년 월 일 .( , 1966.12.28.) 1966 12 21
작성된 문화재관리국의 내부 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가지 목적을 위4
해 경복궁 광화문을 복원하기로 한 것이었다 첫 번째 목적은 광화문을 . ‘
현 위치에 복원하여 민족문화센터 건립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종합박물관의 출입문으로 사용한다 둘째 전란의 전화를 복구한.’, , ‘6·25
다 셋째 폐허상태로 두면 도시 미관상 불미스럽다 넷째 문화유산인 .’, , ‘ .’, , ‘
광화문을 복구함으로써 문화재 애호사상을 고취시킨다 는 것이다 국가.’ .(
기록원 문화재관리국은 광화문 복원 설계를 국보건설, BA0120323) 
단178) 대표 강봉진에게 의뢰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광화문을 현  ‘
위치에 복원 하고 모든 양식은 당초의 광화문과 똑같이 한다고 기록되어’ ‘ ’
있다 부록 참조 즉 문화재관리국은 광화문의 원위치를 크게 중요시 .( 5 ) 
여기지 않았고 따라서 이축 계획도 없는 상태였다 단지 종합박물관 정문. 
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양식에 대해서는 당초의 것 즉 . , 
원형을 기준으로 복원하려 하였다 국가기록원 년 .( , BA0120323) 1967 2
월 강봉진은 건축 구조를 목조로 복원 하는지 또는 백년대계의 건지로 봐‘
서 철근콘크리트조로 하는지의 여부 를 문의하였고 문화재관리국에서는 ’
현 위치 에 목조 복원 을 다시 한 번 확정지었다 당시 광화문의 복원 위‘ ’ ‘ ’ . 
치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었는데 년 월 서울대학교 문리대1967 5
학 교수 김원룡은 광화문의 복원을 적극 찬성하며 그 위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종합박물관의 출입문은 건춘문만으로도 충분. 
하며 광화문을 서울의 상징으로서 역사적 의의나 가치 를 살릴 수 있는 ‘ ’ ‘ ’
자리에 두어야 한다 제 한강교가 생기고 나서는 공항에서 시청 앞 중앙, ‘ 2 
청까지 오는 사이에 아무 고유의 전통적 유적을 볼 수 없게 되어있으므로 ’ 
종래의 남대문 대신에 이 새로운 코스에 광화문을 배치 하거나 광화문을 ‘ ’ ‘
서울 중심부와 외면한 현 위치에 두지 말고 중앙청과 세종로네거리 사이
의 어느 위치에 남면하도록 복원 재건 하자는 것이었다 경향신문’ .( , 

앞선 내용에서도 몇 차례 등장하였듯이 김원룡1967.5.15.) 179)은 국립박

178) 국보건설단은 년대 건축가 강봉진이 설립한 개인 설계사무소이다 문화재보 1960 . <
호법 제정 이후 초기 문화재 실측 설계를 전담했으며 여러 문화재와 문화시설 경복> (
궁 광화문 국립종합박물관 창경궁의 동물사와 식물원 대온실 등 을 맡아 설계했다, , ) . 
강봉진은 당시 독보적인 문화재 담당 설계자였는데 그 이유는 건축사 자격과 문화재 
실측자격을 동시에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콘크리트를 년대의 새로운 . 1960
산업재료로서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확실한 세계 공통적 재료로 설명했다 강난형.(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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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 학예관 문화재위원 등을 지내기도 하였는데 그의 이러한 주장은 당, , 
시 전문가조차도 건축문화재의 원위치보다는 상징적 의미를 더 중시하거
나 재배치할 수 있는 기념비 등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강봉진은 문화재관리국의 결정에 따라 년 월 광화문1967 6 <
복원공사 과업지시서 를 작성하였고 광화문을 현 위치에 소실 전 원상> ‘
태로 복원하며 여장 및 담벽 역시 원형 대로 할 것 부재 교체를 최대한 ’ ‘ ’ , 
줄일 것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년 월 신문에는 서울시의 광화문 복원계획이 또 한 번 보 1967 11
도되었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의한 것으로 광화문의 위치. , 
가 중앙청 앞 으로 지정되었고 또한 문루는 철근콘크리트조로 하라는 내‘ ’
용이 추가되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에 따.( , 1967.11.5.)( , 1967.11.6.) 
른 몇 차례의 설계 변경이 일어났는데 국가기록원에 남아있는 이후의 공
사 계획서에서부터는 원형 에 대한 언급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웠다‘ ’ . 
즉 처음에는 원형을 추구하며 광화문 복원이 시작되었지만 위치와 재료 
변경이 결정된 이후로는 원형으로의 복원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서울시와 문화재관리국에서 각각 추진하던 광화문 복. 
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 이후인 년 월 일 문화재관리국에서 1967 11 7
전담하게 되었다 당시 문화재관리국이 광화문 복원 설계를 맡긴 국보건. 
설단 대표 강봉진은 원위치로 이축 복원할 경우 전면도로와 어긋나게 되
어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180) 이밖에도 당시 신문기사 
에서는 광화문을 서울의 한 위엄 있는 상징이라거나 저 눈에 거슬리는 ‘ ’ ‘
식민지 통치적 석조 건물을 누르는 위엄을 되살리는 일도 한다 는 등의 .’
의견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조선일보 철근콘크리트의 사용.( , 1967.11.9.) 
에 대해서는 목재 공급의 어려움과 견고성 등이 원인으로 언급되기도 했
지만 이는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었다.

179) 년 덕수궁 담장을 철책으로 변경하려 할 때 국립박물관 학예관이었던 김원룡 1961
은 도시미관성 좋으나 덕수궁과는 조화롭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년 독립문 이축 . 1977
논의 당시 문화재위원이었던 김원룡은 길 한복판 고가도로 밑에 독립문을 남겨놓게 
된 것은 문화재 애호정신을 나타내고 있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장(4.1.(1) )
180) 전략 광화문을 만일 원래대로 앉히자면 광화문과 중앙청 건물과의 내정이 비뚤 ( ) 

어지고 전면도로에도 어긋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도시미관상 좋지 않을 것이므로 중
앙청 건물에 평행으로 앉히면 원래의 방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드라도 주위환경
과는 평형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결국 광화문은 원 방위와 약간 다르다 할
지라도 중앙청 건물에 평행하게 앉히기로 한 것이다 후략 강봉진 광화문. ( ) ( . (1968). 
의 복원에 대하여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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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광화문 복원 재료 선정. 

년 경복궁 광화문 이축 복원 설계자였던 장기인은 콘크리트로 전통  1967
양식을 구현했던 것과 관련해 물질이 바뀌어도 전통을 계승할 수 있다는 ,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시대적 사, , 
회문화적 조류였다 콘크리트는 당시 국가와 기업에게 환영받는 재료로서 . 
근대화를 상징하는 물질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철근콘크리트 사용 지시. 
는 민족중흥에의 열망 신기술 공법 도입으로부터 조국 근대화를 입증하, 
고자 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원위치를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던 . 
당시의 이축 복원 설계는 새로운 양식의 도입과도 연관되었다고 볼 수 있
다 강난형 년대는 남북한이 체제 경쟁을 바탕으로 서.( , 2016) 1960~1970
로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전통 양식을 현대적. 
으로 계승하는 것이 화두였는데 외형은 전통 건축을 모방하되 현대적 재, 
료 즉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방식이 국가의 주도 아래 유행하기 시작하였
던 것이다 전통 건축물에의 콘크리트 도입에 대한 기록은 년 덕수궁. 1968
의 대한문을 도로 한가운데 남겨두고 담장을 후퇴 이축 했을 때에도 등장
한다 년 월 일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에서는 대한문의 뒤편 궁의 . 1968 3 2
새로운 정문을 건립하는데 있어 콘크리트를 사용하도록 결정하였음이 기
록되어 있다 장 문의 규모는 양식은 우진각 다포집 평방.(4.1.(1) ) 3×1, , 
과 창방까지는 콘크리트로 하고 그 이상은 목조로 계획되었으나 이에 대
한 사진이나 공사 내역이 남아있지 않아 실제로 행해졌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처럼 위치와 재료 등을 의도적으로 교체한 복원 은 당시의 다. ‘ ’
른 건축문화재에도 자주 행해졌다 이에 대한 비판은 년대에 곧바로 . 1980
등장하기 시작했으나 건축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정화 사업의 성격은 계속 
유지되었으며 은정태 당시 이루어졌던 잘못된 보수 복원 사례를 ( , 2005) 
복구시키는 일은 훨씬 후에야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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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2 년대 이축 복원 시 콘크리트로 재현한 경복궁 광화문의 구조체  1960
일부 서울역사박물관 내( )

라 이축 복원 이행. 

이로써 광화문은 경복궁의 정면으로 이축되게 되었지만 정확한 원위치로  
복원되지는 못했다 중앙청 앞 이라는 단어처럼 중앙청의 정문으로 여겼. ‘ ’
지 경복궁의 정문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 결과에 대해 정인국은 광화문을 . 
문화재가 아닌 광화문을 본뜬 콘크리트 모뉴먼트라고 설명하기도 하였‘ ’
다 공사는 년 월 착공 월 완공 되었다. 1968 3 , 12 .

마 이축 이후 정문으로서의 기능 회복. : 

광화문과 그 앞길인 세종로가 가지는 정치적 중심지로서의 성격은 조선 
시대 육조거리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일제강점기에 광화문통 이라고 불렸. ‘ ’
던 점을 고려해 보면 광화문은 당시에도 이미 이 길과 장소를 상징하는 
건축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년 일제에 의한 광화문 이축은 그 상징. 1927
성을 잃어버리게 했지만 세종로의 국가중심도로 국가상징거리라는 장소, 
적 의미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강난형 은 년대 광화문 앞길. (2016) 1960
세종로 의 변화는 광화문의 이축 복원 이 아닌 중앙청의 복( ) (1966~1968)

구 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복구 이후 이 길은 (1961~1962) . 
국가상징도로 중앙청로 로 명명되었으며 복구된 중앙청은 세종로 확폭‘ ’, ‘ ’
의 중심축이자 광화문의 방위와 위치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
다.181) 즉 광화문이 그 곳에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 년 에는  (1926~1968 )
그 기념비적 성격을 중앙청이 잠시 대신하였으며 년 광화문의 이축1967

181) 그러나 옛 세종로 육조거리 는 조선시대 때 원래부터 광화문의 향과 정확히 일치 ( )
하지 않았고 약간 틀어져 있었다 따라서 현재의 세종로 축이 중앙청 때문에 틀어졌다. 
고만은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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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확한 원위치가 아니었음에도 다시 그 상징적 기념비적 역할을 되찾, 
게 하였다 년대 이후에는 역시 바로 세우기 사업으로 인한 년 . 1990 ‘ ’ 1993
중앙청 철거와 년 광화문 원위치 회복을 위한 경복궁 복원정비 기1994 <
본계획 년 경복궁 광화문 권역 문화재 환경정비 도시계획 기술>, 2002 < ( ) 
용역 년 경복궁 광화문 및 기타권역 복원정비 계획보고서>, 2002 < >, 

년 광화문 원위치 복원 계획 등이 잇따라 수립되었다 또한 광화2005 < > . 
문의 원위치 회복뿐만 아니라 년 서울 상징거리 조성 계획1994 < >, 1995
년 국가중심가로 조성계획 년 세종광장 조성 계획 등이 세워< >, 2006 < > 
져 광화문 앞길을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재정비하는 계획도 추진되었다. 

이와 같은 역사적 건축물 주변의 장소성은 과거로부터 불리어져 온 여러  
가지 명칭에서 드러난다 국가중심거리처럼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특성. ‘ ’
도 있지만 광화문광장처럼 현대에 들어 새로 생긴 것도 있다 광장이라‘ ’ . 
는 개념은 전통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공간으로 광화문 앞길에 군중, 
들이 모여든 사례에 대한 기록은 년 신문기사에서 찾을 수 있다1947 .182) 
광화문 앞 광장 조성 계획은 년 서울시의 시민광장조성기본계획연2003 ‘
구 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이는 또한 년에 문화재청이 경복궁 광화문’ , 2002 ‘
권역 문화재환경정비 기술용역 을 발표하면서 수립한 경복궁복원 정비’ <
기본계획 단계와 맞물려 있다 문화재청은 중기계획으로 육조거리 완> 5 . ‘
전 복원과 경복궁 전면부 공원화 광화문 앞 일부 차 없는 거리 조성을 ’, ‘
통한 조망 및 주변 환경개선 최장기안으로 광화문 앞 세종로 전체를 차 ’, ‘
없는 거리 조성 을 제출하였다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광화문 주변에 ’ . ‘
광장을 마련하고 세종로에서 광화문에 이르는 지역에 상징가로를 조성 하’
는 것을 정책과제로 제안하였던 것이다 정윤수.( , 2012) 

접근성 대중성 그리고 가치 극대화 구 벨기에 영사관(2) , , : 

가 배경. 

회현동에 위치하던 구 벨기에 영사관은 년 착공 년 완공되었 1903 , 1905
다 그러나 영사관으로 사용된 것은 년 까지였으며. 1918 183) 이후에는 일 

182) 마라손 재패의 삼선수 빛나는 개선 감격과 환호 경향신문 신유 ( , 1947.6.24.)(「 」
림 외 에서 재인용2(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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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코하마 생명보험회사의 사옥으로 쓰이다가 일본 해군성 문관부 관저
로 사용되었고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 군 헌병대로 사용되었다 한국상업, . 
은행184)은 본점을 신축할 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년 이 건물을 불하1968
받았고 임시적으로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 구 벨기에 영사관이 위치해. 
있던 회현동 부지는 년 회현지구 재개발 구역 지정1981 185)을 앞두고 

년 고층 건물로의 신축을 위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려고 했으나 1979
년 월 사적 제 호로 정식 지정되어 철거가 어렵게 되었다 그러1977 11 254 . 

자 한국상업은행은 해당 지역이 금융중심가로서 은행의 입지적 당위성과 
남산 호 터널 입구 부근으로서 빌딩을 신축하는 것이 수도의 미관상에도 3
좋을 것이며 더불어 구 벨기에 영사관의 보존을 위해서도 원위치보다는 
다른 장소가 좋을 것이라며 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제 안은 본 건조물만3 . 1 ‘
을 정부에 기증하되 정부 지정 장소에 이전하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
방법 제 안은 정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폐행 비용 부담으로 이전하여 , 2 ‘
폐행 소유로 하는 방법 제 안은 폐행 소유의 타 공지에 이전하여 소유’ , 3 ‘
권을 폐행의 것으로 하는 방법이었다 문화재관리국에서는 논의 결과 제’ . 3
안을 선택하였다 년 문화재전문위원 신영훈. 1979 186)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구 벨기에 영사관의 건축 양식이 우리나라 양옥에 준 영향이 크며 ‘
새로운 조류의 선발그룹에 속하는 작품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
다 고 보았다 그러나 그 위치에 대해서는 역사적 의의나 별다른 특성은 .’ . ‘
없으며 따라서 양식을 손상시키지 않고 완전한 형태로 옮길 수 있다는 보
장만 있다면 이전 그 자체에는 주저할 이유가 없으리라 고 판단하여 이축’
이 승인된 것으로 보인다.

나 이축지 결정. 

구 벨기에 영사관의 원위치였던 회현동 일대의 재개발 구역 지정으로 인 
한 이축이 승인되자 소유주였던 한국상업은행에서는 아래와 같이 개의 12

183) 이후 벨기에 영사관은 서울시 중구 충무로 가 번지로 옮겨졌다 1 18 .
184) 현 우리은행 .
185)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청진동 신신백화점 일대 등 개 도심지재개발 지구의 재 4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하반기에 소공동 일대 등 개 지구의 사업을 시행키로 97 6 31
일 확정했다 지역별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략 회현지구 회현동 일대 구 . . ( ) = 78 
벨기에 영사관 자리 천여 평에 상업은행이 지하 층 지상 층의 업무용 건물을 신3 4 , 15
축 동아일보.( , 1981.3.31.)

186) 신영훈 건축가 목수 년부터 중요 국가 지정 국보와 보물을 고 (1935~2020): , . 1959
치는 일을 맡아 해왔으며 숭례문과 경주 토함산 석불사 순천 송광사 대웅보전 등의 , 
중수ㆍ보수 공사 감독관을 지냈고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 진천 보탑사 삼층목탑 공사, , 
에서는 총감독을 맡았다 년 문화재전문위원을 년에는 한옥문. 1962~1999 , 1999~2009
화원장을 역임했다 한국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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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 후보지를 제시하였다.

187) 한국상업은행 문화공보부 문화재 지정에 관련된 이전 장소에 대한  1977.6.13. <→
현황자료 제출 국가기록원> ( , BA0123381)

188) 한국상업은행 문화공보부 문화재 구 벨기에 영사관 이전 후보지 선 1978.11. < ( ) →
정 국가기록원> ( , BA0123381)

189) 한국상업은행 문화공보부 문화재 구 벨기에 영사관 이전 후보지   1978.12.26. < ( ) →
추가 선정 국가기록원> ( , BA0123381)

날짜 소재지 지목 면적

1977.6.13.187)
서대문구 홍제동 337-1 대지 평1,109

강남구 서초동 산150-54 대지 평1,475

1978.11.188)

강남구 서초동 178 임야 평2,866

강남구 서초동 695, 697 임야 평3,470

관악구 사당동 67-1 임야 평4,900

서대문구 홍제동 337-1 대지 평800

서대문구청 후면 임야 평1,000

중구 필동 남산( ) 임야 평460

강남구 청담동 임야 평4,000

1978.12.26.189)
관악구 사당동 541-1, 2, 6, 7, 8 임야 평2,001

서대문구 성산동 4-8 임야 평1,460

표 13 한국상업은행에서 제시한 구 벨기에 영사관 이전 후보지 

국가기록원( , BA012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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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3 이축 후보지 : 

강남구 서초동 178

출처 국가기록원( : , 

이하 동일BA0123381 )

 
그림 154 이축 후보지 : 

강남구 서초동 695, 697

그림 155 이축 후보지 : 

관악구 사당동 67-1

 
그림 156 이축 후보지 : 

서대문구 홍제동 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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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7 이축 후보지 : 

서대문구청 후면

그림 158 이축 후보지 : 

중구 필동 남산( )

       
그림 159 이축 후보지 : 

강남구 청담동

 

문화재관리국에서는 문화재 전문위원 신영훈에게 구 벨기에 영사관의 현 
황과 이축 후보지 등에 대한 보고서를 의뢰했다 그는 이축 시 일어날 수 . 
있는 변형에 대한 충분한 조치와 그 후의 유지 관리 교체할 자재의 준비 , 
등이 필요하며 당시 내부가 많이 변형된 상태이므로 외부 양식의 보존을 
더 중요시 여겼다 또한 이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학술적 모델로 삼을 것. 
을 제안하였다 이축 후보지에 대해서는 곳 관악구 사당동 외 강남. 2 ( 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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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서초동 이 최종 후보지로 선택되었는데 이 중 사당동 부지가 교178) ‘
통의 요지로서 중인이 바라다보고 접근하기 쉽고 대중성이 강하며 건축물
의 가치를 높이는 데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국가기록원’ .( ,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이 보고서에 따라 이축지를 관악구 사BA0123381) 
당동 번지541-1, 2, 6, 7, 8 190)로 결정하였다.

다 이축 승인 조건과 이행. 

공사를 앞두고 당시 한국상업은행 신축본부장이었던 최재갑은 약간의  ‘
내부 구조를 변경하여 은행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 

년 월 일 문화재 이전 복원 공사에 따른 이전 설계도 검토 회1979 10 23 <
의 를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수근 공간사 대표 문화재위원 최희순 국> . ( , ), (
립박물관장 문화재위원 최영희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문화재위원 김, ), ( , ), 
정기 문화재연구소장 장기인 삼성건축설계사무소 대표 였다 이들은 약 ( ), ( ) . 
억 원의 경비를 들여 문화재를 남겨두고자 하는 상업은행 측의 태도에 10

매우 긍정적이었으나 김정기는 형태를 변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
을 표했다 김수근은 지하실과 층은 원형대로 유지하되 층은 은행에서 . 1 , 2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튼다고 해도 문화재 가치 보존에 
손색이 없다는 의견을 보였고 최영희 최희순이 동의하였다 또한 최재갑, . 
은 층 바닥에 신 재료인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를 도입하고 위에는 목재를 2
깔아 원형을 살리고 건물 내 습기 및 온도 조절을 위해 보일러를 설치하
고자 의견을 물었고 모든 위원들이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설계가 진행되. 
었고 보일러 도입을 위해 지하 층이 새로 마련되었다 국가기록원2 .( , 
BA0123381)

한편 구 벨기에 영사관의 이축 허가서에는 고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 ‘
형을 찾아 설계하도록 하며 내부 시설의 활용은 본 건물을 사적으로 지정 ’ ‘
보호하는 역사적 의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 하도록 요구하고 있’
다 서승현 의 연구에 의하면 구 벨기에 영사관의 이축 직전 모습은 . (2008)
건립 당시의 모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군데가 증축된 상태였는데 배3
면의 층과 중층 부위에 화장실로 쓰이고 있는 부분 배면 우측의 지하층1 , 
과 연결된 부분 우측면의 출입구 좌측 외부 벽돌로 된 창고가 이에 해당, 
한다 이축 시에는 이 부분을 제거하고 증축 이전의 모습을 기준으로 복원. 
하였으므로 이축 허가서에서의 원형 이란 건립 당시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 ’
볼 수 있다.

190) 현 관악구 남현동 번지 105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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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0 건립 이후 증축된 부분 군데 출처 서승현 3 ( : (2008))

  

라 이축에 동반된 변화. 

현대적 재료의 사용은 건물의 노후화와 구조적인 문제 원재료 수급의  , 
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였다 무근콘크리트였던 기초와 벽돌조. 
였던 지하 벽체 각 층 바닥은 구조적인 문제와 유지 보수를 위해 철근콘, 
크리트로 교체하였으며 지붕은 함석판에서 동판으로 교체하여 유지 보수
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창호와 천정 몰딩은 노후 되어 외형을 모사하여 새. 
로이 제작 교체 하였으며 기존 벽체의 석회 모르타르는 시멘트 모르타르
로 교체하였다 석회에서 시멘트로의 교체는 줄눈의 치수도 변경되었을 .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건물의 형태적 변화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인
다 서승현 반면 내외 벽체를 이루는 벽돌은 대부분 본래의 것을 .( , 2008) 
가져와 재사용 하였다 국가기록원 박근수 구 벨기.( , BA0123381)( , 2004) 
에 영사관의 이축 공사에 참여했던 이낙천의 년 인터뷰2015 191)에 의하면 
화강석과 목재는 거의 가 기존의 것을 재사용하였으며 대리석은 100%

벽돌 벽체 은 정도를 보존 재사용하였다고 전해진70~80%, ( ) 40~50% , 
다 또한 그는 공사를 담당했던 문화재전문위원 신영훈이 해체된 돌과 벽. 
돌 목재에 모두 번호를 매겨 운반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실제로는 벽돌을 , 
제외한 석재와 목재에만 행해졌다고 밝혔다.

191) 이 인터뷰는 년 구 벨기에 영사관에서 개최된 전시 미술관이 된 구 벨기에영 2015 ‘
사관 을 위해 진행된 것으로 이낙천 구 벨기에 영사관 이축 ’(2015.12.15.~2016.2.21.) (
공사 참여 기사 안창모 경기대학교 교수 고주환 새한 대표 가 참여하였다), ( ), (T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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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축 이후. 

건물의 기능에 있어서는 년까지 우리은행 사적관으로 1982~1999 , 2004
년부터 현재까지는 서울시에 무상 임대하여 시립미술관 분관으로 활용되
고 있음을 보았을 때 전시 공간으로의 활용이 사적으로서의 역사적 의의, 
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여겨졌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년 . , 1992
벨기에 국왕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해당 건물을 벨기에 대사관의 사무실
과 거주 용도로 복원하기로 결정하고 주한 벨기에 대사관에서는 이를 추
진했던 적이 있으나 국가기록원 아주 국소적인 부분의 개( , CA0017754) 
수가 허가되었으며 결국 주한 벨기에 대사관의 해당 건물 사용은 허락되
지 않았다 이후 년 주한 벨기에 대사관은 해당 건물을 매입하여 이. 1999
축 후 직접 관리하고자 문화재청에 문의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
변을 받았다 국가기록원 년에는 전시공간으로 변경.( , DA0271470) 2005
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내부 형태의 변화를 겪었는데 바닥 기둥 천정, , , 
계단 칸막이벽 볼륨 주출입구 창호 몰딩 장식 재료와 색 등이 보존된 , , , , , , , 
반면 개구부가 변형되었다 이는 보존 범위 비율이 변경 범위 비. 91.7%, 
율이 로 다른 사례8.3% 192)에 비해 보존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라 볼 수 
있다 김태영.( , 2012) 

192) 김태영 은 년을 기준으로 전시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의 근대건축 (2012) 2012 56
문화재 중 주거시설이었던 사례 건을 제외한 건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우정20 36 . 
총국 대한의원 본관 한국은행 본관 동아일보 사옥 등이 포함된다, , , .

진정성 

구성 

요소

문화재위원과의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 변경 사항

구조 보강 재료 노후화로 인한, 

변경 사항

기능 ! 사적관으로 전용( )轉用

재료
! 층 바닥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를 2

도입

! 무근콘크리트였던 기초와 벽돌조였

던 지하 벽체 각 층 바닥을 철근콘, 

크리트로 교체

! 지붕을 함석판에서 동판으로 교체

! 창호와 천정 몰딩을 새로이 제작

! 기존 벽체의 석회 모르타르를 시멘

트 모르타르로 교체

형태
! 보일러실 조성과 보일러 설치

! 층의 칸막이 제거2

! 기존 벽체의 석회 모르타르를 시멘

트 모르타르로의 교체함으로써 줄눈

의 치수도 변경되었을 것으로 추정

표 14 구 벨기에 영사관 이축 시 변화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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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3) 

가 기념비로서의 건축문화재 활용. 

과거 일제의 조선총독부 위치 선정과 광화문의 이축은 경복궁을 가리고  
짓누르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도로의 끝 소실점에 기념물을 두어 기념비성
을 강조하는 도시계획적 수법을 적용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국가중심도로인 세종로의 끝에 광화문을 치우고 조선총독부를 지었
으며 세종로와 태평로 남대문로를 잇는 조선총독부의 반대쪽 끝에는 조, , 
선신궁을 건설하여 일제를 중심으로 한 도로 축을 만든 것이었다 이 도로 . 
축은 기존의 조선시대 육조거리와 비슷한 각도였지만 정확히는 축의 중, 
심이 도 가량 어긋나도록 되어있다 즉 경복궁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4 . 
국가중심도로를 조선총독부를 중심으로 재설정한 것인데 유길상( , 2007) 

년의 광화문 역시 이에 맞춰 배치되어버린 것이다1967 .

이와 같은 도시계획적 수법 즉 도로의 축과 소실점에 맞춰 기념비를 배 , 
치하는 것은 세기 파리개조사업19 (1852~1925)193)에서도 찾아볼 수 있
다 파리개조사업은 공공의 평화 위생 원활한 교통 흐름 등의 목적을 위. , , 
해 시행되었다 특히 새로 계획된 도로에는 단지 통행 기능뿐만이 아닌 상. 
징성 기념비성을 부여하여 국가의 중심도시로서 거대함과 위엄을 상징적, 
으로 표현하였고 도로망 연결의 주요 기준점은 기념비 로 설(monument)
정되었다 과거 혼잡한 도로로 둘러싸여 .(John R., 1998)(Giedion, 1941) 
고립되어있던 기념비들을 아래 그림과 같이 직선의 대로로 연결 비스타 , 
효과194)를 연출하였다 기념비적 효과를 위한 이러한 대칭축과 비스타의 . 
원리는 르네상스 건축가들에 의해 이미 확립되었던 것으로 도시계획에서, 
의 기념비성 강조는 세기 초까지도 지속되었다20 .(David P. Jordan, 
1996)195)

193) 파리개조계획은 재정 지원 방법 사업 시행 방식의 차이에 따라 시기로 나누어진 , 3
다 차는 년 차는 년 차는 년에 걸쳐 행해졌. 1 1852~1860 , 2 1860~1867 , 3 1869~1925
다 최민아.( , 2014)

194) “The principles of axial symmetry and vistas for monumental effect”(David P. 
Jordon, 1996)

195) 세기 초 베를라헤는 암스테르담 계획에서 르네상스 방식으로 되돌아가 모든 주 20
요한 가로의 축이 몇 개의 기념비에 의해 지배되도록 했다 이는 년경에 가장 진. 1900
보적인 사람들도 인위적인 기념비성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
서 인위적인 기념비성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이 도시계획가들에게 백지상태로 위임될 , 
때 도시의 조직화와 함께 나타나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 
다 오스만이 창조한 근대성 자체도 전통에 강력하게 뿌리박고 있었.(Giedion, 1941) 
는데 그는 근대성과 전통 과학과 감정 간의 투쟁을 초월한 존재가 아니었다 계속해, . 
서 도시계획에서의 근대성의 사도로 찬미되거나 비난받으면서도 그의 과업이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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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1 파리의 기념비를 연결하는 직선 도로망 계획 출처 ( : David P. 

Jordan(1996))

기념비는 당시 이미 존재하던 역사적 기념비를 비롯해 새로 건립된 것도  
있었고 흔치는 않았지만 이축된 것도 있었다 이축된 기념비의 대표적인 . 
사례가 샤틀레 광장 의 팔미에 샘(Place du Châtelet) (Fontaine du 

이다 년 나폴레옹이 자신의 군사적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Palmier) . 1808
건설한 분수로 기둥에 그의 업적이 새겨져 있으며 무료 식수공급대로 사
용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이도록 하였다 년 파리개조계획이 시행되. 1858
면서 샤틀레 광장을 확장하였고 중심축을 맞추기 위해서 팔미에 샘을 서
쪽으로 이동하였다12m .(David P. Jordan, 1996)

될 수 있었던 것은 부분적으로 전통에 대한 그의 깊이 있는 요구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David Harvey, 2003)



- 227 -

그림 162 팔미에 샘의 이축 전과 후 출처 ( : David P. Jordan(1996))

 

그림 163 이축 중샘 팔미에 샘 출처 ( : David P. Jordan(1996))

년대의 경복궁 광화문은 이와 같은 원리로 이축지가 결정되긴 했으 1960
나 그 원위치와 불과 약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편으로10m 
는 경복궁의 정문으로서의 출입 공간이라는 건축적 기능과 광화문 앞‘ ’, 
광화문광장 혹은 국가상징거리와 같은 장소를 대표하는 기념비적 위치‘ ’ ‘ ’
를 회복하기도 하였다.

나 활용을 고려한 하향식 결정. 

해방 이후 원위치가 아닌 곳에 육축만이 남아있던 경복궁 광화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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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문화재관리국과 서울시가 서로 협의 없이 각각 복원을 추진하고 1966 ,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조선시대 광화문의 원위치로 복원해야 한다. 
는 입장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위. 1967
치는 중앙청 앞 재료는 콘크리트로 복원할 것이 최종 결정 되었고 문화재, 
관리국이 전담하여 복원을 진행하였다 당시 광화문의 복원 위치에 관해. 
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문화재관리국은 일제가 옮겨놓은 위치에 그
대로 두어 민족문화센터의 정문으로 이용하자는 입장이었으며 이밖에 서‘
울의 상징으로서 의의를 살릴 수 있는 곳 잘 보이는 곳 등으로 해야 한’ , 
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와 같이 년 경복궁 광화문의 이축은 원위치를 . 1967
찾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상징적 기념비를 잘 활용하기 위한 자리를 찾
는 방향으로 논의되었다 복원의 재료가 콘크리트로 선정되었던 이유 역. 
시 전통 양식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려는 의도로서 조국 근대화의 열망과 
관련 지어 해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기념비로서의 보여주기 를 염두에 ‘ ’
둔 것이었다.

한편 대부분의 사유 건축문화재 이축 사례에서는 그 이축지가 소유주의  
결정에 따라 정해졌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구 벨기에 영사관은 예외적이었
다 소유주였던 한국상업은행은 이축지 선택 변경 요소 등 이축에 관한 . , 
전반적인 결정 사항을 모두 문화재위원회와 논의했다 그러나 이축지 선. 
정 시 문화재위원회조차 장소성이나 도시맥락을 고려하지는 않았던 것으
로 드러났으며 교통의 요지로서 중인이 바라다보고 접근하기 쉽고 대중‘
성이 강하며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 데 적절한 곳으로 정해졌다 이밖에 ’ . 
내부 시설의 활용은 본 건물을 사적으로 지정 보호하는 역사적 의의를 살‘
릴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시관으로 전용하기 ’ . 
위해 층의 칸막이 제거와 보일러 설치 등이 이루어졌다 이축 시 변경된 2 . 
전시 공간이라는 기능은 오늘날까지도 유지되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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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 완료 후 활용의 방식4.4. 

앞서 살펴본 이축 행위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건축문 
화재에 어떠한 특성으로 발현 되었는지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
다 활용은 새로운 문화재적 가치 창출의 기반적 역할을 한다 여러 문화. . 
재적 가치 중 학술적 가치 역사적 가치 등과 같은 것들은 해당 영역 이상, 
으로 확장되기 어려운데 반해 활용의 가치는 앞의 개념들을 모두 포괄하
는 개념으로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기 때
문이다 문화재청 이축으로 인한 건축문화재의 위치 변경은 그 활.( , 2007) 
용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축 당시에 이미 전제로 삼거나 의도 하. 
고 있었던 활용 방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축 당시 이미 . 
전제 되어 있었던 건축문화재 활용 방식에 대해 짚어보면 아래 그림( )前提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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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4 건축문화재 이축 시 전제되었던 활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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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문화재 이축의 주요 동인 세 가지는 복원 도시개발 역사문화장소  , , 
조성이다 이 중 복원 과 역사문화장소 조성 을 위한 이축 사례들은 모두 . ‘ ’ ‘ ’
문화재로서 관람의 허용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 
복원 을 목적으로 한 사례들 중에 정문 으로의 복원을 의도하였던 ‘ ’ ( )正門
경복궁 광화문과 경희궁 흥화문은 건축적 기능 즉 주 출입 공간과 상징적 
기념비로의 회복도 포함되어 있다 장에서 소개한 사례의 이축 여부 . 4.1
갈등 결과에서도 어떤 활용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다. 
대한문은 덕수궁으로서의 정문 역할이 중시되었다는 점 독립문은 경관적 , 
측면이 중시되었다는 점에서 관람의 대상으로 여겨졌음을 유추할 수 있으
며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 역시 그 원위치로 복원하고자 했다는 것은 대
중에게 보여주기를 중요시 여겼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다 한편 이축 사례 . 

건 모두의 이축지 선정 배경을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일부 기록되어 있20
거나 추정 가능한 사례가 있었다 이들을 통해 이축지 선정에 있어서도 활. 
용을 염두에 둔 경우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도로 건설로 인한 국유 문
화재 이축의 경우 도로 계획 선을 저촉하지 않는 내에서 원위치에 최대한 , 
가까운 곳으로 이축지가 결정되었다 이는 시민들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 
는 해당 건축문화재에 대한 이미지 기억에 대한 훼손을 최소한으로 하려, 
는 의도였다거나 서울이라는 역사적 도시의 맥락을 조금이라도 존중하려 
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결과로 년 이후 역사적 도시맥락. 2000
을 연결함으로써 역사문화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될 때 전체 맥락
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축지 선택 시 . 
대중성과 접근성을 특별히 고려한 사례로 독립문 구 벨기에 영사관 등이 , 
있는데 이들은 이축 후 대중적 접근과 관람을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활용
하려 했던 의도가 깔려있음을 앞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이축으로 인한 건축문화재의 변화 요소와 그에  
따른 활용 방식을 분류 정리할 수 있었다 활용은 이축 시 미리 의도함으, . 
로써 즉각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후차적으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건. 
축문화재의 이축은 아래 표와 같이 대지 부지 적 측면 도시맥락적 측면( ) , 
이라는 가지 측면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에 따라 활용의 양상에 차이2 , 
가 생긴다.

활용

방식

이축지의 

변화 특성 

활용 계획 

시기
사례

이축 시 활용

계획 여부

표 15 이축으로 인한 변화와 그에 따른 활용 방식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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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부지 의 변화는 이축이 가져오는 가장 즉각적인 변화이다 그러나  ( ) . 
아주 짧은 거리로 이축할 경우 대지의 지목이나 용도 행정동 번지가 변, , ,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경복궁 광화문 덕수궁 대한문이 이. (1967, 1994), 
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해당 문화재구역 내에서 아주 짧은 거리만을 이동
하였지만 궁궐의 정문 자리를 되찾음으로써 기존에 훼손된 건축적 관계를 
회복 본래의 기능을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된 사례이다 년 이축 전 , . 1967
광화문은 정문은 아니었지만 출입의 기능을 맡고 있었던 반면 덕수궁 대
한문은 담장과 분리되는 바람에 출입 공간이라는 기본적인 기능도 수행하
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들은 이축을 통해 모두 궁궐의 정문 자리와 . 
출입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되찾게 되었다.

또한 대지 부지 의 변화로 인해 개인 사유지에 위치하던 것이 공개적인  ( )
장소로 이축되면서 지목과 용도가 바뀌고 일반에 공개 관람이 허용되기 
시작한 사례가 있다 도정궁 경원당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 이 해. , (1980)

196) 다른 활용 방식의 경우 모두 공개 관람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
197) 구 벨기에 영사관과 도정궁 경원당은 이축 시 활용 계획이 세워져 있었으나 이축  
완료 후 한동안 활용되지 않고 비워져 있었다.

건축적 

기능 회복

대지

부지 의 ( )

변화

이축과 동시

경복궁 광화문(1967) ○

덕수궁 대한문 ○

경희궁 흥화문 ○

공개 

관람만 

허용196)

이축과 동시

도정궁 경원당197) ○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

(1980)
○

내부 공간

전용

( )轉用

이축과 동시

구 벨기에 영사관 ○

장교동 한규설 가옥 ○

월계동 각심재 ○

남산골 한옥마을 채4 ○

서울 구 신촌역사 ○

서울 구 경성방직 사무동 ○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

역사도시

맥락의 

유지

후차적

경복궁 광화문(1994) ×

덕수궁 대한문 ×

사직단 대문 ×

독립문 ×

역사문화

장소 조성

도시

맥락의 

재구성

후차적 독립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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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된다 이 두 가지 사례는 이축 이후 현재까지 문화재로서 관람의 대상으. 
로만 활용하고 있다 공개 관람이라는 활용 방식은 이 밖에 다른 모든 사. 
례들에서도 기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항이다.

다음으로 건축문화재의 위치 변경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축 시에  
내부 공간 전용이 함께 계획되어 해체 후 재조립 시에 이를 고려한 변형 
이 일어났던 사례로 구 벨기에 영사관 장교동 한규설 가옥 월계동 각심, , 
재 남산골 한옥마을로 이축된 채 서울 구 신촌역사 서울 구 경성방직 , 4 , , 
사무동이 있다.

대지 부지 의 변화에 비해 도시맥락의 변화는 이축 후 후차적으로 일어 ( )
나기 때문에 그 활용 방식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활용 계획을 미리 
세우기가 어렵다 이축된 건축문화재는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의 도시맥락. 
과 점차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거리 이축의 경. 
우 도시맥락을 변화시키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기존의 문화재구역 내. 
에서 이동한 경복궁 광화문 덕수궁 대한문 사직단 대문 그리고 기존의 , , , 
문화재구역은 벗어났지만 비교적 가까운 지점으로 이동한 독립문 약 (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 약 등이 해당된다 특히 문화재구70m), ( 250m) . 
역 내에서 일어난 이축은 조선시대에 형성된 이래 유지되어 온 역사적 도
시맥락을 거의 변화시키지 않았고 이로써 오늘날에 역사문화탐방로 를 조‘ ’
성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한편 독립문은 특이 사례로서 이축 후 기존의 . 
도시맥락이 유지되는 동시에 주변과 새로운 도시적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
였다 독립문 가까이 위치해 있던 서대문형무소가 년 새로이 문화재. 1988
로 지정됨으로써 이와 연계되어 년 서대문 독립공원으로 재탄생 된 1992
것이다.

건축적 차원(1)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은 본래의 기능이 소실되거나 다른 기능으로 전 
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로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시대적 흐름에 . , 
따라 무용해져서 소유주의 결정에 의해 그리고 이축으로 인한 것 등이 , , 
있으며 이들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건축문화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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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이 행해짐으로써 그 기능 즉 활용 방식에 변화를 겪기도 한다 이는 . 
위치나 배치의 변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연구에서 다룬 이축 사례는 모
두 해체 후 재조립하는 방식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활용 방식을 미리 계획
하고 그에 맞도록 부분적으로 변형을 가하기도 하였다.

가 건축적 기능 회복. 

이축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잃었다가 재 이축을 통해 기능을 되찾은  
경우로 경복궁 광화문 덕수궁 대한문 경희궁 흥화문이 있다, , .

문 은 실용적 기능과 상징적 의미의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과거  ‘ ’ . 
년 일제가 많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굳이 광화문을 철거하려고 1926

했던 까닭은 광화문이 지니는 막중한 상징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허.(
균 광화문은 법궁의 권위를 상징함에 더불어 육조거리의 중심축의 , 2005) 
역할을 한다 년의 광화문 이축 복원은 전자를 회복하게 했고. 1967 , 1994
년의 이축 복원은 후자를 추가적으로 회복하도록 했다 덕수궁 대한문에. 
는 중심축의 기능은 없었지만 이축 후 궁궐을 상징하는 기능을 되찾았음, 
은 경복궁 광화문과 동일하다 특히 대한문은 년에 담장과 분리되어 . 1968
도로 한가운데 고립되었던 탓에 출입을 위한 기능조차 잃어버리게 되었었
는데 이축을 통해 이를 회복할 수 있었다.198)

한편 경복궁 광화문과 덕수궁 대한문은 궐 앞이라는 장소적 특징과 국가 
상징거리인 세종대로 세종로 태평로 에 접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각각 ( + )
광장을 구성하는 상징적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년 일제에 의한 경복. 1926
궁 광화문의 이축은 궁궐의 정문 육조거리의 축이라는 상징성을 잃어버, 
리게 했지만 광화문이 그 곳에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 년 에는 (1926~1968 )
그 기념비적 성격을 중앙청이 잠시 대신하기도 하였다 장 이후 .(4.3.(1) ) 
광화문은 원위치를 회복하고 이를 다시 되찾게 되었다 광화문 앞의 광장. 
이 현대에 들어 조성된 장소인 반면 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덕, 4.1.(1)
수궁 대한문 앞은 현재의 서울광장의 시작점으로서 대한제국 시기로 거슬
러 올라갈 수 있다 덕수궁에 고종이 머문다는 상징성으로 인해 정문인 대. 
한문 앞에서는 독립운동 고종의 승하 추모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국민 , . 
집결지 국가 행사 공간으로서의 성격은 해방 이후인 년대에 정책적, 1960
으로 잠시 금지되기도 했으나 혁명 이후 국민들의 집결지라는 장소성4·19
을 되찾았고 년 월드컵 이후 문화도시 전략에 맞물려 년 서울2002 2004 ‘

198) 사직단 대문의 경우 년대부터 계속해서 정문의 자리는 지키고 있었으나 출입 , 1960
의 기능은 하지 않았으며 이축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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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이라는 이름 아래 시민광장으로 재탄생하였다’ . 

이상 경복궁 광화문과 덕수궁 대한문의 사례에서 이들은 원위치에서 멀 
리 떨어지지 않은 그 부근으로 이축됨으로써 장소성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축지 선정은 장소적 특. 
성199)의 보존을 염두에 두었다기 보다는 해당 건축문화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상징성과 시민들 머릿속의 기억 도시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 
키지 않는 선에서 이축지를 선택하려는 의도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나 공개 관람 허용. 

이축을 통해 해당 건축문화재를 공개 관람의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은 역 
사문화장소 조성에서 대표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역사문화장소 의 기원. ‘ ’
은 유적지 에서 찾을 수 있는데 국내에서 유적지 는 년대 박정희 정‘ ’ , ‘ ’ 1970
권 아래 성역화 정화 라는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보존 및 조성되었다 현‘ ’, ‘ ’ . 
충사 진주성 남한산성 행주산성 도산서원 수원성 서울성곽 등 추모, , , , , , 
기념 교육 공간으로서 호국과 총화단결 정신을 강조하였다 은정태, .( , 

또한 년 문화재관리국에서는 한국전통생활문화유산 보호관2005) 1972 <
리계획 안 을 작성하였는데 이 계획의 목적은 한민족의 전통적 생활문( )> ‘
화의 유산을 보존 전시하여 겨레의 긍지와 자존의식을 함양하고 한민족사·
에 연연해온 민족풍물과 미풍양속을 보존 선양 이를 관광자원화 하는 것, ’
이었다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민속관광단지 민속촌 조성 등이 제시. ( ) 
되었으며 민속촌 설치안 이 작성되었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통시대< >
의 주택을 이축하거나 재현함으로써 년 용인에 한국민속촌이라는 1974 ‘ ’
야외박물관을 개관하게 되었다 김지홍 전봉희 이들 사업은 .( , , 2010) 1970
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사업 대상지가 확대되고 예산도 증가하였다 사업. 
은 대체로 문화재관리국이 주도하였지만 지방정부가 문화재위원회의 자
문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은정태.( , 2005)

서울시에서의 역사문화장소 조성 그 중에도 건축문화재의 이축을 수단 , 
으로서 활용했던 사건은 서울아시안게임 과 서울올림픽 을 <86 > <88 >
앞두고 진행된 경희궁 복원 사업 과 남산골 한옥마을 조성 사업 이 < > < >
있다. 

199) 년대는 국내에 장소성 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전이었지만 이에 대해서 인지 1960 ‘ ’
는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장소적 특성 으로 칭하였다 장의 각주에서. ‘ ’ . (3.4
도 밝혔듯이 장소성이라는 개념은 년 처음 국내에서 처음 논의된 적 있으며 1978

년대에 들어 건축계에서 관심을 얻기 시작하였다1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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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궁 복원이 추진되었던 장소인 경희궁지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학교  
부지로 사용되다가 해당 학교가 강남으로 이전되면서 비워지게 되었다. 

년대 당시 도심부 인구 분산 정책으로 인해 강남으로 이전된 1970~1980
학교의 이전적지 는 대체로 민간에 매각되어 회사의 사옥 부지( )移轉跡地
로 이용되었다 경희궁지에 설립되었던 서울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사회적. 
인 반향을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는데 년 현대건설이 해당 부지를 사1978
들여 분할 매각하려고 하자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유송화.( , 

당시 신문에는 이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공원으로 조성하는 해결2007) 
책을 내놓는 기사들을 찾아볼 수 있다.200) 이에 년 서울시는 현대건 1985
설로부터 해당 부지를 다시 사들여 경희궁을 복원하고 일부 공원화함으로
써 대지가 일반에 공개되었고 이후 이축 복원된 경희궁 흥화문 역시 대중
의 접근과 관람이 가능하게 되었다.

남산골 한옥마을의 대지 역시 이전적지로서 남산 제 모습 찾기 라는  < >
이름 아래 일반에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 

장에서 설명했듯이 이 사업은 제 모습 즉 해당 장소가 가진 역사4.2.(2) ‘ ’, 
성을 존중한 것이었다 전통 마을 재현이 제안된 이유는 남산골 선비촌, ‘ ’
이라는 단어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실제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어 결국에는 제 모습이라는 개념 즉 복원보다는 새로운 ‘ ’ , 
장소 조성의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경희궁 복원 사업 과의 중요한 . < >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남산골 한옥마을의 이러한 결정은 년 구성. 1992
된 정도 년 기념사업 시민위원회 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대중이 600 , 「 」
원하는 전통 의 개념 역사적 사실 의 범위를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 ’ , ‘ ’ . 
전통을 적절히 활용하여 역사성을 강조하되 역사적 사실을 왜곡시키지 않
았으며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 것인데, 
이러한 특징들은 이축을 통한 야외박물관을 조성 할 때 앞으로도 고려되
어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문화재청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모든 문화재를 대중에게 공 
개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사유 문화. 
재일 경우에도 가능한 공개하도록 소유자에게 권유하고 있지만 건축문화
재가 가진 특성상 사생활 침해와 같은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이처럼 대중. 
에게 공개되지 않고 폐쇄적으로 관리 활용되고 있던 건축문화재가 이축 , 

200) 공원 불모지 내 서울 시민은 쉴 곳이 없다 조선일보 그 모처럼의 공 ( , 1981.5.10.), 
간 시민의 의견은 이렇다 학교 떠난 자리 꼭 빌딩 서야하나 경향신문 서( , 1983.7.2.), 
울 강북 학교 옮겨간 자리 재벌 대형 빌딩이 독차지 동아일보 재개발 ( , 1984.3.12.),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서울 도심 고층축성 다툼 동아일보 등( , 1984.12.14.) 



- 237 -

후에 공개 개방되어 관람이 허용되기 시작한 경우로 도정궁 경원당 종친, 
부 경근당과 옥첩당이 있다 이들은 관람의 허용 외에는 활용되지 않고 있. 
는 사례로 관람에 더불어 내부 공간을 전용하여 활용하고 있는 사례는 이, 
어지는 장에서 다루었다.

도정궁 경원당은은 기존에 일반 대지 사유지 에 위치하고 있다가 학교용 ( )
지로 이축된 사례이다 건국대학교로 이축된 도정궁 경원당은 이축 후 한. ‘
옥 가정생활실습관으로 활용하기로 되어있었으나 이에 관한 실제 활용 ’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건국대학교는 이축 시 건물 내 전기 배선과 배관 .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문화재 훼손 가능성으로 인해 받아
들여지지 않았는데 이러한 현대적 시설의 배제는 앞으로의 활용 가능성 , 
또한 제한하여 도정궁 경원당이 장기간 방치되었던 서울특별시( , 1990) 
원인 중 한 가지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년 보수공사 후 현재는 . 2014
대중에게 공개 관람이 허용되고 있다.

그림 165 건국대학교 내 도정궁 경원당 배치도  

출처 서울특별시(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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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례로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이 있다 종친부 건물은 년  . 1980
대지의 소유주였던 국군기무사령부의 추진으로 인해 정독도서관으로 이
축됨으로써 폐쇄적인 군사시설로부터 해방되어 일반의 관람이 가능케 되
었다 이후 년 국군기무사령부가 철거한 자리 즉 원위치로 다시 이축. 2010
되고 년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과 함께 배치됨으로써 관람의 대상으2013
로서 연계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장에서 설명하였듯이 종친부 경. 4.1.(3)
근당과 옥첩당은 그 훼손 위험 때문에 문화재 지정 이래 현재까지 내부 
공간을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축 시에도 활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
았다.

다 공간 전용. 

내부 공간을 전용하기 위해서는 평면이나 구조적 개조 현대적 시설과  , 
설비 등이 필요하지만 이축을 충분조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건축. 
문화재의 이축 행위는 해체 후 재조립을 거친다는 점 공간의 용도에 어울, 
리는 이축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축문화재의 내부 공간 전용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사례들은 대체로 이축과 동시에 . 
용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소유자 및 관리자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으며 
전용 계획에 따라 대지의 지목 용도지구를 고려하여 이축지( ) ( ), 轉用 地目
가 결정되었다 구 벨기에 영사관 장교동 한규설 가옥 월계동 각심재 서. , , , 
울 구 신촌역사 서울 구 경성방직 사무동이 해당한다, .

구 벨기에 영사관은 이축 전 창고로 쓰이다가 이축과 함께 내부 공간 활 
용 계획을 마련하여 구 한국상업은행 현 우리은행 의 사적관으로 전용되( )
었다 이는 내부 시설의 활용은 본 건물을 사적으로 지정 보호하는 역사. ‘
적 의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 하라는 문화재위원회의 뜻을 받아’
들인 것으로서 해체 후 재조립 시 구조 보강과 훼손된 재료 교체 외에도 
전용을 위한 층 평면 개조 보일러 설치 문화재 보호구역 내 관리실 설2 , , 
치 조경 공사 등이 허용되었다 현재는 서울시립미술관 분관으로 무상 대, . 
여하여 서울시에 관리를 맡긴 상태이다. 

장교동 한규설 가옥은 기존에 일반 대지 사유지 에 위치하고 있다가 학 ( )
교용지로 이축된 사례라는 점에서 도정궁 경원당과 유사하다 그러나 국. 
민대학교로 이축된 장교동 한규설 가옥은 년 월 이축 완공과 동시1980 10
에 명원민속관이라는 문화공간으로 개관하여 활발히 활용될 수 있었다‘ ’ . 
명원 이라는 이름은 한규설 가옥을 구입하여 국민대학교에 기증한 ‘ ( )’茗園
김미희의 호를 따서 지은 것이다 전통 다례 전문가였던 김미희의 영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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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명원민속관은 궁중 다례 다회 등을 시연하기 위한 공간으로 주, ( ) 茶會
로 활용되어 왔으며 이밖에도 여러 강연 공연 등을 개최하여 학생과 교직, 
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민대학교 . 
측에서는 명원민속관을 널리 알리고 활용하기 위해 박물관 명원민속관< ·
의 활성화방안 세미나 를 열기도 하였으며 역사성 공공성 시의>(2013) , , 
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해오고 있다 국민대학교 출.(
판부, 2015) 

그림 166 국민대학교 내 장교동 한규설 가옥 배치도  

출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0))

월계동 각심재는 소유주가 예안이씨이조판서공파종회로 바뀜과 동시에  
이축하여 재실 로 사용할 것이 결정되었다 월계동 각심재는 원래 ( ) . 齋室
전통 주거공간이었는데 재실 역시 전통적인 공간으로서 큰 구조적 변형을 
필요로 하지는 않았다 사유 재산이지만 현재 희망자에 한해 관람이 허용. 
되고 있다.

서울 구 신촌역사와 서울 구 경성방직 사무동은 등록문화재로서 현상변 
경이 용이한 편이었다 등록문화재의 경우 특히 근대기의 것이 많아 기본. 
적인 설비가 갖추어져있고 목조 건축과 달리 공간 활용 시 훼손의 위험이 
덜하기 때문에 전용 을 통한 공간 활용이 흔하게 발생해왔다( ) . 2007轉用
년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건의 건축 등록문화재 중 전용이 이루어진 270
것은 약 인 건에 해당하며 이승구 년의 연구에 의하14% 39 ( , 20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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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당시 건의 근대건축문화재 중 건이 전용되어 약 를 차지하524 97 19%
고 있었다 문용구 외 등록문화재의 활용 유형은 계속형.( 1, 2010) 201) 전, 
용형 부활형, 202) 관람형, 203)이라는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문화재청4 ( , 

서울 구 신촌역사와 서울 구 경성방직 사무동은 모두 전용형에 2013b) 
해당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용형은 구조적으로 튼튼한 벽돌조 석. , 
조 창고 등의 건축 유형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며 형태적 변화를 동반하는 , 
경우도 있다.

서울 구 신촌역사의 경우 년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신촌역 2005~2006 ‘
사가 신촌민자역사 건립 후에도 역사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등 적극적
인 활용방안을 계획하고 과거의 맥락을 잇고 회상 기억의 장소 매력적’ ‘ , , 
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건축문화재가 가진 장소’ . 
성 보존을 위해서 전용보다는 기존의 기능이 일부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권고한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 논의로 발전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 
이축 후 지금까지 신촌관광안내센터 겸 전시 공간으로 이용되어 오고 있
다 이와 같이 서울 구 신촌역사 이축 시 장소성을 강조한 문화재위원회의 . 
태도는 과거 구 벨기에 영사관 때와 아주 다르다 년 문화재위원이 . 1979
작성한 구 벨기에 영사관에 관한 보고서에는 그 위치에 대해서는 역사적 ‘
의의나 별다른 특성은 없으며 따라서 양식을 손상시키지 않고 완전한 형
태로 옮길 수 있다는 보장만 있다면 이전 그 자체에는 주저할 이유가 없
으리라 고 판단하여 이축지 선정에 있어서 해당 건축문화재가 기존의 장’
소나 위치와 맺고 있던 관계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장소. ‘
성 이라는 개념이 국내에 들어온 것은 년대 무렵이었지만 이축 과정’ 1990
에서 건축문화재의 장소가 가진 가치에 대해 주목한 것은 서울 구 신촌역
사 사례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년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의 이축 복. 2010
원 때에는 또 다시 장소성 논의를 찾을 수 없어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축 시 갤러리 겸 카페로 전용된 서울 구 경성방직 사무동은 소유주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 해당 기업의 역사를 전시하여 사적관으로 이용하. 
기도 하였는데 이는 구 벨기에 영사관의 이축 직후 활용 방식과 유사하다.

이상과 같이 활용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다수의 사례들이 이축 이후 내 
부 활용을 전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전통 목구조. 

201) 계속형 등록문화재의 원 용도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 .
202) 부활형 다른 용도로 변경되었거나 사용하지 않게 된 건물을 본래의 용도로 되돌 : 

리는 유형이다.
203) 관람형 일시적인 행사에 사용하는 이벤트형 활용과 건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 : 

반에게 공개하는 공개형 활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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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축문화재일 경우 활용 시에 현대 설비나 구조적 변화 보강 등이 필, 
요하므로 활용 방식을 미리 계획하여 해체 후 재조립하는 동안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도시맥락적 차원(2) 

가 근거리 이축과 역사도시환경 맥락 유지. 

도시의 역사문화적 맥락이 서로간의 관계성을 살려 보행 공간으로 재탄 
생된 것은 서울 정도 년 기념사업 중 서울 모습 다듬기 에 포함< 600 > < >
된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이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계획은 사대< > . 
문 안 역사문화 요소의 재발견과 탐방로 조성 도심 활동 공간으로서의 보, 
행로 조성 서울의 큰 산과 연결되는 순환 체계 수립 등을 목적으로 , 1993
년 시작되었다 서울특별시 서울 년기념사업단 년의 역.( 600 , 1994) 1994 <
사문화탐방로 조성 계획 에 의하면 덕수궁 대한문이 위치한 태평로는 덕> ‘
수궁거점탐방로 근대역사탐방로 정동근대사거리 에 사직단 대문이 위’, ‘ ’, ‘ ’ , 
치한 사직로는 경복궁거점탐방로와 한양도성탐방로 에 독립문 주변 도‘ ’ ‘ ’ , 
로는 근대역사탐방로와 독립협회탐방로 에 각각 속해있다 그러나 이들 ‘ ’ ‘ ’ . 
계획은 바로 실행되지 않았으며 년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조성 사업1998
에 연계 년에야 개의 구간 즉 인사동길 대학로 고궁길 명동길, 2001 8 , , , , 
성균관길 경복궁길 정동길 낙산길이 역사문화탐방로로 조성되었다 이 , , , . 
중에서 건축문화재의 이축과 관련 있는 구간은 전혀 포함되지 못했다 이. 
후 역사문화탐방로는 각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계획 실행되어 오고 있으, 
며 앞서 언급한 이축으로 인해 확장되었던 도로들은 근대역사길 고궁, ‘ ’, ‘
길 독립운동탐방로 대한제국의 길 등에 포함되어 보도로 계획되기도 ’ ‘ ’, ‘ ’ 
하였다.

장에서 설명했듯이 덕수궁 대한문을 이축하고 노폭을 확장했던  4.1.(1)
태평로 현 세종대로 는 년 덕수궁 대한문 앞 광장 및 걷고 싶은 녹( ) 2001 ‘
화거리조성 실시설계 년에는 걷는 도시 서울 에 따라 덕수궁 대한’, 2020 ‘ , ’
문 앞 보도의 폭을 이상 늘려 역사문화광장 을 조성하는 계획이 수립6m ‘ ’
되었다 즉 년 대한문을 이축하고 자동차를 위한 도로로 변형되었던 . 1968
덕수궁 내 궁역은 년대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보행 공간 광장으로 환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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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된 것이다.

이축으로 인해 확보한 도로를 보도로 환원시킨 또 다른 사례로는 사직단  
대문이 있다 년 사직단 대문을 이축함으로써 노폭을 확장할 수 있었. 1973
던 사직로는 고궁로 에 포함되어 역사문화거리로 단장되었다 고궁로 는 ‘ ’ . ‘ ’
경복궁을 중심으로 서쪽에 위치한 사직단과 동쪽에 위치한 종묘를 잇는 
길로서 사직로 율곡로 창경궁로로 이어지는 구간을 의미한다 종~ ~ 4.5km . 
로구청은 년부터 년대까지 이 구간의 보도를 재정비하고 공연 2007 2010
등 여러 이벤트를 계획하였으며 주변의 역사문화장소인 인사동 북촌마, 
을 광화문광장 등과 연결시켰다 사직단 대문 앞은 장에서 설명하, . 3.3.(2)
였듯이 과거 보도 없이 차도만 있었으나 사직단 대문의 이축으로 인해 공
간이 확보되어 인도가 생겨나게 된 구간이다 즉 사직단 대문은 비록 도로 . 
건설에 밀려나 이축된 것이긴 하지만 인도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문화재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167 종로구청의 고궁로 조성 계획 출처 서울신문 ‘ ’ ( : )

역사적 도시맥락의 유지와 이를 활용한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은 건축문화 
재가 근거리로 이축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경복궁 광화문과 덕수궁 대. 
한문 사직단 대문의 경우 기존의 문화재구역 내에서 옮겨졌으며 독립문, 
의 경우 문화재구역은 벗어났지만 이축 거리가 가량으로 짧은 편이70m 
기 때문에 도시맥락을 변화시킬 만큼의 변화는 일으키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 보았을 때 건축문화재의 이축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 
건축문화재가 기존부터 도시나 장소와 맺고 있는 관계를 가능한 한 해치
지 않는 범위 내로 이축하는 것이 도시맥락 보존과 이후의 건축문화재 활
용 방안 제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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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맥락의 재구성. 

한편 독립문은 특이사례로서 이축 후 기존의 도시맥락이 유지되는 동시 
에 주변과 새로운 도시적 관계가 형성되어 추가되기도 하였다 독립문 가. 
까이 위치해 있던 서대문형무소가 년 새로이 문화재로 지정됨으로써 1988
이와 연계되어 년 서대문 독립공원으로 재탄생된 것이다 장1992 . 4.1.(2)
에서 설명하였듯이 독립문의 이축지 선택 당시에는 서대문형무소가 문화
재가 아닌 실제 형무소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따라서 서대문 독립공원 조
성 계획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다만 이축 시 주변 공원을 조성하여 대. 
중의 접근성을 높이고 차도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며 경관을 개선하기 위
한 정도만이 고려되었다. 

이처럼 이축된 건축문화재는 도시맥락의 변화에 따라 계획하지 않았던  
새로운 활용 방식이 가능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서대문 독립공원 조성에 . 
있어서 독립문을 활용한 것 역시 한편으로는 근거리 이축이었기 때문에 
장소적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독립공원이라는 장소는 . 

년 독립문 건립 당시 함께 조성된 적 있으나 운동 후 일제에 의해 1896 3·1
폐지된 곳으로 공원의 정확한 영역은 알 수 없지만 서대문구 현저동 일대
로 기록되어 있다 즉 앞서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에서도 건축문화재의 근. 
거리 이축이 유리하였던 것처럼 독립공원과 같은 역사적 장소성의 선택, 
적 회복을 통한 활용에 있어서도 독립문의 근거리 이축이 도움이 된 것이
다 독립문의 경우 이축 시 이를 염두에 두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장소성의 . 
보존을 염두에 두고 근거리 이축을 실행한 사례로는 앞서 살펴본 서울 구 
신촌역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건축문화재의 물리적 이동 거리만 최소화 . 
시켰을 뿐 활용 방식이나 외부 경관과 조화적 측면과 관계된 장소성을 고
려하지는 못했다.

종합(3) 

이축이 완료된 후 건축문화재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영향력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이축 시 의도하거나 전제되었던 활용 방식. 
이 있는가 하면 이축 시에 전혀 계획하지 않았다가 이후에 계획되어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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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활용 방식이 있었다 이는 각각 건축적 차원의 공간 활용과 도시맥락적 . 
차원의 활용으로도 구별할 수 있다 전자로는 이축으로 인해 문이라는 원 . 
기능을 회복하게 된 경복궁 광화문 덕수궁 대한문 경희궁 흥화문이 있으, , 
며 실내 공간을 전용한 구 벨기에 영사관 장교동 한규설 가옥 월계동 각, , 
심재 서울 구 신촌역사 서울 구 경성방직 사무동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 , . 
사례는 이축 후 공개 관람 허용을 전제로 삼고 있었다 후자로는 근거리 . 
이축 덕분에 역사도시맥락의 훼손이 최소화되고 주변과의 관계가 보존되
어 역사문화탐방로로 활용한 경복궁 광화문 덕수궁 대한문 사직단 대문, , , 
독립문의 사례가 있다 이 중 독립문은 기존의 도시맥락이 유지되는 동시. 
에 서대문 형무소와 함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여 서대문 독립공원으로 
재탄생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도시맥락적 차원의 활용은 주로 년대 . 1990
이후에 발생하였는데 이 시기는 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역사문화자3.5 ‘
산 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때라는 점과 관련 지을 수 있다’ .

이상의 분석 결과 이축된 건축문화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축 시  , 
활용 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이축을 하되 최소한의 거리
만 이동시킴으로써 역사도시맥락이나 역사적 장소성을 존중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축 시 장소성의 보존에 대한 고. 
려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역사문화장소를 복. 
원하기 위해서도 이축이 행해질 수 있는데 복원 은 역사를 왜곡하거나 , ‘ ’
사적지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하며 이것이 불가, 
능한 경우 복원 의 개념을 지우고 남산골 한옥마을처럼 아예 새로운 장‘ ’
소 야외박물관을 조성하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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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4.5. 

이상 이축 행위에서 나타나는 건축문화재 보존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 
다 건축문화재 보존의 방식은 주체별 시대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이를 보. , 
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덕수궁 대한문 독립문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을 , 

장에서 다루었다 이축 여부 결정에 참여한 주요 주체는 문화재위원회4.1 . , 
서울시 시민 언론을 통한 여론 으로 분류된다 먼저 문화재위원회는 , ( ) . 

년 문화재보호법 에 의거해 구성된 기관으로 초기에는 문화재로 1963 < > , 
지정된 문화유산에 대해서만 보존을 주장하는 편이었다 다시 말해 . 1960
년대 문화재보호법 이 제정되기 전이나 제정된 직후 문화재로 미처 지< > , 
정되지 못한 건축유산이 다수 있었으나 문화재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보존 
가치가 없다고 평가했던 것이다 예시로 덕수궁 돌담 과 구 조선호. (1961)
텔 의 보존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들 수 있다 년 덕수궁(1967) . 1963
이 문화재로 정식 지정된 이후에야 문화재위원회는 돌담 보존의 가치를 
인정하였다 년 덕수궁 대한문과 년 독립문의 이축 여부 이슈에 . 1968 1978
있어서 문화재위원회와 서울시는 각각 이축을 반대 찬성하는 입장으로 , 
서로 충돌하였다 시민이라는 주체는 문화재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역사. 
문화유산의 보존을 도시개발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겼다 그러나 보존 . 
방식에 있어서는 원위치를 지키는 것 보다는 건축문화재의 시각적 요소를 
중시하여 주변과의 조화 경관 등을 위해서라면 원위치를 포기할 수도 있, 
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원위치 보존 가치만을 고. 
집한 문화재위원회와 대치되는데 이러한 여론의 작용으로 인해 , 

년대 두 사례의 이축이 승인되었다 한편 년대 이후에는 1960~1970 . 2000
역사문화유산의 보존이 도시개발의 가치보다 훨씬 중요해진 사회적 분위
기로 인해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처럼 과거 원위치를 잃은 건축문화재, 
가 다시 원위치로 이축 복구되는 사례도 있었다.

년대에 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주체였던 서울시는  1960~1970
년대를 전후로 하여 건축문화재에 대한 취급 방식이 바뀐 것을 볼 수 1990

있었다 서울아시안게임 서울올림픽 을 겪으면서 도시의 이. <86 >, <88 >
미지 및 정체성 마케팅 요소를 도시의 역사성에서 찾으려고 했고 건축문, 
화재는 활용 가치 있는 중요한 자산 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 . 
이러한 배경 아래 서울시가 진행한 경희궁 복원 사업 과 남산골 한옥< > <
마을 조성 사업 을 장에서 다루었다 경희궁 복원 사업 은 고증의 > 4.2 . < >
불가능 혹은 미반영 유적지 훼손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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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남산골 한옥마을 조성 사업 은 초기에는 남산골 선비촌에서 아< > ‘ ’
이디어를 얻었으나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복원 이 아닌 새로운 ‘ ’
역사문화장소 조성이라는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경희궁 복원 사업 때< > 
와 같은 비난을 피할 수 있었다 이는 건축문화재 복원 행위에 있어서 신. 
중하고 엄중한 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이 두 사업은 진행 . 
양상은 달랐지만 결국 모두 역사문화장소로 꾸며지게 되었고 보여주기, 
즉 관람을 전제로 한 야외박물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건축문화재. 
의 이러한 취급 방식은 건축적 기능을 거의 지워버린 채 야외박물의 컬렉, 
션 즉 오브제 혹은 동산 으로서 취급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데, ( ) , 動産

세기 프랑스에서 시작된 역사적 건축물 보존 양식인 파사디즘과 유사19
한 측면을 지닌다.

장에서는 이축지 결정의 특성이 뚜렷이 드러나는 사례인 경복궁 광화 4.3
문 과 구 벨기에 영사관을 분석하였다 이 둘은 모두 활용 방식을 (1967) . 
고려하여 이축지가 정해졌다 그 과정에서 여러 시민들의 이축지 제안이 . 
있기도 하였지만 반영되지는 않았으며 하향식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경복. 
궁 광화문 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 아래 중앙청의 정문 자리에 세(1967)
종로의 축에 맞춰 재배치되었다 서울의 상징물이자 비스타 효과를 위한 . 
기념비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도로의 축과 소실점에 맞. 
춰 기념비를 배치하고 기념비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방식은 르네상스의 도
시계획 프랑스 파리개조사업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다 구 벨기에 영사, . 
관의 경우 당시 문화재전문위원에 의해 그 원위치에 역사적 의의나 별다‘
른 특성은 없다 고 평가되었으며 이축지는 교통의 요지로서 중인이 바라’ ‘
다보고 접근하기 쉽고 대중성이 강하며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데 적절’
한 곳으로 결정되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활용을 염두에 두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장 이축 완료 후 활용의 양상으로는 건축적 차원과 도시맥락적 차원 4.4
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건축적 차원의 활용은 주로 이축과 동시에 계. 
획되었고 이축 완료 후 바로 활용 가능하도록 조치가 취해졌다 반면 이축 . 
시 활용 계획이 없었던 사례는 이축 완료 후 비워진 채 한동안 방치되었
던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이축 계획 시에는 활용 계획을 동, 
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 활용 방식으로는 원. 
래의 건축적 기능을 회복하거나 공개 관람의 허용 공간 전용 등이 있었, 
다 도시맥락적 차원의 활용은 대체로 이축 완료 후 역사문화자산 의 개. , ‘ ’
념이 등장한 년대 이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 활용 방식을 위해서1990 . 
는 역사도시의 맥락 역사적 장소성이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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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이축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원위치와 이축지의 거리를 최소화 시
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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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5. 

목구조의 전통 건축 양식을 지닌 우리나라에서는 해체 후 재조립하는 방 
식의 건축물 재배치 행위 즉 이축이 자주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에 관, . 
한 국내의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며 기존의 연구들은 이축 과 부재‘ ’ ‘
의 재사용 에 대한 구분 없이 구조 기술적 측면이나 활용적 측면에만 초’ , 
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 연구에서는 건축문화재를 대상으로 . 
했을 때 이축 과 부재의 재사용 사이의 경계를 비 물리적 가치의 동반 ‘ ’ ‘ ’ 
여부에 두었다 따라서 건축문화재의 위치가 변경된 이후에도 문화재로서. 
의 지위를 잃지 않은 경우에 그 비 물리적 가치 즉 문화재적 가치가 건축
물과 함께 동반되어 옮겨진 것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경우를 건축문화재의 
이축으로 인정하였다.

건축문화재의 이축은 문화재보호법 이 생긴 년대부터 최근까지  < > 1960
꾸준히 있어왔으며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건이 행해졌던 것20
으로 드러났다 이 중 채는 각각 번씩 이축되었기 때문에 이축을 겪은 . 2 2
건축문화재는 총 채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이축의 배경과 과정을 이해18 . 
하고 그 결과가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우선 . 
이축에 대한 이론적 사항을 국제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고찰 장 한 (2 )
후 서울 지역 사례를 대상으로 한 심화 분석을 진행하였다 심화 분석으로. 
는 먼저 서울에서 진행된 이축의 전체 사례를 대상으로 거시적이고 통시
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유형화함으로써 시계열적 경향을 파악하였다.(3
장 이 중 건축문화재 보존의 특성이 뚜렷이 드러나는 개의 사례를 선정) 7
하여 미시적 관점에서 이축의 배경과 이행 결과와 현상 등에 대해 분석하, 
였다 장.(4 )

이를 통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보존을 위해 건축문화재를 이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 , 
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역사적 건축물 보존을 위한 이축 진행 시 . 
단계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추출하였으며 이에 더불어 이축 이후 활. 
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축 고려 사항들을 서울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한 역사적 건축물 보존을 위한 이축 고려 사항 < > 
가지와 역사적 건축물의 이축 유형에 따른 추가 고려 사항 가지는 8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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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역사적 건축물의 이축은 그것이 훼손의 위협에 놓여있. (1) 
는 상황에서 보존과 보호를 위한 다른 방법이 모두 불가능할 때 최후의 , 
방법으로만 수행되어야 한다 역사적 건축물의 이축 시 보존되어야 . (2) 
할 주요 요소를 선정한다 이축할 부지는 조사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 (3) 
한다 위에서 연구된 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따. (4) 
른다 이축 후에는 건축물의 이용자에게 원위치와 이축 사실에 대해 . (5) 
안내한다 이축 후의 유지 관리 계획을 실천하고 모니터링 한다. (6) . (7) 
이축 후에는 기존 부지의 유적 발굴 조사가 요구될 수 있다 이축의 . (8) 
계획 수립과 수행 과정 그 결과를 포함한 모든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다, . 
해체 이축 시에는 해체의 단위와 순서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부재(9) . 

에 표시를 할 때에는 지울 수 있도록 하거나 재조립 시 드러나지 ( )部材
않도록 숨겨진 곳에 하여야 한다 보수와 복원을 동시에 진행할 수 . (10) 
있으므로 이에 대해 고려하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현대적 재료와 . (11) 
시설 전기 수도 등 의 사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현대적 재료를 사용( , ) . 
하였다는 사실을 표시 기록해야 한다 재료는 기존의 요소를 변형시키지 , . 
않아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해체하지 않는 이축 시에는 이. (12) 
동 수단과 이동 경로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며 호위 및 교통 통제가 요구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 경찰 교통부서와 협력하여 계획해야 . 
한다 대량 이축 시에는 각각의 건축물이 위의 역사적 건축물 보존. (13) <
을 위한 이축 고려 사항 을 따라야 한다 야외박물관을 조성할 수 > . (14) 
있으나 전시 적 목적보다는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과 보호가 우선되( )展示
어야 한다 야외박물관의 건축물 각각 역시 위의 역사적 건축물 보존을 . <
위한 이축 고려 사항 을 따라야 한다> .

이에 더불어 서울 사례의 분석 장 을 통해 도출한 이축 이후 활용을 위 (4 )
한 고려 사항들로 다음과 같은 것을 추가할 수 있었다 이축 시 구체. (1) 
적 활용 계획을 함께 세우고 진행해야 한다 이축지는 기존의 도시맥. (2) 
락을 최대한 유지시킬 수 있는 곳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
동 거리를 최소화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서울 지역 건축문화재의 이축 목적은 복원 도시개발 역사문화장 , , , 
소 조성이라는 세 가지로 대표할 수 있다.

복원 이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진 이축은 년대부터 현재까지도 계속  ‘ ’ 1960
발생해오고 있으며 현상변경 승인이 생략되거나 쉽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 

년대 이전까지는 문화재라는 존재에 상징적 의미와 정치적 목적이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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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되었고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라면 원위치가 아닌 다른 적절한 곳으로 
이축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졌다 반면 년대 이후에는 문화재 보존의 . 1990
목적이 인류와 민족의 자산을 후대에 물려주는 것 그 자체로 여겨지기 ‘ ’ 
시작했고 정확한 원위치 복원을 원칙으로 삼게 되었다.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행해진 건축문화재의 이축 역시 년대 이래 현 1960
재까지 발생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축의 추진 주체 이축 허가 과정 등은 . , 

년대 년대 후반 년대 초반 년대 이후라는 세 1960~1970 , 1970 ~1990 , 2000
시기로 구분되어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년대는 도시. 1960~1970
개발과 문화재 보존 간의 대립이 첨예했던 시절로 이축의 원인은 모두 도, 
로 건설이었다 사례로는 덕수궁 대한문 사직단 대문 광희문 독립문이 . , , , 
있다 추진 주체는 서울시 도시계획국 및 관련부서였으며 현상변경 이축. ( ) 
승인 신청을 받은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처음 몇 번의 불승인 끝에 결국 승
인을 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해당 건축문화재가 원위치에 유지되고는 있. 
었지만 서울시의 계속적인 도로 확충으로 인해 그 주변부가 점차 도로로 , 
둘러싸임으로써 경관 파괴 접근성 악화 훼손 위험에의 노출과 같은 문제, , 
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덕수궁 대한문과 독립문의 경우에는 국유. 

문화재이자 도심부에 위치해 친근한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었고 따( ) 國有
라서 시민들은 이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하였다 그들은 건축문. 
화재가 도로로 둘러싸인 모습을 비난하여 차라리 이축에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말았다 이축 여부는 문화재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지만 . 
이러한 시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 
로 이들 사례에서 이축 승인의 이유는 단순하게 도시개발을 위한 대지 확‘
보 라기 보다 이미 개발된 도시 환경에 적합하게 건축문화재를 재배치하’ ‘
기 위한 것 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

년대 후반 년대 초반 역시 도시개발과 문화재 보존 간의 대립 1970 ~1990
이 계속되었다 이 시기에 도시개발에 밀려나 이축된 건축문화재 사례로. 
는 도정궁 경원당 장교동 한규설 가옥 구 벨기에 영사관 월계동 각심재, , , 
가 있다 그러나 년대의 사례와는 달리 대상이 모두 사유 에 해. 1960 ( )私有
당되어 소유주가 일단 이축을 결정하면 그 승인은 대부분 수월하게 이루
어졌다 문화재위원회는 이축 승인과 함께 지켜야 할 조건과 권고 사항 등. 
을 제시하는 정도의 영향을 끼쳤다.

년대 이후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도시개발보다 문화재 보존을 중시 2000
하는 쪽으로 역전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도시개발은 계속 되었는데 과거 . 
도심부 중심이었던 개발이 도심 외곽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외곽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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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가 이축의 대상이 되었다 이 시기에 이축된 건축문화재 사례로는 . 
서울 구 신촌역사 서울 구 경성방직 사무동이 있다 이들은 모두 등록문, . 
화재로서 이축 승인이 필수적이지 않았으며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 지정문화재의 이축 사례가 존재하지 않. 
는다는 점을 보았을 때 지정문화재의 이축 허가 신청은 아예 없었거나 모
두 불승인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문화재위원회의 이축 승인 잣. 
대가 기존에 비해 까다로워졌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건축문화재 이축을 수단으로 사용한 역사문화장소 조성 사업으로는 경 <
희궁 복원 사업 남산골 한옥마을 조성 사업>(1985~), < >(1992~1998)
이 있다 이들은 서울올림픽 과 서울 정도 년 기념사업 을 대. <88 > < 600 >
비 역사문화장소를 통해 마케팅을 함으로써 도시 이미지 조성 역사성 강, , 
조 도시 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남산골 한옥마을 조성 , . <
사업 의 경우에는 훼손과 변형 증축이 심하고 소유주가 문화재 지정 해> , 
제를 요구하고 있던 상황에 놓여있던 한옥을 서울시가 매입 혹은 기증 받
아 이축한 후 지속적으로 관리해 줌으로써 문화재 보존에도 부차적인 목
적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때 이축된 것은 모두 서울시의 지방 지정. 
문화재였고 역사문화장소 조성은 서울시 추진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축 , 
허가 신청과 승인 과정이 생략되었다 한편 남산골 한옥마을 조성 사. <
업 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완전히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
로 진행된 것에 반해 경희궁 복원 사업 은 말 그대로 복원 이었기 때, < > ‘ ’
문에 역사적 사실 고증에 기반 해야 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 
못했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도 못했다 결과적으로 경희궁 복원 사. <
업 은 형식적 복원을 통한 보여주기에의 집중 사적지 훼손 등으로 비난> , 
을 받았으며 복원을 통한 역사문화장소 조성이나 복원을 위한 수단으로 
이축을 할 때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셋째 이축 결정 과정에 있어서 참여 주체에 따른 의견 차이가 뚜렷하게  , 
드러나며 같은 주체일지라도 시기에 따라 의견이 달라진다.

대표적인 이축 참여 주체로는 문화재위원회 서울시 시민이 있다 문화 , , . 
재위원회 및 그 전신인 문화재보존위원회 는 (1964~) (1960~1964) 1961
년 덕수궁 담장 년 조선호텔의 취급 논의에서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 1967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과거 문화재의 기준에 대한 편협하고 엄격한 , 
잣대와 그로 인해 많은 역사적 건축물이 파괴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당시 이들은 문화재로 정식 지정된 건축물만이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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겼으며 지정된 건축문화재의 보존 방식으로는 원위치 보존 원칙을 가장 
중시함으로써 웬만하면 이축을 승인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일관하였다 이. 
들은 대통령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경복궁 광화문 사례 외에는 모(1967) 
든 이축 여부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는데 원위치 보존 원칙의 고수, 
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례에서 결국 이축을 승인하기도 하였다 그 사례들. 
을 분석한 결과 여론을 반영한 결과라는 점 이외에 이축 승인의 기준은 , 
존재하지 않았으며 일관적이지도 않았다 다만 이축을 승인할 경우 잘못. 
된 선례를 남기는 것에 대해 매우 염려하였다 이축 관련 제도의 필요성에 . 
대해서는 년 이래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몇 차례 대두되었지만 지1987
속적인 관심을 얻지 못하였다 년의 두 사례 구 벨기에 영사관 종친. 1980 ( , 
부 경근당과 옥첩당 를 통해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이축지를 결정하는데 )
있어 원위치와의 유사성이나 장소성 유지 보다는 문화재 공개 활용을 위
한 대중성과 접근성 원위치와의 근접성 등에만 집중하였음을 알 수 있었, 
다 이축과 관련해 문화재위원회가 장소성을 고려했던 기록은 년 서. 2004
울 구 신촌역사 사례에서 처음으로 찾을 수 있었는데 년 종친부 경, 2010
근당과 옥첩당에서는 오히려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이축 
논의에 장소성 고려가 매우 부족하였으며 따라서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축 진행시에 문화재위원회는 변경 가능한 건축적 요소에 대해. 
서 따로 명시해 주되 그밖에는 대체로 원형 유지와 최대한의 원재료 재‘ ’ 
사용을 가장 기본적인 규칙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년대 이전. 1990
에는 원형 의 기준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공사 정황을 통해 당시 원‘ ’ ‘
형 이 가리키는 바에 대해 유추하여 알아보았다 이외의 이축 승인 조건으’ . 
로는 공사의 보고와 보고서 발간 원위치 표시와 안내판 명시 등이 있었으, 
나 과거에는 공사의 보고 외에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가 현대에 가까워
질수록 잘 지켜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역사적 건축물 보존을 위한 이. <
축 고려 사항 을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 

서울시는 이축의 추진 주체로서 여러 번 등장하였는데 시기에 따른 건축 
문화재에 대한 태도 변화가 뚜렷이 나타났다 년대에는 건축. 1960~1970
문화재의 이축을 통해울도로 건설을 위한 대지를 확보하곤 했으나, 1990
년대 전후에는 건축문화재의 활용을 통한 도시 이미지 조성이라는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 이축을 추진하였다 년대는 서울도시기본계획서에. 1990
서 역사문화자산 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기도 한 시기로서 기세황 박‘ ’ ( , 
소현 서울아시안게임 과 서울올림픽 직후였기 때문, 2019) <86 > <88 > 
에 서울시는 도시 이미지 조성과 마케팅을 위해 역사문화자산을 적극 활
용하였으며 이축을 수단으로 역사문화장소를 조성하여 보여주고자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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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년대에는 건축문화재라는 존재가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 1960~1970
장애물이 되었던 것에 반해 년 무렵에는 말 그대로 자산 으로서 활1990 ‘ ’
용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시민은 이축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여론 형성의  
주체였다.204) 이들은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 여론을 형성 표출하고 있지 , 
만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언론을 통해야만 했고 따라서 언
론의 입장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문화재 보존 위원회. ( )
나 관계 전문가조차 덕수궁 담장과 조선호텔의 보존 가치를 인정하지 않
던 년대 시민은 유일하게 그 보존을 주장하는 주체였으며 이후에도 1960 , 
도시개발보다는 문화재 보존을 지지하는 편에 지속적으로 서왔다 시민과 . 
문화재위원회는 도시 속 건축문화재를 어떤 방식으로 보존할지에 대한 관
점에 큰 차이가 있었다 문화재위원회는 원위치 원형 보존을 고집했던 반. , 
면 시민들은 건축문화재의 미관 도시 혹은 전체 문화재와의 조화 등 시, , 
각적 요소를 더욱 중요시 여겨 이를 위해서라면 원위치를 포기할 수도 있
다고 여겼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러한 점을 이용해 이축 찬성 여론을 이. 
끌어내기도 하였다 한편 시민들은 경복궁 광화문 과 독립문의 사. (1967)
례에서 이축지를 제안하기도 하였는데 건축문화재에 국가적 상징물 기념, 
비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이는 년대 정부적 차원에. 1960~1970
서 강조했던 전통 민족 정치적 의도 아래의 문화재 보존이 국민들에게도 , ,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상 그동안 중심 주제로는 거의 다루어 진적 없는 이축 이라는 주제를  ‘ ’
중심으로 건축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행하게 되었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들을 도출하고 서울의 사례들을 분석해 보았다 년대 이래 건축문화. 1960
재의 이축은 도시개발을 위한 대지 확보 수단으로 흔히 사용되었다 그러. 
나 년대 이후로 도시개발보다 도시의 역사성과 역사적 이미지 조성1990
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역사문화. 
장소 조성을 위한 건축문화재 이축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도시개발을 위
한 이축은 감소하였다 년대 이후로 서울 지역의 지정문화재의 이축. 2000
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도시개발보다 건축문화재의 원위치 보존
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경향을 읽을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는 무분별. 
한 이축을 걱정하기보다 건축문화재에 있어서 원위치 가 갖는 의미 원, ‘ ’ , ‘

204) 장의 각주에서 밝혔듯이 이 연구에서의 시민 여론 이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3 , ‘ ’
비전문가의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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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로부터 찾을 수 있는 문화재적 가치는 무엇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
있다 원위치 의 의미를 지리적 좌표가 아니라 그 도시적 맥락 주변 환경. ‘ ’ , 
과의 관계 장소성 등에서 찾고자 하는 시각이 강조되어야 하며 이축 승인, 
과 이축지 선택 시에도 마찬가지이다 더불어 시대적 환경적 변화로 인해 . , 
원위치 가 해당 사례의 문화재적 가치와 큰 관련이 없어졌거나 혹은 이축‘ ’
을 통해 문화재적 가치를 오히려 더 강조할 수 있다면 건축문화재의 이축
은 보존과 활용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축 시. 
에는 앞서 도출한 고려 사항의 준수 활용 계획 동반 도시맥락을 최대한 , , 
유지할 수 있는 이축지 선택 가역성 확보 등과 같은 신중한 결정, ( ) 可逆性
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축 승인 관련 제도의 수립 더욱 다양하고 광범위. , 
한 연구 등이 요구되며 이 논문이 그 기반 연구로서 도움이 되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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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inciple of conserving cultural heritage at home and abroad 
permits the relocation of architectural heritages as a last resort to 
counter the threat of damage caused by force majeure such as 
natural disasters. However, the specific standards, systems, and 
prior research on relocation other than the ‘last resort’ are still 
insufficient in Korea, and there are few organized records of 
relocations done in the past, so the need for research is 
emphasized. Even the concept of relocation is not clear, and the two 
concepts of 'relocation' and 'reuse of building materials' have been 
used without distinction. In this study, when limited to the scope of 
architectural heritages, it was distinguished whether 'relocation'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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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se of building materials' by whether non-physical values were 
moved together. In other words, if the status as a building heritage 
has not been lost even after the relocation, the non-physical value, 
that is, the value as a architectural heritage, is considered to have 
been relocated along with the architecture, and in this case, it was 
regarded as a relocation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

 This study focuses on the act of relocating as a method of 
conserving architectural heritages. After reviewing theoretical 
matters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20 specific cases on 
Seoul were analyzed. These 20 cases cover all cases in Seoul, and 
these cases were relocated after being officially designated or 
registered as architectural heritage, and their status as architectural 
heritage was maintained even after the relocation. The purpose, 
background, intention, and process of the relocation of these cases 
were identified and categorized, and the impact of the relocation in 
the past was also investigated. Through the act of relocation that 
occurred in the past, it was intended to be helpful in understanding 
the part of the history of conservation of architectural heritages and 
suggesting a future direc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ollowing three facts were derived.

 The first is a consideration when relocating for conservation of 
architectural heritages. Based on prior research at home and abroad, 
basic and general matters to be considered step by step during 
relocation for the conservation of historic architectures have been 
derived. In addition, through the analysis of Seoul cases, 
considerations that can help utilize architectural heritage were 
derived.
 The 8 <Relocation Considerations for Conservation of Historic 
Architectures> and 6 <Additional Considerations according to the 
Relocation Type of Historic Architectures> extracted through 
previous studies are as follows. (1) Relocation of a historic 
architecture should only be done in the last way when all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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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s for conservation and protection are impossible under the 
circumstances in which it is threatened with damage. (2) The main 
elements to be conserved when relocating historical architectures. 
(3) The site to be relocated is carefully determined through an 
investigation. (4) Make a thorough plan based on the above research 
and follow it. (5) After the relocation, the original location and the 
fact of the relocation are guided to the users of the building. (6) 
Implement and monitor the maintenance plan after relocation. (7) 
After relocation, excavation and investigation of the remains of the 
original site may be required. (8) All contents, including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process of relocation, and the results 
are kept in a record. The following are things to consider when 
dismantling and relocating. (9) A plan for the units and sequence of 
dismantling is necessary when moving. When marking on a member, 
it should be in a hidden place so that it can be erased or not 
exposed during reassembly. (10) Since repair and restoration can be 
carried out at the same time, this should be considered and a plan 
should be prepared. (11)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use of 
modern materials and facilities (electricity, water supply, etc.). The 
fact that modern materials have been used must be marked and 
recorded. The material must not deform existing elements and must 
be durable. The next thing to consider is when moving without 
dismantling. (12) It is necessary to plan the means of transportation 
and the route of movement, and escort and traffic control may be 
required. This should be planned in cooperation with the local police 
transport department. The next thing to consider when relocating in 
large numbers. (13) Each architecture must comply with the above 
<Relocation Considerations for Conservation of Historic 
Architectures>. (14) An open-air museum may be established, but 
the conservation and protection of historical architectures must be 
prioritized over the purpose of exhibition. Each building in the 
open-air museum must also comply with the above <Relocation 
Considerations for Conservation of Historic Architectures>.
 In addition, the following could be added as considerations for 
post-relocation utilization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Seou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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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 the case of relocation, a specific utilization plan should be 
established and carried out together. (2) The relocation site should 
be decided as a place that can maintain the existing urban context 
as much as possible, and for this purpose, it may be helpful to 
minimize the moving distance.

 Second, the purpose of the relocation of architectural heritages in 
Seoul can be represented in three ways: restoration, urban 
development, and the cre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places.
 Relocation made in the name of 'restoration' has steadily occurred 
from the 1960s to the present, and approval for status quo change 
has been omitted or easily made. However, until the 1990s, the 
existence of architectural heritages was given symbolic meaning and 
political purposes, and to emphasize this, it was accepted that it 
could be relocated to an appropriate place other than its original 
location. On the other hand, after 1990, the purpose of conserving 
architectural heritage began to be regarded as "to pass on the 
heritages of mankind and the nation to the next generation" and the 
principle was to restore the exact original location.
 The relocation of architectural heritages for the purpose of urban 
development has also been steadily occurring since the 1960s. 
However, the subject of relocation promotion and the process of 
permission to relocate were divided into three periods from the 
1960s to the 1970s, the late 1970s to the early 1990s, and after 
the 2000s, showing a clear trend. The 1960s to the 1970s were a 
time when the confrontation between urban development and 
architectural heritages conservation was sharp, and all the causes of 
the relocation were road construction. Examples include Daehanmun 
Gate in Deoksugung Palace, Sajikdan Gate, Gwanghuimun Gate, and 
Independence Arch. The subjects of the promotion were the Seoul 
Metropolitan City Planning Bureau and related departments, and the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Bureau, which received an application 
for approval of the status quo change, eventually approved it after 
the first few disapproval. The reason is that although the 
architectural heritage was maintained in its original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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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such as landscape destruction, poor accessibility, and 
exposure to the risk of damage occurred as the surrounding area 
was gradually surrounded by road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Daehanmun Gate in Deoksugung Palace and Independence Arch, it 
was a state-owned architectural heritage and located in the city 
center, so citizens actively expressed their opinions on the 
relocation. They criticized the appearance of architectural heritage 
surrounded by roads, so they rather turned in favor of the 
relocation.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finally decides whether 
to relocate or not, but it can be seen that the public opinion of 
these citizens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As a result, in these 
cases, the reason for the approval of the relocation can be 
interpreted as ‘to relocate architectural heritage suitable for the 
already developed urban environment’ rather than simply ‘to secure 
land for urban development’.
 From the late 1970s to the early 1990s, the conflict between 
urban development and the conservation of architectural heritage 
continued. However, unlike in the previous period, all relocated 
architectural heritages are privately owned, and once the owner 
decides to relocate, approval for the relocation was mostly made 
with ease.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presented cautions and 
recommendations when relocating.
 After the 2000s, the social atmosphere had changed to give more 
importance to the conservation of architectural heritage than to 
urban development. However, urban development continued, and the 
development that was the center of the downtown area in the past 
was extended to the outskirts, and the architectural heritages of the 
area were relocated. All architectural heritages relocated during this 
period were registered architectural heritages, so approval for 
relocation was not essential. Considering that there were no cases 
of relocation of designated architectural heritages during this period, 
it can be judged that there were no applications for permission to 
relocate designated architectural heritages or all of them were 
disapproved. This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the standard for 
approval of relocation may have become more stringent than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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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historical and cultural places created through the relocation of 
architectural heritages, there are Gyeonghuigung Palace and 
Namsangol Hanok Village. In preparation for the <88 Seoul 
Olympics> and <The 600th Anniversary of the City of Seoul>, 
they conducted marketing through historical and cultural places for 
the purpose of creating a city image, emphasizing historicity, and 
improving the urban environment. In the case of <Namsangol Hanok 
Village Construction Project>, it can be seen that there was also a 
secondary purpose in conserving architectural heritages by 
continuously managing hanoks, which were severely damaged, 
deformed, and expanded, and demanded the removal of architectural 
heritages. 
At this time, all of the relocated architectures were designated as 
regional architectural heritages of Seoul, and the project of historical 
and cultural places was promo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o the application and approval process for relocation 
permission was omitted. While the <Namsangol Hanok Village 
Project> was a project to create a completely new place by 
reflecting the opinions of the citizens, the <Gyeonghuigung Palace 
Restoration Project> was a ‘restoration’, so it had to be based on 
historical facts. But they didn't do it right and didn't give them 
enough time. As a result, the <Gyeonghuigung Palace Restoration 
Project> was criticized for its concentration on display through 
formal restoration and damage to historic sites, and showed that it 
have to very careful when relocating as a means for restoration.

 The third is that there is a clear difference of opinion according to 
the participants and time in the decision to relocate.
 Representative actors participating in the relocation include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citizens.
 In the case of the Deoksugung Palace in 1961 and the Joseon 
Hotel in 1967,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1964~) and its 
predecessor, the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Committee(1960~1964), were found to have evaluated them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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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worthy of conserving them. It shows the possibility that many 
historical architectures have been destroyed as a result of strict 
standards. At that time, they believed that only architectures that 
were officially designated as architectural heritages were worth 
conserving. As the conservation method of designated architectural 
heritages, the principle of conserving it in its original location was 
the most important, so it was consistent in its attitude not to 
approve the relocation. They were directly involved in the decision 
of whether to relocate, except for the case of Gwanghwamun Gate 
in Gyeongbokgung Palace(1967), which was made under the 
direction of the president. They eventually approved the relocation 
in several cases, despite adherence to the principle of conservation 
in original loca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ases, there was no 
standard for approval of relocation except that it was a result of 
reflecting public opinion, and it was not consistent. Only they 
seemed very concerned about setting a false precedent if they 
approved the move. The need for a relocating permit system has 
been raised several times at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meeting since 1987, but has not received sustained attention. 
Through two cases in 1980(former Belgian Consulate, 
Gyeonggeundang and Okcheopdang in Jongchinbu), it can be seen 
that at that time,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focused only on 
proximity to the original location as a condition for determining the 
relocation site, rather than maintaining the similarity or placeness to 
the original location The first record that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considered placeness in the relocation was found in the 
case of former Sinchon Station in 2004. However, it could not be 
found in Gyeonggeundang and Okcheopdang in Jongchinbu in 2010. In 
other words, it can be seen that consideration of placeness was 
very insufficient in the discussion of relocation, and therefore the 
necessity is emphasized. In the process of relocation,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specified the architectural elements that can be 
changed, and other than that, in general, the maintenance of the 
'original form' and maximum reuse of the original materials were 
suggested as the most basic rules. However, before the 1990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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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of the 'original form' was not clearly specified, so the 
designation of the 'original' at the time was inferred from the 
construction situation. Other rules suggested for approval of 
relocation included construction report, publication of reports, 
indication of original location, and indication of information boards, 
but were rarely implemented except for construction reports in the 
past. However, the closer to the present, the better the 
implementation was. This was also the case when evaluated based 
on <Relocation Considerations for Conservation of Historic 
Architecture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appeared several times a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relocation. They showed a distinct 
change in attitude toward architectural heritages over time. From the 
1960s to the 1970s, an attempt was made to secure land for road 
construction through the relocation of architectural heritages, but 
around the 1990s, the relocation was promoted for a completely 
different purpose of creating a city image through the use of 
architectural heritages. The 1990s was a period when the concept of 
‘historical and cultural assets’ first appeared in the Comprehensive 
Plans of Seoul. Since it was right after the <86 Seoul Asian 
Games> and the <88 Seoul Olympic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ctively utilized architectural heritages for the purpose 
of creating a city image and marketing. It was intended to create 
and display a historical and cultural place by means of relocation. In 
other words, from the 1960s to the 1970s, the existence of 
architectural heritages became an obstacle to Seoul's urban planning, 
whereas around the 1990s, it was accepted as an 'asset' and 
valuable to be used.
 Citizens are the subject of public opinion formation that indirectly 
influenced the decision to relocate. These days, they form and 
express public opinion through the Internet, but in the past when 
the Internet was not developed,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them 
from the position of the media. In the 1960s, when even the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Committee or related experts did not 
recognize the value of the conservation of the walls of Deoksu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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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ace and the Joseon Hotel, citizens were the only ones who 
insisted on its conservation. There was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citizens and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in terms of how to 
conserve architectural heritages in the city.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insisted on conserving the original location and original 
form. On the other hand, citizens valued the visual elements of 
architectural heritage more important, such as aesthetics and 
harmony, and thought that the original location could be abandoned 
for this purpos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ook advantage 
of this to damage the aesthetics and harmony of the surrounding 
architectural heritage, thereby drawing public opinion in favor of the 
relocation. Meanwhile, citizens suggested relocating sites in the 
cases of Gwanghwamun Gate in Gyeongbokgung Palace(1967) and 
Independence Arch(1978). In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relocation 
site, they showed the appearance of giving architectural cultural 
properties a meaning as a national symbol and a monument.

 In this way, with the focus on ‘relocation’, which has hardly been 
treated as a central theme, it was attempted to derive the 
considerations to be taken into account when it comes to the 
conservation of architectural heritages and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cases in the Seoul. However, more extensive 
follow-up studies are required based on this study because there 
are still some areas that have not been addressed, such as cases 
outside of Seoul and the types of relocation that reflect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architectural heritages.

                                                                    
keywords : architectural heritage, relocation, reconstitution, conservation, 
           preservation, urban development, utilizati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ultural Heritag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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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국제원칙 헌장 중 역사적 건축물의 이축에 대한 허용 사항 1. (ICOMOS ) 
원문

The Venice Charter(1964): Article 7. ● 
A monument is inseparable from the history to which it bears witness and from the setting 
in which it occurs. The moving of all or part of a monument cannot be allowed except 
where the safeguarding of that monument demands it or where it is justified by national 
or international interest of paramount importance.

The Burra Charter(1979): Article 9. ● 
A Building or work should remain in its historical location. The moving of all or part of 
a building or work is unacceptable unless this is the sole means of ensuring its survival.

Appleton Charter(1983): Relocation. ● 
Relocation and dismantling of an existing resource should be employed only as a last resort, 
if protection cannot be achieved by any other means.

New Zealand(1992): 10. Relocation● 
The on-going association of a structure or feature of cultural heritage value with its 
location, site, curtilage, and setting is essential to its authenticity and integrity. Therefore, 
a structure or feature of cultural heritage value should remain on its original site.
Relocation of a structure or feature of cultural heritage value, where its removal is required 
in order to clear its site for a different purpose or construction, or where its removal 
is required to enable its use on a different site, is not a desirable outcome and is not 
a conservation process.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a structure of cultural heritage value may be relocated if 
its current site isin imminent danger, and if all other means of retaining the structure in 
its current location have been exhausted. In this event, the new location should provide 
a setting compatible with the cultural heritage value of the structure.

The Burra Charter(revision in 1999): Article 9. Location● 
9.1 The physical location of a place is part of its cultural significance. A building, work 
or other element of a place should remain in its historical location. Relocation is generally 
unacceptable unless this is the sole practical means of ensuring its survival.
9.2 Some buildings, works or other elements of places were designed to be readily 
removable or already have a history of relocation. Provided such buildings, works or other 
elements do not have significant links with their present location, removal may be 
appropriate.
9.3 If any building, work or other element is moved, it should be moved to an appropriate 
location and given an appropriate use. Such action should not be to the detriment of any 
place of cultural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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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문화재 이축 시 적용되는 국내 제도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중 지정문화재 이축에 대한 행위 취급< > ● 
제 조의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법 제 조제 항제 호에서 대통령 21 2( )  35 1 1 “① 
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 .  < 2018. 2. 27., 2018. 5. 28., 2019. 
7. 2.>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1. , , , ,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과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2. ( 41 1

포함한다 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중략(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3. , 
가 건축물 또는 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 , , 

개축 이축 또는 용도변경 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하는 행위, ( ) ( )移築
이하 생략( )

문화재보호법 중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이축 포함 의 허가 사항< > ( )● 
제 조 허가사항 국가지정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35 ( ) ( . )①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 , 
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의 허가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를 받아야 한다 개정 ( ) .  < 2014. 1. 28., 2015. 3. 27., 2017. 
11. 28., 2019. 11. 26., 2020. 12. 22.>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ㆍ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제 조제 항에 따라 수입  1. ( 41 1
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 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국가지정문화재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2. ( )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 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 하거나   3. ( : )影印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임시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4. , , 
광물을 포획 ㆍ채취 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 )捕獲 採取

국가지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제  1② 
항제 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2 , , 
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 조제 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74 2 .  < 2014. 
1. 28.>

문화재청장은 제 항제 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1 2③ 
에 관하여 허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ㆍ도지
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  < 2014. 1. 28.>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 항에 따른   , , 1④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30
한다 신설 .  < 2018. 6. 12.>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 항에서 정한   , , 4⑤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
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 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
본다 신설 .  < 2018. 6. 12.>

문화재보호법 중 현상변경 허가 기준< > ● 
제 조 허가기준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36 ( ) , , ①

은 제 조제 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35 1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  < 2014. 1. 28., 2019. 11. 26.>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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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3.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 항에 따른   , , 1②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  < 2014. 1. 28.>

문화재보호법 중 등록문화재 이축 현상변경 의 허가 사항< > ( )● 
제 조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56 ( ) ①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30 , 
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 .  < 2014. 1. 28., 2018. 12. 24.>

해당 문화재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  1. ( )
로 정하는 행위

해당 문화재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2. ( )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3. 
제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  1② 

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  < 2018. 12. 24.>

제 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국가등록문화재  1. 57
제 조제 항에서 준용하는 제 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가등록문화  2. 59 2 51

재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국가등록문화재  3. 
제 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1 , , ③ 

사실을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 )
하여야 한다 개정 .  < 2014. 1. 28.>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 항에 따라 신고된 국가등록  1④ 
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지도ㆍ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  < 2018. 12. 24.>
제목개정 [ 2018. 12. 24.]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지정문화재의 이축 현상변경 허가 사항< > ( ) ● 
제 조 허가사항 지정문화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20 ( )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 
또한 같다.

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 1. , , (捕
채취 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獲 採取

지정문화재 등을 탁본 또는 영인 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2. ( )影印
하는 행위

지정문화재 등 보호물 보호구역과 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 의 현상을 변경 동물 식물3. ( , ) ( ·
을 표본 하거나 박제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 ) ( ) )標本 剝製
있는 행위로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지정문화재의 이축 현상변경 허가기준< > ( ) ● 
제 조 허가기준 시장은 제 조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21 ( ) 20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1.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2. 
문화재기본계획과 제 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3. 3

문화재청 예규 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중 조사222 < > , ● 
심의 및 허가에 관한 사항
제 조 문화재위원회 심의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여부를 검토하12 ( ) ①  
기 위해 법 제 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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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1 , ②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위원회에 허가 사항을 사후에 알려야 한다. .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별표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등 허가 주요 심의대상 에   1. ( 1) ‘ ’「 」
명시되지 않은 사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별표 에서 정한 경미한 문화재수리 범위에   2. 4 ( 1)「 」 
해당하는 사항

문화재위원회를 거쳐 자체 허가사항으로 결정한 사항  3. 
그 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중 신청내용이 경미하여 문화재 보존  4. ,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문화재청장이 판단한 사항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문화재명 사업내용 사업대상지 현황 허용기준의 내용 문화재로부터 이격거리 등  1. , , ( , )

문화재로부터 이격거리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는 경우는 보호구역 의 외곽경계에서     ( )※ 
사업대상지 외곽경계까지 최단 거리를 가리킴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의견  2. · · ·
관계전문가 또는 문화재청 소관부서 의견  3. 
사업대상지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시 발굴조사 실시 여부 단 시  4. · ( , ·

발굴조사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경우만 해당)
인접 지역의 과거 현상변경 등 허가 처리 이력 허가 처리 이력은 최근 년을 기준으로   5. ( 3

하되 제 호에 따른 소관부서 의견으로 포함 가능, 3 )
사업 내용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  6. 18「 」 

조 및 같은 지침 별표 의 문화재 유형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 2] ‘
허용 검토기준 에 부합되는지 여부’
제 조 현지조사 등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 또는 자체 허가 전에  법 시행령 13 ( ) ①  
제 조의 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게 현지조사 또는 서면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21 4 .

현지조사 의견서 양식은 이 지침 서식 에 따른다  [ 1] .② 

아부심벨의 완전성 을 위한 해체 이축 규칙3. (integrity)

절단된 블록의 리프팅 규칙● 
각 블록은 항상 수직방향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유지한다1. .
각 블록을 들어 올려 내부 응력을 약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취급한다2. .
어떤 종류의 리프팅 장치도 사원 표면이나 블록의 가장자리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3. .

셋팅 규칙● 
새로운 장소의 사원 주변은 원래의 것과 상당히 달라야하기 때문에 새로운 풍경이 만들어 1. 

져야하며 사원이 눈에 띄게 중심을 형성해야 한다, .
새로운 풍경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아부심벨 사원의 특성을 절벽 사원 인 것처럼 유지하여 2. 

미리 준비된 블록과 기둥으로 지어진 보다 일반적인 유형의 사원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어, 
야 한다.

원래의 천연 암석으로 구성된 사원 파사드 바로 주변의 원래 설정을 유지해야 한다3. .
그러나 사원 파사드 주변의 암석 표면은 사원이 한 번 깎인 절벽 측면의 개념을 유지하는 4. 

방식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절벽 측면을 재구성하는 아이디어는 아부심벨 사원의 기념비적 특성5. 

을 보존하는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사원의 파사드가 있는 절벽의 측면은 주변 사막 고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언덕에 의해 지지되6. 

어야 한다.
사원 앞의 해안 지역과 나세르 호수의 바다까지 그리고 사원 뒤의 사막 지역은 적어도 그것들7. , 

로부터 거리까지 함께 경치를 형성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 있는 기념비적인 장소로서의 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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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해야 한다.

현대적 재료 사용 규칙● 
사원의 외관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1. .
사용 시 어떤 식 으로든 사원의 요소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2. .
노후화로 인해 파괴되어서는 안 되며 사원의 내구성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3. .

엔지니어의 고려 사항● 
현대 재료는 항상 사원과 동시에 보이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한다1. .
사암은 콘크리트의 물이나 습기로부터 항상 플라스틱 코팅으로 보호되어야 한다2. .
사용 된 모든 플라스틱은 사전에 신중하게 테스트 되어야 한다3. .
사용된 플라스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되는 경우에도 사원 요소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4. 

록 해야 한다.
사용 된 모든 강철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매립되어야 한다5. .
콘크리트는 매우 높은 품질을 제공하여 사원의 사암보다 내구성이 훨씬 뛰어나야 한다6. .

역사적 건축물 이축과 관련한 해외 제도4. 

미국 국립유적지 보호재단 에서의 역사적 건축물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 
이축 권고 사항
! 국립사적지 에 등재된 건물을 이축하기 전에 해당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기관에 연락한다 이축의 이유를 입증하고 건물의 역사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 , 
제안된 현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유산은 국립사적지 목록에서 삭제될 . 
수 있으며 원할 경우 재지정할 수 있다, .

! 새 위치를 선정할 때 호환성 원래 위치와의 근접성 및 유사성 이웃의 관심사 및 이축 , , , 
용이성을 고려해야 한다.

! 경험 있는 전문 이사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국제구조물이동협회.  (IASM, International 
는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 공공 책임 재산 손해 및 Association of Structural Movers) . , 

근로자 보상에 대한 적절한 보험 보상을 확인한다 필요한 건축 및 이축 허가를 받고 공기업 .  , 
및 법 집행 기관과 적절히 협의한다.  

! 건물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으로 기록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경우 측정된 도면을 , 
준비한다 이동 중에 발생하는 모든 것을 기록한다. .

! Before planning to move a building that is listed on the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contact the Stat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  It may be necessary to 
substantiate the reason for the proposed move, to describe the impact on the building’s 
historical value, and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proposed site.  Consequently, the 
property may be removed from the National Register; if desired, it may be possible 
to renominate.

! When selecting a new site, consider stylistic compatibility, proximity and similarity 
to the original site, neighborhood interests, and ease of transport.

! Select a reputable moving company that has previous experience with historic 
buildings.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tructural Movers may be a good 
resource. Ascertain adequate insurance coverage for public liability, property damage, 
and workers’ compensation.  Obtain necessary building and moving permits; make 
arrangements with utility companies and law enforcement as appropriate.

! Document the building photographically while it is still intact; prepare measured 
drawings if it is historically significant. Record any disassembly that occurs as part 
of the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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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규정집 제 부 제 장 호 제 부 규정60 1 36 , 60● 
! 국가 등록부에 기재된 재산은 보존에 대한 실행 가능한 대안이 없는 경우에만 이축해야 

한다 유산이 이동될 때 그것의 역사적 방향 즉각적인 설정 및 일반적인 환경을 재정립하기 . , ,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국가 또는 연방 기관은 국립사적지 에 기재된 구조물(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을 이전할 것을 제안하고 이축 중 또는 이후에 해당하는 재산을 국립사적지에 남길 희망할 
경우 주 또는 연방 기관은 다음 사항을 논의하여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축 이유 , . (i) 

역사적 유산의 완전성 에 대한 영향 제안된 부지가 구조물의 이축으로 (II) (integrity) (iii)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증거를 포함하여 제안된 부지의 이축 계획과 제안된 , 
위치를 보여주는 사진이 제출되어야 한다 국가가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국가 검토 위원회의 .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속적으로 검토될 것이다, .

! 미국 국립사적지가 제안을 승인하는 경우 유산의 완전성이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파괴되지 , 
않는 한 이축 중과 이후에 재산은 미국 국립사적지에 남게 된다 국가 등록 기관이 제안을 , . 
승인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축물은 이축 시 자동으로 미국 국립사적지에서 삭제된다 주 , . 
또는 연방 기관이 인식하지 못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 또는 연방 기관은 미국 , 
국립사적지 등록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 구조물이 이동될 경우 이축 전에 위의 절차를 따르지 않는 한 미국 국립사적지로부터의 , , 
삭제는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유산이 이미 이전된 경우 미국 국립사적지에 통지하는 것은 . , 
주 또는 연방 기관의 책임이다 국가 또는 연방 기관이 국가 등록부에 구조물을 재등록을 . 
원한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 사항을 논의하여야 한다 이축 이유 재산의 역사적 , . (i) (ii) 
완전성에 대한 영향 및 제안된 부지가 구조물의 이축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iii) 
않는다는 증거를 포함한 새로운 환경 계획 또한 새로운 위치의 구조를 보여주는 사진을 . 
수정사항과 함께 제출하여 주 검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절차 에 따라 역사적 보존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의견과 일치하는 방식으(36 CFR Part 800)
로 연방 연방 지원 또는 연방 허가 프로젝트의 결과로 이축 된 유산에 미국 국립사적지 ( , ) 
자격이 부여된다 에 대한 예외 자문위원회의 절차에 따른 부동산 이축은 개별. § 60.16 (b) . 
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 Part 60, Chapter 1 , Title 36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Properties listed in the National Register should be moved only when there is no feasible 

alternative for preservation. When a property is moved, every effort should be made 
to reestablish its historic orientation, immediate setting, and general environment. 

! If it is proposed that a structure listed in the National Register be moved and the State 
or Federal agency wishes the property to remain in the National Register during and 
after the move, the State or Federal agency must submit documentation prior to the 
move which should discuss: (i) The reasons for the move; (ii) The effect on the 
property's historical integrity; and (iii) The new setting and general environment of 
the proposed site, including evidence that the proposed site does not possess historical 
significance that would be adversely affected by the intrusion of the structure. In 
addition, photographs showing the proposed location must be sent along with the 
documentation. Any such proposal submitted by a State must be approved by the State 
review board and will continue to follow normal review procedures. 

! If the National Register approves the proposal, the property will remain on the National 
Register during and after the move unless the integrity of the property is, in some 
unforeseen manner, destroyed. If the National Register does not approve the proposal, 
the property will be automatically deleted from the National Register when moved. If 
the State or Federal agency has proof that previously unrecognized significance exists, 
or has accrued, the State or Federal agency may resubmit a nomination for the property 
as outlined below. 

! In the event that a structure is moved, deletion from the National Register will be 
automatic unless the above procedures are followed prior to the move. If the property 
has already been moved, it is the State or Federal agency's responsibility to notify 
the National Register. Assuming that the State or Federal agency wishes to have the 
structure reentered in the National Register, it must be nominated again on new forms 
which should discuss: (i) The reasons for the move; (ii) The effect on the property's 
historical integrity, and (iii) The new setting and general environment, including 
evidence that the new site does not possess historical significance that w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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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sely affected by the intrusion of the site. In addition, new photographs showing 
the structure at its new location must be sent along with the revised nomination. Any 
such nomination submitted by a State must be approved by the State review board. 

! Properties moved [as a result of a Federal, federally assisted, or federally licensed 
project]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comments of the Advisory Council on Historic 
Preservation, in accord with its procedures (36 CFR Part 800), are granted an exception 
to § 60.16(b). Moving of properties in accord with the Advisory Council s procedures 
should be dealt with individually in each memorandum of agreement.

호주박물관위원회의 야외박물관 권고 사항● 
! 지역 또는 살아있는 역사박물관에 대한 연방 보조금은 자격을 갖춘 역사가 고고학자 큐레, , 

이터 및 기타 전문가가 고문으로 참여해야 한다. 
! 박물관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다 만약 그들이 유지비를 위한 수입을 벌기에 충분하지 못하. 

다면 유지될 수 없다 정부의 추가 지원은 자활의 전망과 역사 전시로서의 그들의 진위 . 
여부를 세심하게 평가한 후에만 이루어진다 후략.( )

! As the rise of the local and living-history museums forms one of the most vigorous 
cultural movement’s in Australia in recent times, the movement receive support, and 
guidance.

! Individual local museums be eligible to apply for assistance to the proposed Australian 
Museums Commission. Several will probably achieve the grading of major or associated 
museums, but most of the local museums can expect support only through a regional 
arrangement.

! The formation of regional associations or networks of local museums would provide 
a useful and economical channel, through which federal aid and technical help could 
be provided, and each voluntary network be provided with a professional curator or 
full-time consultant at the Australian Government’s expense. Each network should also 
operate an advisory service in conservation.

! As the main defect of most local museums is lack of that historical knowledge whereby 
they can date, describe and classify their exhibits, and as there is not yet an adequate 
source of such knowledge in Australia, the proposed Australian Museums Commission 
promote training programs or a post-graduate course in those facets of Australian folk, 
technological, economic and. social history which are most relevant to museums. Field 
surveys of objects already collected in museums are also urgently needed in order to 
harness and index the present knowledge.

! The items and collections already held in the local museums are collectively of such 
variety and such importance that they could form together ten or more major museums. 
A register of the more important items be compiled as an aid to thead equate 
preservation of these items, the arranging of exchanges and loans, and the informing 
of tourists and research students.

! Any federal grants or loans to local or living history museums be given only on condition 
that qualified historians, archaeologists, curators and other specialists are engaged as 
advisers.

! Museums which are primarily fun parlours be forced to justify themselves by the 
standards of the entertainment industry. If they do not entertain enough people to earn 
the revenue to pay their expenses, they should be allowed to die. Any further 
government support to this kind of museum be made only after careful assessment 
of their prospects of becoming self-supporting, and of their authenticity as history 
displays.

! Privately owned museums riot be eligible for direct grants from a government but, on 
occasions, a government loan could be justified if the private museums’collections were 
of great importance.

! Multiple funding of museums by various departments and authorities of the Australian 
Government either cease or be closely screened by a co-ordinating committee. 
(Piggott, 19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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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호주 국가유산위원회 법 에서 정의하는 장소1975 (Australian Heritage Council Act) ‘ ’● 
! 현장 구역 또는 지역, . 
! 건물 또는 기타 구조물 이러한 건물 또는 다른 구조와 관련되거나 연결된 장비 가구 부속품 ( , , 
및 물품을 포함할 수 있음) 

! 건물 또는 기타 구조물 그룹 해당 건물 또는 다른 구조물 그룹과 관련되거나 연결된 장비( , 
가구 부속품 및 물품을 포함할 수 있음, )

! A. a site, area, or region. 
! B. a building or other structure (which may include equipment, furniture, fittings and 

articles associated with or connected with such building or other structure). 
! C. a group of buildings or other structures (which may include equipment, furniture, 
fittings and articles associated with or connected with such group of buildings or other 
structures).

년 호주 국가유산에 포함된 장소 의 조건1975 ‘ ’● 
! 호주 자연사 또는 문화사의 과정 또는 패턴에서의 중요성. 
! 호주 자연사 또는 문화사의 희귀 희귀 또는 멸종 위기에 처한 측면의 보유, . 
! 호주의 자연사 또는 문화사의 이해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가능성. 
! 다음과 같은 주요 특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 중요성 호주의 자연 또는 문화 장소의 등급; (i) ; 

호주의 자연 또는 문화적 환경의 등급(ii) . 
! 지역사회 또는 문화 집단이 중시하는 특정 미적 특성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의 중요성. 
! 특정 기간 동안 높은 수준의 창의적 또는 기술적 성취를 입증하는 데 있어 중요성. 
! 사회적 문화적 또는 영적인 이유로 특정 공동체 또는 문화 집단과 강한 또는 특별한 연관성, . 
! 호주 자연사 또는 문화사에서 중요한 개인 또는 개인 그룹의 생명 또는 작품과 특별한 연관

성.
! A. its importance in the course, or pattern, of Australia's natural or cultural history. 
! B. its possession of uncommon, rare or endangered aspects of Australia's  natural or 

cultural history. 
! C. its potential to yield information that will contribute to an understanding of Australia's 

natural or cultural history. 
! D. its importance in demonstrating the principal characteristics of: (i) a class of 

Australia's natural or cultural places; or (ii) a class of Australia's natural or cultural 
environments. 

! E. its importance in exhibiting particular aesthetic characteristics valued by a community 
or cultural group. 

! F. its importance in demonstrating a high degree of creative or technical achievement 
at a particular period. 

! G. its strong or special associations with a particular community or cultural group for 
social, cultural or spiritual reasons. 

! H. its special association with the life or works of a person, or group of persons, of 
importance in Australia's natural or cultural history.

전미 역사적 등대 보호법(NHLPA, National Historic Lighthouse Preservation Act)● 
! 미국 문화재 보호법 통합법전 제 편 문화재보호- 16 (TITLE 16 CONSERVATION) - – 

제 장 사적 역사적 건조물 유물 및 고물1A (Chapter 1a) , , (Objects) ( , Antiquities) - 古物　
제 절 전미역사보존 제2 (SUBCHAPTER II)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 

조 역사적 등대의 보존470w-7 :中【 】 　
! 역사적 등대 라는 용어는 조명탑 등대 등대지기의 주거 격납고 보관창고 등유치장, , , , , , ｢ ｣
무중신호탑 보트실 납옥 펌프실 조정실의 지지구조물 잔교 통로 밑의 부속 토지 및 , , , , , , , 
관련된 부동산과 그와 연관된 시설물을 포함한다 단 그 역사적 등대 는 국가사적등록부에 ; , ｢ ｣
포함되거나 포함자격이 있어야 한다 이하 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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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광화문 이축 관련 자료5. 

1966.12.21.● 
광화문 복구 계획 중< > 

1. 광화문을 현 위치에 복원하여 민족문화센터 건립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종합박물
관의 출입문으로 사용한다.

2. 전란의 전화를 복구한다6·25 .
3. 폐허상태로 두면 도시 미관상 불미스럽다.
4. 문화유산인 광화문을 복구함으로써 문화재 애호사상을 고취시킨다.
국가기록원( , BA0120323)

문화재관리국 국보건설단1966.12.21. ● →
광화문 복원 설계 작성 의뢰 중< > 
광화문은 현 위치에 복원한다1. .
모든 양식은 당초의 광화문과 똑같이 복원한다2. .
설계비는 년도 예산에서 지출한다3. 1967 .
설계비는 건설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건축사 업무의 보수기준 에 의해서 지불한다4. “ ” .
설계비는 본부의 검열을 받은 후에 지불한다5. .

국가기록원( , BA0120323)

덕수궁 대한문 이축 관련 자료6.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중 1968.3.2. ● 
심의사항 덕수궁 및 칠궁 일부 철거 관계2. 
! 덕수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 함.
! 현 위치에 보존되는 대한문은 주위에 보호책을 설치토록 하고 보호책의 문양에 대하여는 

최희순 정인국 위원이 지도를 담당, 
! 출입문을 대한문 후면에 설치하고 규모 양식 구조는 다음과 같음, , .
규모 문- : 3.1
양식 우진각 대포집- : , 
구조 평방 창방까지는 콘크리트조로 하고 그 이상은 목조로 함 경내 연못은 도시계획에 - : , 

따른 담장의 이동과 조경을 감안하여 변형 개조토록 함.
공보부에서 건립한 정부 종합전시관은 이를 모두 철거할 것.
국가기록원( , DA0220429)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중1968.9.14. ● 
대한문 이건에 관한 건< >

다음과 같이 가결함.
현 위치에 존치하고 있는 대한문은 도시계획에 의거 이전된 덕수궁 담장으로 이건 하여도 가함.
단 이건할 시는 대한문 현 위치에 표석을 매몰하여 고증토록 할 것, .

문화재관리국 서울시1970.3.24. ● →
대한문 이축비 보상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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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부에서는 귀 시에서 시행한 대한문 앞 도로 확장에 따라 대한문 이설이 불가피한 실정에 
비추어 이축 설계에 의해 산출된 이축비 원을 보상하여 줄 것을 도시계획법 제 조 11,699,000 15
항에 의하여 요청하니 귀 시에서는 지불 방법에 대한 절차 및 일시를 한 회시하여 3 1970.3.31.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내역
가 이축비 원) : 11,144,000
나 설계비 원) : 555,000
계 원11,699,000
서울기록원( )

서울시 토목과 서울시 공보실1970.3.30. ● →
대한문 이전 공사 연기 협조 의뢰 중< > 
대한문 이건에 대하여는 귀 실 협조 건에 당과 의견을 회보한 바와 같이 도로 확장 2. 70.1.28. 

공사에 따라 발생된 문제라고 하나 도로 공사와는 별개의 것으로
따라서 대한문 이전은 당 과의 소견이 아니며 년 당시 사업계획도 없음을 회보합니다3. 70 .

서울기록원( )

서울시 도시계획국 서울시 건설국1970.6.25. ● →
대한문 이설 시장 지시 사항 협조 통보 중< ( ) > 
대한문 이설에 관한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한 바 이건 승낙이 있어 2.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이 이건 조치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내역3. 

총 공사비 원: 12,500,000
가 대한문 이건비 원 문화재관리국에 예산 영달 조치 바랍니다. : 10,000,000 ( )
나 보차도 경계석 및 촉구 이전 연장 원. . 70m 107,000
다 포장 일 원. 15 2,400,000
본건 공보실장에게 보상금액 교섭을 구할 것* .

합의된 보상금 만원을 당시에서 문화재관리국에 지불하고 부족금을 문화재관리국에서 부600
담토록.
포장은 당 시에서 시공할 것.
첨부 도면 아래 그림* : ( )
서울기록원( )

서울시 건설국 서울시 도시계획국1970.7.2. ● →
대한문 이설에 대한 협조 중< > 

전략 대한문 이설에 관하여 그간 문화재 관리국과의 협의결과 당시에서는 이건 보상비조로 ( ) 2. 
일금 원만 문화재관리국에 지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아래 사항을 회시바라6,000,000
며 본건 대한문 이건에 관한 전반 문제에 대하여는 계속 귀국에서 공보실과 협조하여 업무추진
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재 관리국과의 협의 내용 및 당시부담 이건비 금액. 
나 대한문 이설 세부계획. 

서울시 도시계획국 서울시 공보실1970.7.9. ● →
대한문 이설에 대한 협조 중< > 
현 도로상에 있는 대한문 이설에 대하여는 별첨 도면과 같이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2. 

따라 이건 조치하여 줄 것을 건설국장에게 협조 통보하였던 바
건설국장으로부터 별첨과 같은 내용으로 공보실장과 협의하여 문화재 이전에 대하여 문화재3. 

관리국과 협조 추진할 것을 요청하여 왔으나 도시계획국에서는 기본계획만 수립할 뿐 시공 
문제 또는 이건에 따른 보상비 등 업무는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취급키 난하니
귀 실에서 건설국과 협의하여 보상비 부담을 절충하여 조속히 본 문화재 시설 대한문 이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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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합니다.
가 대한문 이설 계획. 
총 공사비 원 전략: 12,500,000 ( ) 
대한문 이설비 원 후퇴:10,000,000 (30m )
보차도 경계석 및 측구 이건 원 연장 , : 100,000 ( 70m)
포장 원: 2,400,000 (15m)
서울기록원( )

서울시 도시계획국 서울시 건설국1970.7.9. ● →
대한문 이설에 대한 협조 중< > 
대한문 이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국에서는 이건에 따른 위치 선정 및 필요한 경비사항에 2. 

대한 기본계획만 수립할 뿐이며 실제 공사와 이에 소요되는 보상비 이건비 는 건설국에서 주관( )
할 사항이므로 본건 이설에 대한 세부계획은 귀국에서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하여 이건 보상금 
부담에 대한 절충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한문 이설에 대한 문화재 시설에 관한 사항은 귀국 요청에 의거 공보실에 도시계획국3. 
에서 수립한 계획사항을 통보하여 문화재관리국과 협조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을 회보합
니다.
서울기록원( )

서울시 공보실 서울시 건설국1970.7.25. ● →
대한문 이설에 대한 협조 중< > 
대한문 이설에 따른 이전 비는 당시가 원을 부담토록 문화재관리국과 협의가 되었2. 6,000,000

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 포장 기타 부대공사비는 위 이전 보상비에 포함되어있지 않음을 첨언. 
합니다.
서울기록원( )

사직단 대문 이축 관련 자료7. 

문교부 서울시 교육위원회1960.11.4. ● →
사직단 정문 이전 허가 신청건 중< >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대호로 이전허가 신청한 본건 국보는 다음에 의거 허가하오니 시공
에 유루 없도록 조처하시되 착공에 앞서 시방 설계 등을 본부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 건물 방향은 현재와 일치된 방향으로 할 것
! 해체에 앞서 원형을 완전 복원함에 필요한 제반 구조에 대한 실측도를 작성할 것
! 목부 자른 일체에는 실측도에 의거 부번하여 본래의 위치에 맞도록 할 것
! 외부에서 볼 수 없는 옥개 내부 구조도 해체 시 실측도 및 구조를 작성할 것
! 해체된 이체 자료는 텐트 등을 덮어 비를 마치지 말 것
! 해체 시에는 무리한 작업으로 인하여 자름에 손상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신규로 보충할 자료 일체는 본래 것과 동일 질 동일 규격품을 사용하여 미관상 손상이 , 
없도록 할 것

! 기타 필요한 일체 공사는 본부 파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를 것 담장이설 기초공사 등 포함( , )
참고 본건 시행은 제 차 국보 고적 보존회의 심의를 걸쳤음: 1. 37

공사비는 서울특별시 부담임      2. 
서울기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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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희문 이축 관련 자료8.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중1966.9.2. ● 
광희문 보존 관계
광희문 철거는 즉시 중지토록 하며 차기 회의 시 서울시장 제 부시장 및 도시계획국장(1) ( 2 ) 

및 서울 교육감을 참석케 하여 전반적 도시계획 문제를 검토한 후 논의하기로 함
전 서울성곽은 사적으로 지정하기로 하되 현지 조사 후 보존가치가 없는 부분은 지정구역에(2) 

서 제외함
국가기록원( )

문화공보부 서울시1974.11.1. ● →
광희문 복원 공사 설계 승인 중< > 

서울성곽 보수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광희문 복원 공사 설계서를 별첨과 같이 승인 
시달하니 다음 지침에 의거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별첨 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하되 설계 내역에 대하여는 년도 문화재 보수공사 74
품셈표에 의거 시공청 책임 하에 재검토 시행할 것

! 공사 중 설계 변경이 요구될 시는 당부의 설계 변경 승인을 받아 실시토록 할 것
! 본 사업 시공에 있어 성곽의 복원 보수에 관한 고증과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당부의 

기술적인 지도를 받을 것
! 시공촉구 본 공사 및 이에 따른 주변 정화 사업은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할 : 

것
! 본 공사의 시공 감독관으로 당부 선축기사 박창근을 추천
! 착공 시에는 관계 서유 계약서 사본 착공계 공정표 공사 전 원색 사진 를 첨부 착공 보고( , , , ) , 

서를 제출할 것
국가기록원( )

서울시 문화공보부1974.12.11. ● →
광희문 위치 변경 승인 신청 중< > 
광희문 복원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광희문의 위치를 남쪽으로 이전 복원코자 15m 
승인 신청합니다.
변경위치 별첨 도면 참조: 
변경 사유 광희문 북쪽 서쪽 끝 동대문 쪽 이 퇴계로 왕십리간 간선도로에 돌출되어 교통에 : ( ) ~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남쪽으로 이전 복원코자 함
서울기록원( )

서울시 문화공보부1975.10.6. ● →
광희문 복원공사 축조 변경 승인 요청 중< > 
당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광희문 복원 공사 중 광희동 번지 지상의 건물로 인하여 광희문 106
남측계단일부를 내측으로 별첨과 같이 변경 시행코저 하오니 조속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유 당초 광희문 문루 남측 계단 및 박석통로를 직선 하단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 
철거 계획에서 제외됨으로서 본 계단 및 통로 설치가 설계대로 설치 불가하므로 계단 및 통로 
경계 위치를 내측으로 축조변경이 불가피함2m 
사후 조치 앞으로 동지번상의 건물 철거 후에 당초 설계대로 재 시공코저 함: .
서울기록원( )

독립문 관련 이축 자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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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문화재관리국1977.2.21. ● → 
독립문 현상변경 중< > 
서부지역 및 강서지역과 도심부를 관통하여 심각한 도심부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성산대1. 

로 건설 계획의 기본 방침이 결정되고 측량이 완료되어 협의한 바 있는 독립문 주변에 77.2.19. 
대한 계획도면을 송부하오니 검토 후 조치 바랍니다.
가 성산대로 노선 선정 시 사적 호인 독립문 보전 문제를 신중히 검토한 바 도로의 역할을 . 33
보다 더 좋게 하기 위하여서는 사직터널 독립문 간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안으로 ~
판단되고 동시에 보상비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어 전체 공사비도 절감되며 시민에게 보상에 
따른 민원도 적게 될 수 있어 현 노선으로 결정되었으며
나 독립문이 위치한 교차로 부근은 사직터널보다 정도 낮은 지대이므로 지형적 요건을 . 12.0m 
활용하여 입체교차 시설로 계획하고 있으며 도심부 미관을 고려하여 구조는 아치형 슬래브 
교량으로 계획되고 있음
다 현 독립문과 계획 교량과의 관계는 별첨도면과 같이 독립문 상부가 교량보다 정도 . 2.3m 
높게 되었습니다.

성산대로 중 중앙청 금화산 연세대산의 공사는 년 하반기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독립문 2. - - 78
부근 공사는 늦어도 년 하반기까지 착공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87 .

이전에 대비하여 별첨도면에 표시된 구역은 신설공원 약 평 으로 도시계획선도 확정되어3. ( 300 )
있으며 앞으로 불광동 측 지하철 건설 시 또 한 번 독립문 하부를 굴착하여야 되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방침 결정에 참고하시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 공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도시계획 시설 공사에 적극 협조4.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독립문 부근 계획도 부* : 1
국가기록원( , BA0123263)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중1977.2.26. ● 
서울시에서 계획된 독립문에 근접되게 교량 통과는 불가하며 문화재 보호구역에 저촉되지 않도
록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지상에서 이상 높게 독립문보다 높게 교량을 설치하여 20m ( 10m ) 
독립문의 경관을 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임
국가기록원( , BA0123263)

서울시 도시계획국 문화재관리국1977.11.11. ● →
독립문 고가차도 건설 중< > 
본 설계에는 지형적인 현지 여건 국내보유 장비 시공에 대한 기술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3. , , 

같이 보완하였습니다.
가 현 독립문은 교차로 중앙에 위치하고 지면이 사직터널 도로면보다 낮은 지대이므로 . 12m 
고가가 불가피하며 사직터널 쪽에서 금화터널 방향으로 높일 수 있는 한 높인 것이 지형적 
여건으로 현 독립문보다 높게 하여 로 확보하였습니다5.5m 16.5m .
나 의 교량 높이는 청계천 고가의 가장 높은 부분과 같은 높이로 이 높이는 시공 . 16.5m 31
상 거의 한계 높이입니다.
다 교각의 위치는 당초 경간 를 현재까지 최대한 경간인 한강교량 최대 경간 장대 . 33m 50m( )
경간으로 처리하여 교량 시공 시 독립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본 고가 교량은 곡선 구간의 특수 교량으로 시공 준공기도 년 이상이 소요되는 어려운 4. 1

공사이오니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시공에 협조 하여주시고 또 바로 근처에 평 가량의 800
공원 부지가 확보되어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허가원 부 평면 및 종단도 부* : 1 , 1
국가기록원( , BA0123263)

1978.4.4. ●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서 중< > 
현상변경 내용3. 

가 독립문에서 무악재 방향으로 수평 거리에 최상부보다 높게 고가차도를 설치함 독립. 3m 1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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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높이 교량 높이 13.5m, 14.5m)
나 고가차도의 교각은 독립문 양 끝에서 지점에 세울 것. 17m 
중략( )

소요경비 서울시 부담5. : 
허가조건6. 

가 고가차도의 독립문 부위에는 물이 튀거나 흐르지 않도록 특별한 공법으로 시공할 것. 
나 고가차도의 교량은 독립문과 수평되게 시공하여 경관에 조화되도록 할 것. 
다 교각은 독립문을 중심에 두어 조화되도록 할 것. 
라 교각 굴착 시에는 진동이 없는 특수공법을 사용하여 독립문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 
마 교량 설치 시에 당해 문화재인 독립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심한 유의를 할 것이며 . 
특히 독립문 부위 공사 시에 당부 문화재 전문위원의 지도를 받도록 할 것
국가기록원( , BA0123263)

서울시 도시계획국 문화재관리국1978.11.3. ● →
독립문 이전에 대한 협의 중< > 
현 독립문은 도로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량 증가에 따른 진동 매연 및 먼지 등으로 1. 

심히 오손되고 있으며 금번 시행하고 있는 고가차도가 독립문을 횡단하고 있으니 현지답사 
하여 문화재를 연구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성산대로 건설 당시 독립문 이전을 위해 별첨도면과 같이 녹지 공원을 확보하였음을 2. 

알립니다.
첨부 위치평면도 부* : 1
국가기록원( , BA0123263)

서울시 문화공보부1978.12.26. ● →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중< > 
사적 제 호인 독립문 및 제 호인 영은문 주초석의 보존과 관리에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1. 32 33

문화재보호법 제 조 및 동법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을 신청하오20 9
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재의 표시. 

사적 제 호 독립문   32
사적 제 호 영은문 주초   33

나 현상변경 사항. 
별첨 도면 표시 위치에 이전   
이전지침2. 

가 독립문은 현재의 위치에서 북측으로 의 가로공원에 현재의 방향으로 원형대로 이전하. 70m
고 영은문 주초석은 서남방 의 가로 공원에 분리 이전50m
나 현재의 위치에는 독립문 및 영은문 주초석지임을 표시하는 동판 설치. 
다 이전기념비를 세워 기록을 영구 보존. 
첨부 설계시방서 및 내역서 부 설계도면 부* : 3 , 3
국가기록원( , BA0123263)

문화재관리국 서울시1979.2.5. ● →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서 중< > 
신청인 서울특별시장: 
대상문화재 사적 제 호 독립문 사적 제 호 영은문 주초: 32 , 33
현상변경 내용 독립문과 영은문 주초석을 현 위치에서 서북측 무악재 방향 으로 상거된 : ( ) 70m 
가로공원 예정지에 현존 방향대로 이건함.
착공 및 준공4. 

가 착공 . : 19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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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준공 . : 1979.11.
소요경비 서울시비5. : 
허가조건6. 

가 이건 예정지 조경 및 시설 보완 . 
이건 예정지 평 는 모두 녹지공원으로 조경하고 녹지지대 내에 진입 보도는 내지   1) (800 )

말 것.
나 이건 공사 시 유의사항 . 

영은문 주초석은 따로 분리하여 이건치 말고 현재의 방향과 같이 독립문과 동일 지역으로   1) 
이건할 것.

태극 문양과 사괘는 그 자체가 문화재이므로 수정치 말고 그대로 설치할 것  2) .
독립문 기단은 별도로 만들지 말고 현재 매몰된 하부를 노출하여 원상대로 복원할 것  3) .
독립문의 내부 구조는 재질의 변경이 없도록 원자재와 동질의 자재를 사용하여 원래의   4) 

구조대로 복원할 것.
기초는 예정지의 지반과 지내력을 조사하여 하중에 이상이 없도록 설계를 보강할 것  5) ,

다 기타 . 
이상의 조건은 사업 착수 전에 설계를 보완할 것 .
국가기록원( , BA0123263)

서울시 문화재관리국1979.4.19. ● →
문화재 보수 공사 착공 보고 중< > 

가 공사명 독립문 이전 복원 공사. : 
나 도급액 원. : 299,900,000
다 도급자 삼부토건 대표 조ㅇㅇ. : ㈜ 
라 시공청 서울특별시. : 
마 계약방법 및 계약년월일 수의계약 . : 79.3.15.
바 공사기간 착공 준공 . : 79.3.19. ~ 79.12.31.
국가기록원( , BA0123330)

독립문 이전 공사 지도위원 회의 중1979.7.24. ● 
! 심의사항 기 발주한 설계서에는 독립문 내부를 철근콘크리트 옹벽으로 시공한 후 면석 1: 
붙이기로 설계되었는바 이전 시 내부 공법을 원안 설계도 또는 현존 공법으로 시공해야 ( ) 
할 것인지 여부

! 결의사항 기 설계된 철근 콘크리트 공법으로 시공하는 것이 구조상 안전하나 문화재관리국 : 
측과 협의 후 처리

! 시공지침 변경 요청안 아치부 이하의 공법은 석재의 보존을 위해 원래의 공법에 따라 강회: 
다짐으로 하되 차량 또는 지하철 등 교통수단에 따른 내진성을 고려한 공법도 보강 시행

! 심의사항 계단석 지대석 받침석 면석 등이 풍화 마모 및 파손이 심하여 이전 시 신재로 2: , , , 
교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승인 여부계단석 계 중 마모: 98 90% (100% 
교체 요망)
지대석 개 중 지하 매몰 부분 마모 교체 요망    : 28 (100% )
받침석 개 중 완전 마모 교체 요망    : 37 100% (100% )
면석 여개 파손 및 마모 교체 요망    : 150 (5% )

! 결의사항 풍화 마모 및 파손된 석재는 원형과 석질이 비슷한 석재로 교체: , 
! 시공지침 변경 요청안 해체 결과 풍화로 재사용 불가능한 자재는 신재로 교체하되 최대한 : 

구재를 보강 활용하고 교체되는 신재는 고색 처리할 것
! 심의사항 독립문의 위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현재의 위치에 신주 등으로 위치를 표시하여 3: 

보존
! 결의사항 문화재관리국과 협의 처리: 
국가기록원( , BA012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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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공보부1980.4.28. ● →
준공보고 중< > 
문화재 현황1. 

사적 제 호 독립문 서대문구 영천동 32 , 
사적 제 호 영은문 주초 서대문구 영천동 33 , 

허가년월일 내용2. , 
허가년월일 ( ) 1979.2.3.
허가내용 독립문과 영은문 주초석을 원위치에서 서북측 무악재 방향 으로 와 가로공 ( ) ( ) 70m

원 내에 이건
공사의 명칭과 내용3. 

명칭 독립문 이전 복원 공사 ( ) 
내용 독립문 영은문 주초 이건 ( ) , 

공원조성 평       : 800
착공년월일4. : 1979.3.19.
준공년월일5. : 1980.3.11.
시공자 이건공사 삼부토건 대표 조6. ( ) ○○

공원조성공사 당시 녹지 사업소         ( ) 
공사비 천원 이건비 천원 공원조성비 원7. : 394,208 ( : 311,707 , : 82,501 )
준공사진 별첨8. : 

국가기록원( , BA0123330)

구 벨기에 영사관 관련 이축 자료10. 

한국상업은행 문화공보부1977.4.28. ● →
문화재 지정에 관련된 재 건의의 건 중< > 
안 본 건조물만을 정부에 기증하되 정부 지정 장소에 이전하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법1 : 
안 정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폐행 비용 부담으로 이전하여 폐행 소유로 하는 방법2 : 
안 폐행 소유의 타 공지에 이전하여 소유권을 폐행의 것으로 하는 방법3 : 
국가기록원( , BA0123381)

월계동 각심재 관련 이축 자료11. 

1987.4.30. ● 
문화재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중< > 

주남철 위원 각심재는 년대 건축물이지만 한국 근대건축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가옥: ( ) 1930
임.
홍윤식 위원 심우장의 경우 건축물자체보다는 유래에 주안점을 두어 문화재로 지정한 예가 : 
있는 바 장소에 역사성이 없다면 이전 보전하는 것도 타당함, 
안제승 위원 문화재보호법이나 서울시 조례를 보면 이전에 관하여 규정이 없음 따라서 일정한 : . 
기준 설정이 선결되어야 할 것임 이전 찬반여부는 그 후 논의되어야 할 것이고 이번에 이전을 . 
승인하면 새로운 민원을 야기할 것임.
주남철 위원 선례를 남기면 다른 민속자료 한옥 도 이전하려 할 것임 서울에서는 한옥 지정에 : ( ) .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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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 도시계획 국가시책 상 부득이 이전 보전할 수밖에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 , 
잘 보존시키기 위해 이전한다는 것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함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 이런 집을 . , 
수리 보전할 수 있도록 조치 연구하겠음.
시정연구관 이 부근은 현재 고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처마와 처마가 닿는 한국 전통 주거 : 
형태를 재현하려고 연구 중인데 이전 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부시장 한옥 이전 문제는 기준 설정 등을 검토하여 차기 회의에서 재검토함이 좋겠음: .
서울기록원(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중1990.11.22. ● 
안건 서울시 민속자료 한옥 해제 이전 및 지정5. ( ) , 

한옥명 경운동 정순주가3. : 
지정번호: 16
! 심의결과: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소방도로에 저촉  
소유자가 관리하지 않고 있어 붕괴 위험 상존  
가옥이 타인에게 기증되었으므로 수증자 책임 하에 이전토록 의결  

! 조치계획:
수증자에게 해체 이전 복원 지시  
이전지 종로구 평창동   : 248-2
해체 이전 복원비는 수증자 부담  

서울기록원( )

서울 구 신촌역사 관련 이축 자료12.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중2005.6.3. ● 
현지조사자 의견:
! 김영태 문화재위원 역사건물은 다른 문화재와 달리 역사성은 물론 장소성이 중시 되는 : 
바 위치 이동 없이 보존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존 될 역사건물을 단지 과서 건축조형물의 , 
유지관리 차원을 넘어 역사건물의 기능 일부를 담당할 수 있도록 신축 역사와의 관계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중석 문화재위원 현재 신촌역사는 아마도 그 시대 역사로서는 전국에서 유일한 것인 : 
것 같은데 보존하여야 하나 민자역사가 대규모로 들어오는 현 상황에서는 그 방법이 를 , 15m
옮기던 안 옮기던 모양이 볼품없어질 것임 이전을 하더라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야 . 
할 것이며 민자역사와 부조화되거나 어쩔 수 없는 이전처럼 보여서는 안 될 것임, .

! 김정신 문화재전문위원 건물 자체 보다는 기능의 보존이 중요함 소역사의 기능을 가지면서 : . 
민자역사와 연결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중략 신촌역사 건물은 건물양식이나 디테일. ( ) 
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장소성과 역사성 희소가치 때문에 보존하려는 것인 만큼 고도의 , 
이전기술을 동원하여 해체하지 않고 공사해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음 현재 구조뿐만 아니( ) . 
라 창호 지붕 천장 등 마감재가 노후 되어 교체 보수해야 하는 만큼 정밀실측 후 변경된 , , , 
부분을 보완하여 해체 이전 복원하는 것이 좋겠음 구 신촌역사의 존재가 신촌 민자역사의 ( ) . 
애물단지가 아니라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과거의 맥락을 잇고 회상 기억의 장소 매력적인 , , ,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할 수 있음. .

! 최병하 문화재전문위원 신촌역사는 무엇보다도 장소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축을 전제로 : 
한 현재의 보존 활용 계획안은 재검토되어야 함, .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중2006.3.7. ● 
! 제안사항 신촌민자역사 건립과 관련하여 등록문화재 제 호 신촌역사의 이전 신고가 있: 136

어 이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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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내용
제 안 대합실은 현 위치에 존치 좌측의 역무실을 우측으로 이전 보존  1 : , 

제 안은 한국철도공사가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임       ( 1 )
제 안 개방통로 전면부로 이전 보존  2 : 

! 검토내용 등록문화재 신촌역사 이전 안 적정성 검토: ( ) 

경희궁 복원 사업 관련 자료13. < > 

동국대학교 서울시1985.2.8. ● →
경희궁지 정비에 따른 자료 제출 중< > 
숭정전은 본교의 건학 이념인 섭신 신실 자애 도세를 구현하기 위한 산실이자 불 타 정각을 , , , 
실수하는 도장으로서 전 동국인 및 불교인들의 자아완성의 산실이었음.
더구나 년 월 일 숭정전 복원 이전에는 비가 샐 정도로 건물 상태가 최악이었으나1977 3 1 , 
전 학생 및 교직원들의 정성 어린 복원 운동으로 현재의 숭정전을 복원 매년 지붕 및 건물 , 
내 외부를 보수 단장하여 불교 종립학원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숭정전 , , 
이전은 불가하다고 사료되오며 전 동국인 및 불교인들의 염원 사항임.
서울기록원( )

올림픽준비단1985.3. ● 
경희궁지사적공원조성계획 중< > 
목적1. 

! 문화재의 보존으로 경희궁의 역사성 전통성 부여, 
! 시민 문화 창달의 공간기능 제고
! 시민의 휴식 공원으로 조성
! 도심의 녹지 공간 확대
! 올림픽 대비 전통 문화 공간 제공86, 88

현황2. 
! 문화재 지정 사적 제 호: 271 (80.9.16.)
! 위치 종로구 신문로 가 일대: 2 2-1 
! 면적 평: 98,475 (19,787 )㎡
! 문화재 소유 및 존치

현장 존치 숭정전 기단 석축 계단 식 용비천     : 1 .
회상전 계단 및 석물 점 현대건설               19 – 

이전 존치 숭정전 동국대학교 내 정각원     : ( )– 
흥화문 신라호텔 정문 영빈관               ( )– 
황학정 사직공원 뒤편 황학정               ( )– 

추진 경위 및 내용3. 
! 서울고등학교 이적지 사적공원화 계획 발표 공원과(85.1.4.) - 
! 언론 및 각계의 호의적인 반응(85.1.14 ~ 1.20.)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개최 종합 의견(85.1.25.) - 
토지매입을 시에서 시행 공원과   –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 공원 기능으로 조성   
궁지의 일부 복원 시립박물관 미술관 건립   - , , 

외부 이전된 문화재 숭정전 흥화문 황학정 를 경희궁지 내 이전 복원   ( , , )
! 문공부 의견(85.1.25.)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시 관계 전문가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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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전문가 추천 명   (5 )
! 이전 존치 문화재 이전에 대한 의견 관리자– 
황학정 똑같은 건물을 건축한 후 이전 황학정 정진영   : (85.2.6.) - 
숭정전 이전 불가 동국대   : (85.2.8.) - 
흥화문 똑같은 형태로 건축한 후 이전   : (85.2.9.)

신라 호텔           - 
문화재 복원 안4. ( )

! 계획부지 내 위치한 기단 석축 석물은 원상태로 복구, 
! 흥화문 숭정전 황학정은 경희궁지로 이전 충분한 보상, , ( )
! 현존 시설물 철거
! 궁지의 원위치 및 상태 파악을 위한 고증 조사 및 발굴 조사
! 박물관 미술관 등 건립, 
복원 시기5. 

! 우선 토지 매입 및 기존 건물 철거를 하고 공원 조성과 병행 사업 추진코자 함
참고사항6. 

! 대대적인 복원 사업을 지양하고 예산 상 문화재 안내판 설치( ) 
국가기록원( , BA0806862)

문화재관리국1987.9.28.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서 중< > 
현상변경 허가 조건5. 

! 동 지역은 향후 사적지로서 복원 정비되어야 하므로 공사 시행 시 건물지 등의 유구 훼손 
및 사적지로서의 환경 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후관 철거 및 본관 정화조 지하 유류 저장고 공사 등 지하 굴착 공사 시는 관계 전문가의 , 
입회 하에 트렌치를 넣어 사전 유구 조사 후 시행할 것

! 공사 시행 시 조경 공사 포함 유구 노출이나 유물 출토 시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관련 ( ) 
법규에 의거 조치할 것

! 본 허가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현상변경 허가이므로 기타 관련법규에 의한 허가 및 절차 
등은 그 규정에 따를 것

! 공사 착수 및 완료 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27 , 21
제 조 규정에 의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착수 및 완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신고할 25 15
것

서울기록원( )

1988.3.31.●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중< > 
안건 숭정전 복원2. :
! 철저한 고증설계에 의한 신축이 바람직함.
! 동국대학 이전 후 수차에 걸친 이전과 보수로 기와 목재 등이 대부분 교체되었고 형태도 , 
본래의 모습과는 추녀 부분이 밑으로 쳐지는 등 상당히 상이해졌음.

! 현 건물이 노화하여 이전 복원 시 불용재의 과다 발생 불용 목재 약 발생 예상 으로 ( 70% )
복원 의미가 상실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없어진 건물을 재현한다는 차원에서 설계 고증위원회 등을 구성 고적도보 현 숭정. , 
전 건물 등을 토대로 철저한 고증 설계를 하려 신축 복원함이 경희궁 복원에 의의가 더 
있음.

서울기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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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골 한옥마을 조성 사업 관련 자료14. < > 

남산골 조성 사업 의 부분별 접근 기본 방향< >● 
! 정신 남산골 전통의 정서적 회복: 
! 기능 시민공원 문화 공간: , 
! 조경 전통 정원의 재현: 
! 지형 원지형의 복원 능선 및 계곡: ( )
! 식생 남산 전체 식생의 연장 복원: 
! 경관 내부로 확산하는 녹색 경관과 외부로 넓게 트인 경관 보존: 
! 동선 강북 시민의 남산 접근로 확보: 
! 건축 전통 정신의 계승: 
서울특별시( , 1995)

1990.11.22.●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중< > 
안건 서울시 민속자료 한옥 해제 이전 및 지정5. ( ) , 

한옥명 삼청동 김홍기가1. : 
! 지정번호: 8
! 심의결과:

현 소유주 관리 및 보수 능력이 없으며 또한 보수도 거부하고 있음  , 
문화재단 또는 학교 등에 기증을 유도  
실소유자 책임 하에 지정 장소 이전 해체 복원토록 의결  , 

! 조치계획:
소유자에게 보수 관리토록 지시  
학교 및 문화재단에 기증 유도  
수증자에 해체 복원 지시  
한옥명 관훈동 이진승가2. : 

! 지정번호: 18
! 심의결과:

소유자가 이전을 원하고 있으나 이전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 
현 보존 상태도 양호하므로 현 위치 보존이 타당  

! 조치계획:
소유자에게 현상보존 및 관리 지시  
한옥명 삼각동 조흥은행 관리가5. : 

! 지정번호: 20
! 심의결과:

재개발 지구에 위치하나 보존상태 양호  
은행관리 가옥으로서 현상보존토록 함  

! 조치계획:
소유자에게 현상보존 및 관리 지시  

서울기록원( )

경희궁 숭정전 이축 관련 자료15. 

동국대 서울시1976.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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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정전 이전 복원에 따른 건의 중< > 
본교 구내에 보존되어 있는 지방문화재 숭정전을 이전 복원함에 있어 시공 상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시방변경을 건의하오니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단 폭의 확장 현 설계상으로는 기단 폭이 미터로 되어 있으나 건물의 구조로 보나 주변 : 2

조경 상으로 보아 협소하오니 미터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4 .
! 건물의 단청 현재 건물의 단청을 분석하면 건물의 전면과 내부는 문양이 동일하나 측면과 : 

후면은 다르게 단청되어 있어 이를 고고학자에게 문의한바 각각 다를 수가 없고 중간에 
변형되었다 하니 사제에 동일한 문양으로 단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록원( )

지하철 건설과 동대문 남대문 관련 자료16. , 

1972.4.12.● 
하오 시 국무총리 정무비서실 김형무 비서관 보고 사항 중< 4 > 

문화재의 피해상황
가 서울 동대문 보물 제 호. ( 1 ) 

구조물 삼분의 일이 굴착선에서 저촉됨 북쪽으로 정거장 중간선까지 거리  ( 11.5m) ⓵ 
보호구역은 현 추녀 끝에서 사방 로 되어있음 50m⓶ 
정거장이 동대문지에 설치됨 ⓷ 
지표에서 지하로 까지 굴착  14m⓸ 

나 서울 남대문 국보 제 호. ( 1 ) 
보호 석축에서 남쪽으로 바깥  3m ⓵ 
지표에서 지하로 까지 굴착  10.6m⓶ 
보호구역은 현재 추녀 끝에서 사방 로 되어있음  50m⓷ 

다 서울 보신각종 보물 제 호. ( 2 ) 
종각에서 북쪽으로 에서부터 굴착 추녀 끝에서 사방 보호구역 18m ( 20m ) 
국가기록원( )

1971.6.11. ● 
제출된 지하철에 접근한 남대문 부근의 방진대책 중< > 
남대문 구조는 기초가 석축 아치 위에 목조 건물이 얹어있고 그 지질 조사 결과 상당한 견고한 
지반 위에 건립되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방진 공법을 채택하였다.
레일을 장대화하여 차량 운전 시 충격을 대폭 감소시키며1. 
레일과 침목 사이에 합성 고무질 완충제 를 깔고2. Tie Pad( )
목침목을 깔아 진동을 흡수시키며3. 
도상 자갈을 잘 다녀 넣어 충격 진동을 흡수케 하며4. 
방수한 후5. 
가압 코르크 두께의 방진재로 구축물을 둘러싼다6. 50mm .

국가기록원( )

1971.8.● 
한국과학기술원 보고서 지하철 진동에 관한 연구 보고서 요약문 중< - > 
본 보고서는 캐나다의 토론토시의 지하철 진동 측정 결과를 인용 남대문의 진동을 예측하였다. 
중략  ( )
결론5. 

가 남대문 근교 지표상의 진동은 실제로 지상교통에 의한 진동과 유사한 크기를 나타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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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에 지하철 진동에 의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간주 됨.
나 외벽은 코르크층으로 방진하고 터널 내부에 완벽한 방진 대책을 강구 적용하면은 지하철로  . 

인한 특별한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간주됨.
국가기록원( )

1971.10.20.●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서 중< > 
현 노선을 남대문 중심 기단부에서 이설 가능성 여부의 재검토를 문화재위원회가 1. 4~5m 

지정하는 전문가 참여 하에 공동 조사 한다.
방진공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보강책을 시공할 것2. .
중략( )

동대문에 대해서는 별도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할 것3. .
지하철 공사에 따른 문화재보호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 관리 책임 공무원을 문책할 것4. . 

국가기록원( )

1971.12.21.●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서 중< > 

보호구역 내 노선에 대하여는 남대문과 동일한 방진공법을 사용 시공할 것,
국가기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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