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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본연구는일본의 통가옥지구보존을 한정부간 력에 해제도 ㆍ정책 인측면에서분

석하고있다.이와같은연구를 해일본의 표 인 통가옥지구보존제도인 통 건조물군보존지

구제도를연구 상으로해정부간의보존 리제도와정책의연계성과 력 계에 해분석했다.연구

결과,첫째, 통가옥지구보존을 한 앙정부와지방정부의제도와정책이서로연계성을갖고있으며

이를토 로 력 계가이루어지고있다는연구결과를얻을수있었다. 앙정부는법률에기 해보존

리에 한기본방향을제시하고 련 산을지원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보존 리에 한구체

인정책운용에서는지방정부의정책이 시되고있다.둘째, 통가옥지구보존을 한법제도와해당

보존지구의특성을반 한지방정부의 련조례가보완 으로연계되어있어정부간 력효과를높이

고있다는연구결과를얻을수있었다.본연구에서는이와같은연구결과를토 로한국의 통한옥지구

보존제도와 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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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This study analyzes the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the 
conservation of traditional houses in Japan in terms of systems and policies. Therefore, the analysis 
focuses on the relation and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policies and systems implemented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system for the conservation area of traditional structures 

in Japan. The result shows that firstly, a certain interrelation is established between the policies and 
systems implemented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the conservation of traditional houses. 
The central government provides the general direction and budget for conservation based on national 
law. On the other hand, the local government plays a major role when it comes to setting detailed 
policies and their implementation. Secondly, the study supports the fact that the national legal system 
and laws implemented by the local government based on its specific circumstances complement each 

other and improve the outcome of their cooperation. In conclusion, the study presents valuable 
suggestions for the system for the conservation area of traditional houses and its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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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의 배경 목

최근 서울시의 표 인 통한옥 집지구인

북 지구의 보존가치가 재조명되면서 차 사라

져가는 도시의 통한옥지구1)에 한 보존정

책의 요성이 커지고 있다.이는 인 거주

공간뿐아니라 통 인거주공간도도시의귀

한자산으로서보존 리할가치가있으며균형있

는도시발 을 해양지역간에조화로운공존

이필요하다는사회 인식이 차확 되고있기

때문이다2).본연구에서는이와같은 에주목해

1970년 부터 통가옥지구 보존의 요성을 인

식하고 련제도를구축했던일본의제도와정책

을분석했다.한국과일본의 통가옥지구보존제

도와정책은 통가옥지구보존의 요성을공감

하고 있다는 에서는 동일한 입장에 서 있지만

정부 간 력과 역할분담 그리고 제도와 정책의

연계성에 있어서는 상이한 을 보이고 있다.일

본의경우1975년문화재보호법에 통 건조물

군 보존지구제도를 신설해 통가옥지구의 보존

리와지원에 해국가수 의법률제도를구축

하고이를기반으로해 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

제도 ㆍ정책 연계를도모한반면한국의경우

각 지방정부가 독립 으로 통한옥지구에 한

보존 리제도와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재 우리나라의 통한옥지구에 한 보존

리와 지원은 지방정부별로 제정된 한옥보존지원

조례에기 해이루어지고있는데아직많은지방

정부가 극 으로참여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

다3).그이유는보존 리 산이지방정부에의해

책정되고있기때문에해당지방정부의재정능력

에쉽게 향을받기때문이다.따라서이와같은

한계 을 극복해 한옥지구에 한 보존 리활동

을 국 인제도로발 시키고지속 으로추진

하기 해서는 통한옥지구에 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에 주목해 일본의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제도를 분석 상으로 해

그 보존정책과 이를 둘러싼 정부 간 력 계를

분석함으로써우리나라의 통한옥보존정책에시

사하는 바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2.연구의 범 방법

본연구에서는일본의 통 건조물군보존지

구제도를 상으로 해 통가옥지구 보존정책과

정부간 력에 해분석하고있다.이를 해첫

째,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제도와 련법규의

연계 인 운용 계,둘째,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정책 연계성,셋째, 통 건조물군보존

지구제도의 운용과정과 정부 간 력 계,넷째,

통 건조물군보존지구에 한정부간의지원

정책에 해 분석했다.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을

토 로 교토시에서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제

1)서울시의한옥수는1960년 에는약80만호 지만2008년에는13,703호로감소되었다(한옥수에 한수치는서울신문,2009년2월19일자

한옥 련기사와 앙일보2008년12월11일자한옥 련기사를참고했음).이와같은경향은1960년 이후우리나라의경제발 과더불어

국 으로 나타나고 있음.

2)서울시가2008년12월에발표한“서울한옥선언”은서울시의역사와 통을간직하고있는 통한옥지구에 한보존의지를지방정부차원에

서확고히표명했다는데에의의가있으며이를계기로기존의제도와정책을정비해정부간 력체계를구축할필요성이있다고 단됨.

3)서울시의 경우,｢서울특별시 한옥보 진흥에 한 조례｣에 기 해 보존 리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2009년 8월 재,서울,수원,

주를 포함해 국 2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한옥보존지원조례를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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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운용되는 과정에서 통가옥지구 보존정책

과정부간 력이어떠한형태로나타나고있는

가를분석하기 해교토시의보존 리정책과지

원정책을 분석했다.이와 같은 분석을 해 일본

의문화청과문부과학성그리고교토시의 련제

도와정책에 한자료그리고 산집행자료등을

수집해 분석에 활용했다.

3.선행연구 검토

일본의 통가옥지구 보존정책과 련해정부

간 력이나정책 연계성등에 해연구된사

례가없어 연구 기에애로사항이많았다.일본

의 통 건조물군보존지구제도에 한선행연

구는 일본과 한국에서 드문 편이지만 사례를 찾

아볼 수는 있다.일본에서의 연구사례는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에 한 황과 과제 그리고

주민의식을 조사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표 인 연구로는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미야자키 니치난시 오비지구의

황과과제그리고앙 트조사를통해주민의식

을 연구한 千歲壽一(2002)의 연구가 있으며 그

외 통 건조물군보존지구에 한주민의식을

부분 으로 다룬 後藤治(2003)의 술서와 大河

直弓․三船泰道(2006)의 공동 술서가 있다.한

편한국에서의연구사례로는한국과일본의 통

마을보존제도를 운용측면에서 비교 연구한 김홍

기(2008)의연구와일본의 통 건조물군보존

지구제도의 특징과 한국 주시의 한옥보 행정

을 연구한 김 숙(2000)의 연구가 있다.그리고

일본의제도 황과체계를지역학의 에서연

구한 金田章裕(2004)의 연구와 일본의 역사환경

보존 련제도를 체계 으로 정리한 최선주

(1996)의 연구도 있다.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

과,본연구가일본의 통가옥지구보존정책연

구와 련해 통 건조물군보존지구제도에있

어서 정부 간의 정책 ㆍ제도 력과 연계성

등을 처음 다루었다는 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

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Ⅱ.일본의 통가옥지구 보존정책의 변천과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제도

1.정책의 변천과 제도화

20세기 반까지만해도일본각지의도시지역

에는 통가옥지구가다수산재해있었다.그러나

고도경제성장기에 진입하기 시작한 1955년 무렵

부터일본각지에서도시개발과재개발붐이일어

났고그과정에서많은 통가옥지구가도시지역

에서사라져갔다.그러나1970년 반까지도이

들지구를효과 으로보존 리할수있는제도가

없는상태 다.문화재 의 통건축물의경우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국가가 보존 리를 지원

했으나 문화재 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통자산

으로서보존할가치가있는 통가옥지구의보존

리는제도 인지원 상에서제외된채주로개

인소유자들에 의해 자발 으로 보존 리되어 왔

다.1960년 반에이르러 통가옥지구가 속

히 사라져 가는 것을 우려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해당 지역주민을 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기후 다카야마시에서 통가옥지구보존활동을

해지역주민이 심이되어조직한보존회가그

효시이다.이는이후주민의보존회활동이각지에

서일어나게된계기가되었다.이와같은 통가

옥지구보존에 한해당지역주민의보존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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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힘입어1966년에는｢고도(古都)에서의역사

풍토보존에 한특별조치법｣이제정되었다.이를

계기로교토,나라,가마쿠라등의고도에서역사

인풍치를보존하려는사업이 개되었으나그

상지역이 역사 인 고도에 한정되고 시가지지

역과 집락(集落)구역이 제외되는 등의 한계 을

지니고 있었다.이후에도시가지지역과 집락구역

에 해서도제도 장치를통해보존하려는지역

주민단체의 노력은 지속되었다.

이러한 지역주민단체의 보존활동 결과,1972

년에는정부기 인문화청의주 으로쿠라시끼

시,다카야마시,하기시에서 시범 으로 통가

옥집락과 통거리에 한 조사가 실시되었고

이어서 1974년에는 시ㆍ정ㆍ ( ㆍ町ㆍ村)에

의한 통 건조물군에 한 국 인 보존

책조사가이루어졌다.그리고이듬해인1975년에

는문화재보호법의일부가개정되어시가지지역

과 집락구역 내의 통가옥지구도 보존 상에

포함시킨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가 제도화

되었다4).이와 같이 일본의 통가옥주거지 보

존정책은지역주민과이들을지원한지방자치단

체의 력에 의해 기존 제도의 한계 을 극복하

고 국 인 수 의 범국가 인 보존정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2.일본의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제도와

한ㆍ일 간의 련제도 비교

일본의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제도는 1975

년에개정된문화재보호법에따라 통 인건조

물군과이것과일체를이루며그가치를형성하고

있는주변의환경을보존하기 한제도5)로서

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보존 리와 산을 력해

지원하고있다.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제도를

제정함에따라기존에는문화재의범주에포함되

지못해정부로부터지원을받을수없었던 통

가옥지구등도문화재의 의 인범주에넣어보

존 리할수있게 고본제도는이 에서큰의

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도의특징은크게3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번째는보존지구가설정된후에도지정이 과

같이주민들이생활터 으로지속 으로사용가

능하다는 이다.두번째는지구선정단계부터보

존 리단계까지 앙정부와지방정부가제도 ㆍ

정책 으로 긴 한 력 계를 유지하면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는 이다.세 번째는 통합법규

인 문화재보호법과 개별법규인 지방정부조례가

유기 으로연계되어정부간 력을이끌어내고

있다는 이다.한ㆍ일 간의 련제도를 비교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은 한국의 통한옥지구 보존제도와 일

본의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제도를 비교분석

한것이다.양국의가장큰차이 은한국의경우

는지방정부가지구지정과보존 리를 한보조

지원등을모두맡고있는반면,일본의경우는

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구지정과 보조지원 등을

해상호 력하고있다는 이다. 한제도체계

에있어서도한국의경우는지방정부조례에근거

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법률인

문화재보호법과지방정부조례가연계되어운용되

고있는차이 이있다.따라서한국의경우정부

간 력체계가제도화되어있지않아지방정부가

4)정책의 변천과정은 後藤治(2003:236～237)를 참고했음.

5)문화재보호법 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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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 일본

련법률

지방정부조례 [25개 조례6)]

문화재법과 지방정부조례

<조례를 제정한 지방정부>

서울특별시,수원시, 주시, 라남도,여수시,

순천시,나주시, 양시,담양군,곡성군,

구례군,고흥군,보성군,화순군,장흥군,

강진군,해남군, 암군,무안군,함평군,

군,장성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지구 등의 지정

<지구지정방식>

지방정부가 설치ㆍ운 하는 한옥 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지방정부의 장이

지정ㆍ공고함.

<1단계 지구지정>

지방정부와 할교육 원회가 통 건조물군 보

존지구를 지정함.

<2단계 지구지정>

상기의 지구 에서 지방정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부과학성장 과 문화심의회의 선정과정을 거쳐

특히 요하다고인정되는지구를 요 통 건조

물군 보존지구로 지정함.

<개별한옥등록방식>

소유자에 의한 등록

지원주체 지방정부 앙정부,지방정부

정부 간 연계성

국가법률 수 의 법제가 부재하기 때문에

앙정부의 보조지원 등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

음.따라서지방정부의 조례에만 근거하게되

어 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제도 ㆍ정책

연계성이 희박함.

국가법률수 의법제와지방정부의조례가상호연

계되어있기때문에 앙정부의보조지원등이제도

화되어있어 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제도 ㆍ정

책 연계성이 긴 함.

지원수 지방정부별로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음.

앙정부에의한보조지원은 국 으로동일한기

이 용되며지방정부에의한보조지원은지방정부별

조례에근거한기 이 용됨.양측정부에의한보조

지원은지방정부에 의해각 보존지구에배분됨.

<표 1>한국의 통한옥지구 보존제도와 일본의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제도의 비교

자치조례에 근거해 보존 리를 한 지원 산을

확보하게되어지방정부의부담이무거워지게되

고재정능력의한계로인해보존 리에소극 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요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에 한

지정 황 분석

2009년 6월말 기 으로 요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로지정된지구는일본 국에85개지구

에이르고있다.동보존지구의지정 황과그내

역을 보면 <표 2>와 같다.

<표2>에나타난바와같이 요 통 건조물

군보존지구는38개의도ㆍ부ㆍ 의73개시ㆍ정

ㆍ 에걸쳐지정되어있으며총면 은32,291,000

㎡에 이르고 있다.이것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듯

이동보존지구제도에서는1975년이 의구제도

와는 달리 유명 역사 도시에만 보존지구 지정이

편 되는 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이것은 지

구선정기 이 특정도시에만 유리하게 되는 기

6)행정안 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을 통해 지방정부별로 련 조례를 조사ㆍ분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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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ㆍ도ㆍ부ㆍ
지구 수

(이 시지역 소재 지구 수)

선정기 번호

(해당 지구 수)
면 (㎡)

홋카이도 1(1) 3(1) 145,000

아오모리 2(2) 2(1),1(1) 137,000

이와테 1 2(1) 348,000

아키타 1(1) 2(1) 69,000

후쿠시마 1 3(1) 113,000

군마 1 3(1) 630,000

사이타마 1(1) 1(1) 78,000

치바 1(1) 3(1) 71,000

니카타 1(1) 3(1) 285,000

토야마 3(3) 1(1),3(2) 279,000

이시카와 4(4) 1(2),2(2) 339,000

후쿠이 2(1) 2(1),3(1) 299,000

야마나시 1 3(1) 256,000

나가노 5(3) 1(1),2(1),3(2) 13,484,000

기후 5(4) 1(3),3(2) 2,119,000

미에 1(1) 3(1) 250,000

시가 3(3) 1(1),3(2) 740,000

교토부 7(5) 1(1),2(2),3(2) 4,644,000

오사카부 1(1) 1(1) 112,000

효고 3(3) 1(1),2(2) 726,000

나라 2(2) 1(2) 344,000

와카야마 1 2(1) 63,000

돗토리 1(1) 1(1) 47,000

시마네 2(2) 2(1),3(1) 1,964,000

오카야마 2(2) 1(1),3(1) 214,000

히로시마 2(2) 1(1),2(1) 119,000

야마구치 4(4) 1(1),2(3) 710,000

도쿠시마 2(2) 1(1),3(1) 376,000

카가와 1(1) 3(1) 131,000

에히메 1(1) 3(1) 35,000

고치 1(1) 1(1) 183,000

후쿠오카 4(3) 2(2),3(2) 1,175,000

사가 4(3) 1(1),2(2),3(1) 374,000

나가사키 4(4) 2(4) 555,000

오이타 1(1) 2(1) 107,000

미야자키 3(1) 2(2),3(1) 669,000

가고시마 3(3) 2(3) 816,000

오키나와 2 3(2) 597,000

38개 도ㆍ부ㆍ

73개 시ㆍ정ㆍ
85개 지구 - 32,291,000

주:선정기 번호:1: 통 건조물군 체가의장 (意匠的)으로우수한경우,2: 통 건조물군 구획이이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3: 통 건조물군 그 주 환경이 지역 특색을 하게 나타내고 있는 경우

자료:日本 文化廳(2009a),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작성

<표 2>일본의 요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의 지정 황과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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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의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제도 조항9)>
(기본 인 정책방향,( 요)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의 선정과 보호,

보존 리를 한 산보조,원활한 보존 리를 한 련 법규의 규제 조정)

<지방정부의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 련 조례>
(구체 인 정책방향,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의 선정과 보호,
보존 리를 한 산보조,원활한 보존 리를 한 련법규의

규제 조정)

<지방정부의 도시계획조례와 건축기 조례>

(원활한 보존 리를 한 규제 조정)

<도시계획법ㆍ
건축기 법>

(원활한 보존 리를 한
규제 조정)

<그림 1>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제도에 있어서 제도 측면의 연계성

을지양하고각지에산재해있는 통 건조물군

의다양한보존가치에 응할수있도록선정기

을설정한 과 앙정부주도의일방 인보존지

구지정이아닌각지역의지방정부와해당지역주

민이주체가되어지구지정을주도 으로계획ㆍ

추진하고있기때문이다.그리고보존지구에는종

류별다양성도나타나고있는데2009년6월기

으로 24종7)에 이르는 각기 다른 성격을 갖고 있

는 보존지구가 지정되어 있다.이것은 요 통

건조물군보존지구를그성격별로묶어지정함

으로써해당지역고유의 통 풍치를보존하기

해서이다.

한편,선정기 별내역을집계분석해보면앞서

설명한3가지선정기 1번기 이 용된보

존지구는22개지구,2번기 이 용된지구는31

개 지구 그리고 3번 기 이 용된 지구는 32개

지구로서 선정기 용과정에서 편 상은 비

교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결과를

통해지구별로나타나고있는다양한보존가치를

반 해 평가하려고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Ⅲ. 통가옥지구 보존정책과 정부 간8) 력

1.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제도와 련

법규의 연계 운용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제도는 상ㆍ하

련법규간의연계 인운용에의해뒷받침되고있

다.<그림 1>은 이와 같은 련법규 간의 계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1>에 의하면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상 법인 문화재보호법을

심으로 지방정부의 련조례가 이와 연계되어

제정ㆍ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문화재

7)해당보존지구의과거의용도등에따라구분하고있음. 를들면과거사찰앞에발달했던마을의경우“門前町”,상업활동이발달했던마을

의 경우 “商家町”,성곽주변에 발달했던 마을의 경우 “城下町”등으로 분류하고 있음.

8)동제도와 련된 앙정부기 에는문화청과문부과학성이있고지방정부기 에는시ㆍ정ㆍ 과도ㆍ도ㆍ부ㆍ 그리고교육 원회가있음.

9)이후부터는 “문화재보호법의 련조항”이라 약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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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정부의 역할>
① 문화재보호법의 련조항과 지방정부의
보존 리정책의 정합성 검토

② 보존지구지정과 보존 책을 한 조사
경비보조(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

③ 지방정부의 보존 리에 한 자율성
인정

④ 제도보완 지원과 련해 지방정부와
지속 인 의 계 유지

⑤ 보존지구선정과 보존 리를 한 산
보조( 요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

<지방정부의 역할>
① 할보존지구의 특성을 반 한 보존

리정책과 계획의 수립 시행
②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산보조 배분
③ 조사와 보존 리를 한 산보조
④ 제도보완 지원과 련해 지방정부와
지속 인 의 계 유지

⑤ 문화재보호법의 련조항과 보존 리
정책의 정합성 유지

<그림 2>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제도에 있어서 정부 간 역할

보호법은보존 리를원활하게수행하기 해상

법인도시계획법 건축기 법과하 법인지

방정부의도시계획조례 건축기 조례간에

련법규에 한규제조정이가능하도록근거조항

을 마련하고 있다.이는 지방정부가 구체 인 보

존 리정책과 계획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있는상ㆍ하 법률간의 립문제를사 에

방하기 해서라고 단된다.

2.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책 연계성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제도는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력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이와

같은정부간 력은 련제도와정책의연계성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동 제도에 한 련법규

와 정부 간 력과정을 분석한 결과, 앙정부와

지방정부의정책연계는문화재보호법의 련조항

에서정한 앙정부와지방정부의역할범 에기

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문화재보

호법의 제143조 제5항과 제146조는 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보존 리를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있으며같은법제143조제1항에서제3항까

지의규정은해당보존지구에 해지방정부가보

존 리자의역할을 극 으로수행할수있도록

규정하고있다.이와같은 앙정부와지방정부의

역할분담내용을 정리해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2>에나타난바와같이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앙정부와 지방

정부는정부간의역할분담을통해 력 계를유

지하고 있다.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앙

정부기 인 문화청과 문부과학성의 역할이 주로

지방정부의 보존 리정책을 지원하는 데 집 되

어 있으며 지방정부의 보존 리정책의 자율성을

최 한인정하고있다는 이다.따라서 앙정부

의 련정책이 지방정부의 보존 리정책을 지원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연계되어 있다.

3. 통 건조물군보존지구제도운용과정과

정부 간 력 계 분석

할 지방정부인 시ㆍ정ㆍ 과 교육 원회10)

는 통 건조물군과함께경 상 한 계에

10)지방정부가교육,학술,문화에 한행정사무를행하는경우정치 립성,행정 안정성,주민의사의원활한반 을도모하기 해도ㆍ도

ㆍ부ㆍ 과시ㆍ정ㆍ 에지방정부와독립된행정 원회의성격을지닌교육 원회를설치함.일반 으로4년임기의5인의 원으로구성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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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인정되는수목과정원그리고수로와석조

물등을 통 인건조물군의주변환경으로특정

하고이것들을모두포함시켜 통 건조물군보

존지구로지정한다11).이후지방정부는 앙정부

에이를 요 통 건조물군보존지구로선정해

것을신청하는데, 앙정부는지방정부가지정

한 통 건조물군보존지구가운데특히보존가

치가높다고인정되는 통 건조물군보존지구

를 요 통 건조물군보존지구로선정하게된

다.이러한선정 차를거쳐 요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로지정되면지방정부가동보존지구에서

추진하는보존 리와지원활동에 해 앙정부로

부터 사업비를 보조받게 된다.만약,지방정부가

지정한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가 앙정부에

의해 요 통 건조물군보존지구로선정되지

않더라도지방정부로부터보존 리를 한사업비

를 지원받을 수 있다.하지만 지방정부가 지정한

통 건조물군보존지구가 요 통 건조물

군 보존지구로 지정되는 경우가 100% 수 12)에

이르는상황이기때문에사실상국가와지방정부

양측으로부터사업비를보조받을수있다고볼수

있다.동제도는운 과정에서정부간 력이단

계별로이루어지고있는데이하에서는이에 해

분석하고 있다13).

첫번째단계인 통 건조물군보존지구지정

을 한 기 조사단계에서는 시ㆍ정ㆍ 과 시ㆍ

정ㆍ 의 교육 원회 그리고 문화청과 도ㆍ도ㆍ

부ㆍ (都ㆍ道ㆍ府ㆍ県)의 교육 원회가 참여해

력하고있다.시ㆍ정ㆍ 과 시ㆍ정ㆍ 의교육

원회는 할지역내에 통 인보존가치가있

는건조물군이존재하는경우이를 통 건조물

군보존지구로지정해보존 리하게되는데이를

해사 에해당지구에 한기 조사를시행한

다.시ㆍ정ㆍ 과 할교육 원회는 통집락과

그거리를구성하는건조물등에 해그역사

배경이나 황등을면 히조사해보존가치여부

를 단하게되는데이과정에서지역별마치쯔꾸

리의 에서해당지구가안고있는과제를취합

ㆍ정리하고주민의의견을수렴하는 차를거치

게된다14).그리고그결과에기 해지구보존을

한방법들을종합 으로검토하게되는데이과

정에서 앙정부기 인문화청은도ㆍ도ㆍ부ㆍ

의교육 원회와 의를거쳐조사경비를시ㆍ정

ㆍ 에 보조하고 있다.

두번째단계인 통 건조물군보존지구조례

의제정단계에서는앞서실시한기 조사를토

로시ㆍ정ㆍ 이보존지구의결정,보존계획의결

정 차,규제내용,허가기 ,경비보조,심의회설

치등에 한내용을조례로제정한다.이와같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련조례는 문화청장 에게

보고하도록되어있다.이후동조례는 통 건

조물군보존지구와 요 통 건조물군보존지

구에 한기본법규로 용되는데이는보존 리

에 한지방정부정책의자율성을인정한것이라

고 볼 수 있다.

세번째단계인보존심의회설치단계에서는제

11)일본 문화청(2009b:4)을 참고했음.

12)일본 문화청(2003:23)의 보고내용에 근거함.

13)단계별 분석 보존지구의 선정과정과 각 련규정에 한 설명은 일본 문화청(2009b:4～5)을 참고했음.

14) 요 통 건조물군보존지구지정을추진하고있는미야지마의거리조사 원회(마치쯔쿠리 련단체)가지역주민을상 로한앙 트

조사결과에의하면주민의 70%이상이보존지구정비에 정 으로답한 것으로나타나고있음.그리고보존지구지정과 련해 심이

집 된사안으로는보존수리를 한비용보조와보존지구내에서의세제혜택에 한것이었음(본각주설명은NishihiroshimaWebTimes,

2005년 6월 17일자,874호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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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조례에근거해보존심의회를설치하는데동

심의회는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를 지정하기

한 지구범 와 보존계획내용을 심의하는 역할

을 수행하게 된다.보존지구가 지정된 후에는 보

존에 필요한 요사항 등을 조사,심의하고 시ㆍ

정ㆍ 과 해당교육 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

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따라서 보존심

의회는 지방정부의 보존 리활동을 폭넓게 지원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네번째단계인보존지구의지정단계에서는시

ㆍ정ㆍ 과 할 교육 원회가 참여하는데 도시

계획구역 해당 여부에 따라 그 결정주체가 다르

다.도시계획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의경우는도

시계획법에 기 해 시ㆍ정ㆍ 이 보존지구를 설

정하게 된다.이에 해 도시계획구역 밖과 도

시계획구역밖에서는시ㆍ정ㆍ 의교육 원회가

보존조례에 기 해 보존지구를 설정하게 되는데

모든 보존지구의 결정과 변경사항은 문화청장

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다섯 번째 단계인 보존계획책정과 고시단계에

서는 시ㆍ정ㆍ 의 교육 원회가 참여하는데 보

존계획의책정과 련해서는기본방침, 통 건

조물에 한 지정,보존지구 내의 통 건조물

에 한보존정비계획,보존지구에 한환경정비

계획,소유자에 한 보조계획 등에 해 책정하

고있다.그외허가와수리기 ,주변경 유지를

한 정비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책정된 보존

계획은 해당교육 원회가 고지하고있다.보존계

획책정과고지에교육 원회가깊이 여하고있

는 이유는 립기 으로서의 성격과 교육ㆍ문화

등에 한심의기 으로서의특성을반 한것이

라 단된다.

여섯번째단계인보존 리를 한건축기 법

에 한 완화조례제정단계에서는 시ㆍ정ㆍ 과

국토교통성장 이 여하는데시ㆍ정ㆍ 이 통

건조물 보존지구 내에서 보존상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성장 의승인을얻어구조,방화,채 ,

환기,도로내의건축제한,건폐율,용 률,건축물

의고도등에 한건축기 법상의제한을조례를

통해완화할수있도록하고있다.이는보존 리

활동에따른상ㆍ하 법간의마찰을방지하기

한 제도 장치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일곱 번째 단계인 보존 리단계에서는 시ㆍ정

ㆍ 이 심이되어 통 건조물군에 한수리

(修理)사업과 주변경 유지를 한 정비사업 그

리고화재나지진등에 비한방재사업등을실

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정부 간의 력과정을 통해 통

건조물군보존지구가지정되면여덟번째단계

로서 지방정부는 앙정부로부터 보존 리를

한보조지원을받기 해문부과학성장 에게

요 통 건조물군보존지구로선정해 것을신

청하게 된다.신청을 받은 문부과학성 장 은 소

기 인 문화심의회에 선정자문을 의뢰하게 되

는데신청된 통 건조물군보존지구가선정기

을 만족시키는 경우, 요 통 건조물군 보

존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요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의선정기 은㉠ 통 건조물군 체

가 의장 (意匠的)으로 우수한 경우,㉡ 통

건조물군과그구획이이 형태를유지하고있는

경우,㉢ 통 건조물군과 그 주 환경이 지역

특색을 하게나타내고있는경우인데이상

의3가지기 한가지를만족시키면선정된다.

아홉 번째 단계인 보존 리단계에서는 시ㆍ정

ㆍ 이 요 통 건조물군보존지구에 해수

리사업ㆍ주변경 유지를 한 정비사업ㆍ방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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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상사업부문 보조 상경비부문

<보존 책비 련보조>

① 보존 책 조사 시(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

ㆍ역사 연 자연 ,사회 ,경제 황에 한 조사

ㆍ 통 건조물군 이것과일체를이루는환경보존상황에 한조사

ㆍ 통 건조물군 이것과 일체를 이루는 환경보존 책의 책정

② 방재계획 책정 시( 요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

ㆍ 요 통 건조물군보존지구에 한방재계획책정에필요한조사와계

획책정

<보존 책비 련보조>

① 주요사업비

ㆍ조사경비

ㆍ보존 책과 방재계획책정경비

ㆍ측량,도면화 등의 경비

ㆍ조사보고서 인쇄경비

② 기타경비

ㆍ사무경비

<보존사업비 련보조: 요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

① 통 건조물을구성하는건축물과기타공작물의수리사업 증ㆍ개축

과 이 시 본래의 특성을 유지하기 해 필요한 경우

② 통 건조물의외 수리사업 수선과모양변경시본래의특성을유지

하기 해 필요한 경우

③ 통 건조물이외의건축물과기타공작물의수경사업 신축,증축,개

축,이 ,철거 시 보존지구의 역사 풍치를 유지하기 해 필요한 경우

④건축물외 의수경사업 수선이나모양변경으로보존지구의역사 풍

치를 유지하기 해 필요한 경우

⑤보존지구내자연물과토지의복구사업,수경사업으로보존지구내의역사

풍치를 유지하기 해 필요한 경우

⑥보존지구내건조물과기타물건의 리를 해필요한방재시설,표식,설

명 등의시설설비를정비하는사업으로서보존지구의보존을 해특히

필요한 경우

⑦ 통 건조물과그부지 는보존지구내토지와건축물로서보존지구의

보존을 해 매입이 필요한 경우

<보존사업비 련보조>

① 주요사업비

ㆍ수리,수경 등의 공사경비

ㆍ방재시설 등의 공사경비

ㆍ설계료와 감리비

ㆍ토지와 건조물 등의 매입경비

ㆍ간 사업경비

② 기타경비

ㆍ사무경비

자료:사업비 보조기 은 日本 文部科學省(1979:1～2)을 참고했음.

<표 3> 앙정부의 사업비 보조기

업등을실시하는데사업비의일부를국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다.이상의 분석을 통해 보존 리

의 심역할을수행하는것은지방정부이며 앙

정부는 지방정부의 원활한 보존 리활동을 해

련제도를정비하고 산을보조하는역할을수

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통 건조물군보존지구에 한정부간의

지원정책 분석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에 한 정부 간 지

원정책은크게3가지로분류할수있다.첫번째는

보존 리를 한사업비보조정책이며두번째는

보존지구에 한 세제 우 정책이다.그리고 세

번째는규제완화를통한제도 지원정책이다.아

래에서는이와같은3가지측면을 심으로지원

정책과 정부 간 역할에 해 분석해 본다.

1)보존 리를 한 사업비 보조정책

(1) 앙정부의 사업비 보조정책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에 해 앙정부가

사업비를보조하는경우는크게3가지경우로나

어진다.첫번째경우는보조 상사업부문에해당

되는 경우이며 두 번째 경우는 보조 상경비부문

에해당되는경우이다.이와같은기 에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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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산액 638,000,000엔 643,000,000엔 640,000,000엔 629,000,000엔 655,000,000엔

사업실 276개동 266개동 284개동 271개동 272개동

자료:日本 文部科學省(2009:2)

<표 4> 요 통 건조물군의 보존수리에 한 국고보조 산과 사업실 추이

경우,시ㆍ정ㆍ 에사업비가보조된다15).<표3>

은 앙정부의사업비보조기 을정리한것이다.

통 건조물군보존지구 책비국고보조요항

과 요 통 건조물보존지구보존사업비국고

보조요항에 따르면 국고보조 상에 한 보조

은 보조 상경비의 1/2을 보조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재정능력 등에 따라

보조 지원비율에 한 외조항을 두어 탄력

으로 운용하고 있다16).

요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의 보존수리에

한 앙정부의사업비보조는동제도가제정된

이듬해인 1976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보존수리

사업과 련해연간200건이상의국고보조가이

루어지고있다.2003년부터2007년까지 보존수리

와 련해지 된국고보조액과사업건수를보면

<표 4>와 같다.

2003년부터2007년사이의 요 통 건조물

군의 보존수리에 한 국고보조 산액과 사업실

추이를보면비교 일정한수 을유지하고있

음을알수있다.이를국보 문화재와 요문화

재에 편성되는 연간 산액과 비교해 보면 같은

기간평균1/6수 17)으로나타나고있는데매년

문화재의보존수리에 한국고보조 산 비

요 통 건조물군에 한국고보조 산의비율

은 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지방정부의 사업비 보조정책

통 건조물군보존지구와 요 통 건조

물군보존지구를 할하는지방정부는 통 건

조물군보존지구조례와보조 교부요강을제정해

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와 함께 해당보존

지구의보존 리를 해보조하고있다.지방정부

별보조기 은조례와보조 교부요강에따라다

소간의차이는있지만비교 유사한경향을나타

내고있으며18)보조 상과사업비에 한보조비

율 그리고 보조한도액 등을 규정하고 있다.

2)보존지구에 한 세제 우 정책

통건조물군보존지구에 한세제우 19)는

국세와 지방세의 양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 앙정부의 국세 우 정책

국세의 경우 상속세 과세 시 우 조치가 이루

어지고있는데 요 통 건조물군보존지구의

통 건조물과그부지에 해서그것이 통

건조물군이아닌경우를상정한가액의3/10을공

제한 액을과세표 으로해상속세를과세하고

있다.이와같은상속세우 조치에의해세 간

15)이 경우 시ㆍ정ㆍ 은 사업보조자가 됨.

16)이 요항에 의하면 오키나와에 소재한 시ㆍ정ㆍ 에 해서는 특례조항을 두어 보조 상경비의 4/5를 보조하고 있음.

17)동 기간의 산비교를 통해 필자가 산정한 것임.

18)교토시,효가시,오다시 등의 보조 교부요강을 비교검토한 결과임.

19)세제우 내용은 日本 文化廳(2009b:7)을 참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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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네이자카지구 기온신바시지구

사가토리이모토지구 카미가모지구

사진자료:일본 문화청(2009c)

<그림 3>교토시의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 경

의 지속 인 보존 리가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통 건조물군보존지구내의토지에

해서도 비과세하고 있다.

(2)지방정부의 지방세 우 정책

지방정부는 지방세인 고정자산세에 세제 우

조치를취하고있는데 요 통 건조물군보존

지구의 통 건조물에 과세되는 고정자산세에

해서는비과세하고있으며 요 통 건조물

통 건조물이외의건축물등의부지에과

세되는 고정자산세에 해서는 시ㆍ정ㆍ 이 면

제 는 경감하고 있다.

3)규제완화를 통한 제도 지원정책

시ㆍ정ㆍ 은 통 건조물군보존지구조례가

정하고있는 상태에 한변경규제와보존유지

에 필요한 조치를 확보하기 해 보존지구 내의

부지와 건축물에 해 취해지는 건축기 법제한

완화와 련된 사항을 국토교통성장 의 승인을

얻은 후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Ⅳ.교토시의 사례 분석

사례분석에서는교토시의 요 통 건조물

군 보존지구에 한 정책을 상으로 첫째,정부

간 력과정책의연계성,둘째,보존지구에 한

지원정책에 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요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 황

교토시에는 4개의 요 통 건조물군 보존

지구가 지정되어 있다.이들 지구에 한 지정

황과 경을보면각각<표5>와<그림3>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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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지구명 면 지정연도
선정

기 번호

산네이자카지구 82,000㎡ 1976년 3

기온신바시지구 14,000㎡ 1976년 1

사가토리이모토지구 26,000㎡ 1979년 3

카미가모지구 27,000㎡ 1988년 2

<표5>교토시의 요 통 건조물군보존지구지정 황

주:선정기 번호:1: 통 건조물군 체가의장

(意匠的)으로우수한경우,2: 통 건조물군

구획이 옛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3: 통

건조물군 그 주 환경이 지역 특색을 하

게 나타내고 있는 경우

자료:日本文化廳(2009a),홈페이지자료를참고해작성

2.교토시의 요 통 건조물군보존지구에

한 보존 리정책

교토시의 요 통 건조물군보존지구에

한 보존 리정책은 앙정부의 보존 리정책과

연계되어있다. 앙정부의보존 리정책의 근간

은문화재보호법의 련조항인데앞서분석한바

와같이이법은 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 계

를 력자 인 계로 이끌고 있다.

즉, 앙정부는지방정부의보존 리정책의자

율성을 최 한 존 하면서 문화재보호법의 련

조항이 지향하고 있는 보존 리의 기본정책방향

에 부합하는 경우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다.이와

같은연계체계가 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 력

을유도하고있다.교토시의경우도문화재보호법

에서정한보존 리의기본정책방향에입각해보

존 리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교토시의 보

존지구의 특성에 합한 보존 리정책을 운용하

고 있다.교토시는 요 통 건조물군 보존지

구의보존 리를 해 련조례와규칙을제정해

운용하고있는데교토시 통 건조물군보존지

구조례와동조례의시행규칙그리고교토시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 보조 교부규칙이 있다.

한 동 보존지구에서의 원활한 보존 리활동을

해교토시 통 건조물군보존지구내의건축

물제한완화에 한조례와동조례의시행규칙을

제정해 문화재보호법의 련조항이 인정하는 범

내에서건축 련규제를완화하는정책을취하

고 있다.그리고 요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

에서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해 사무사업평가

표를 작성하는데 산집행내역과 주요 상 시책

에 한정책평가와지방정부의역할분담평가그

리고 사업업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그리고 이

를 토 로 향후의 정책방향을 조정하고 있다.

3.교토시의 요 통 건조물군보존지구에

한 지원정책 분석

교토시의 통 건조물군보존지구에 한지

원정책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사업비 보조정책

교토시는 1976년에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

에 한 조례를 제정해 해당지구를 지원하고 있

다.동조례제10조는｢보존지구의보존을 해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보존지구 내의 건축물

통 건조물군과일체를이루는환경을보존

하기 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리,수리,경 유지를 한정비 는복구에 해

서 산범 내에서해당건축물 는물건의소유

자, 리자 는 유자에 해그경비의일부를

보조할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다.그리고이와

련해 통 건조물군보존지구보조 교부규

칙을제정해시행하고있는데동규칙에서는해당

지구에 한구체 인보조 교부원칙을정하고

있다.그 보조 상행 를 보면 ㉠ 통 건조물



일본의 통가옥지구 보존정책과 정부 간 력에 한 연구 161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보조 건수 27건 30건 27건 30건 30건

① 사업비 58,012,000엔 45,709,000엔 33,213,000엔 44,000,000엔 30,100,000엔

② 인건비 26,674,000엔 15,803,000엔 15,543,000엔 15,417,000엔 15,417,000엔

③ 비용합계(①+②) 84,686,000엔 61,512,000엔 59,756,000엔 59,417,000엔 45,517,000엔

④ 국고보조ㆍ부(府)지출 25,195,000엔 17,500,000엔 19,500,000엔 19,500,000엔 11,000,000엔

⑤ 교토시 연간 부담액(③-④)
59,491,000엔

(70.2%)

44,012,000엔

(71.6%)

40,256,000엔

(67.4%)

39,917,000엔

(67.2%)

34,517,000엔

(75.8%)

자료:日本 京都 (2007)

<표 6>교토시의 요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에 한 지원 산내역(2003～2007년)

의이 는그외 과 련한수선,모양의변경

는색채의변경으로서 통 건조물군의특성

을 유지하기 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

,㉡ 통 건조물에 한증축 는개축으로

서 통 건조물군의 특성을 유지하기 해 특

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행 ,㉢보존지구내의

통 건조물이외의건축물등의신축,증축,개

축,이 ,제거그리고그외 과 련된수선,모

양변경,색채변경으로서 당해보존지구의 역사

풍치를유지하기 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행 ,

㉣ 통 건조물군과 일체를 이루는 환경을 보

존하기 해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행 ,㉤

보존지구내에있는건축물등의 리를 해필

요한방재설비,표식,설명 ,기타시설 는설

비의 설치,수리,개선행 로서 당해보존지구의

보존을 해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행 ,㉥

이상의 경우 이외에 보존지구의 보존을 해 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 에 해 보조 이

교부되고 있다.

보조 은 보조 상행 에 따라서 차등 으로

지원되는데상기의㉠,㉣,㉤의경우에는비용의

4/5를보조하고㉡과㉢에 해서는비용의2/3의

범 내에서보조하되1건당600만엔을한도로정

하고 있다.이 수 은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

가지정되어있는다른지방자치단체의경우와유

사하다.

이와 같은 기 에 기 해 요 통 건조물

군 보존지구에 해서 매년 건축물 등의 수리나

경 유지정비사업등을시행하는자와그지역주

민에게보조가이루어지고있다.교토시는4개보

존지구 내의 건조물의 수리,경 유지정비,복구

등에 해 지도하고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는데2003년부터2007년까지이루어진 요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에 한 지원 산내역을

보면 <표 6>과 같다.

이표를보면 요 통 건조물군보존지구에

한지원 산 교토시의부담이약70%를나타

내고있는것을알수있다. 앙정부의지원 산

액은다소간의변동은있으나비교 안정 인것

을확인할수있다.안정 인지원 산확보는지속

인 보존 리가 요구되는 통건조물의 특성상

매우 요한 문제이다.교토시의 사례분석에서는

앙정부의 산지원이지속 인보존 리활동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제 우 정책

요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에 해서는

국세인 상속세에 한 경감조치와 지가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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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상 건축물 미 용 되는 건축기 법 규정

카미가모지구 ㆍ 규모 수선이나 모양변경을 요하는 통 건축물
제52조(용 률 련규정)

제53조(건폐율 련규정)

기온ㆍ신바시지구

산네이자카지구

ㆍ신축,증축,개축,이 , 규모수선이나모양변경을하는건

축물로서 당해행 에 해보존지구조례 4조 1항에 의해허

가받거나 동 조례 6조에 의해 의가 성립한 경우

ㆍ 규모 수선이나 모양변경을하는 통 건축물로서 그외

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한 것

제44조 제1항

(옹벽설치기 련규정)

제56조 제1항 제1호

(건축물 높이제한 련규정)

ㆍ 규모 수선 는 모양변경을 수반하는 통 건축물 제53조(건폐율 련규정)

사가토리이모토지구 ㆍ 규모 수선이나 모양변경을 하는 통 건축물

제22조 제1항

(방재 련 지붕구조 련규정)

제52조(용 률 련규정)

제53조(건폐율 련규정)

자료:日本 京都 ,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内における建築物の制限の緩和に関する条例

<표 7>교토시의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 내의 건축물의 제한완화에 한 조례

한 비과세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지방세인

고정자산세에 해서는 가옥의 소유자가 거주

시에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어 앙정부의 세

제 우 정책방향을 반 하고 있다.

3)규제완화를 통한 제도 지원정책

교토시는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조례가 정

한 상태에 한변경규제와보존에필요한조

치를확보하기 해보존지구내의부지와건축물

에 해취해지는건축기 법제한완화와 련된

사항을국토교통성장 의승인을얻은후조례로

정하고있다.교토시의 통 건조물군보존지구

내의건축물제한완화에 한조례를보면4개의

요 통 건조물군보존지구에 해 규모수

선이나모양변경과 련해<표7>에나타난바와

같이 건축기 법을 완화해 용하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보존지구별로 필요한 건축물

제한완화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보존지구별건축규제완화조치를통해

통 건축물군보존지구에 한 상유지가가

능하도록 제도 으로 지원하고 있다.

Ⅴ.결론

본연구에서는일본의 통 건조물군보존지

구제도를 상으로 통가옥지구보존을 한

앙정부와지방정부의 력에 해제도 인측면

과정책 인측면에서 근ㆍ분석했다.이를 해

련제도와 보존 리정책 그리고 지원정책이 어

떻게정부간 력을이끌어내고있는가를분석했

다.그결과다음과같은연구결과를얻을수있었

다.첫째, 통 건조물군 보존지구제도와 련

법규가연계 으로운용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

었다.상 법인 문화재보호법의 련조항과지방

정부의 통 건조물군보존지구 련조례가상

호연계되어 원활한 보존 리활동을 이끌어내고

있었다. 한도시계획법과건축기본법그리고지

방정부의 련조례가문화재보호법의 련조항에

근거해원활한보존 리를 해연계되어조정되

고있음도알수있었다.이는보존 리정책의자

율성이인정되고있는지방정부가정책을이행하

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ㆍ하 법규 간의

립문제를 방하는효과를갖고있다.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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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존 리정책이 연계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문화재보호법의

련조항은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앙정부의 련정책이 지방

정부의 보존 리정책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향으

로연계되어있다.셋째, 통 건조물군보존지

구제도의운용과정에서정부간 력 계가형성

되고있음을연구결과확인할수있었는데 통

건조물군보존지구와 요 통 건조물군보

존지구를 지정하고 보존 리하는 과정에서 앙

정부와지방정부가각자역할을분담해 력 계

를형성하고있었다.넷째, 통 건조물군보존

지구에 한지원정책에있어서 앙정부와지방

정부가다양한지원정책을추진하고있었는데사

업비보조정책과세제우 정책그리고규제완화를

통한 제도 지원정책이 주축이 되고 있다.양측

정부에의한다양한지원정책은지속 인보존

리활동를이끌어내고 있었다.이상의 연구결과는

통가옥지구의 보존 련제도에 한 한ㆍ일 비

교시에제기되었던한국의 통한옥지구보존제

도의한계성문제의해결에도시사하는바가크다.

본연구의앞부분에서지 했던바와같이한국의

통한옥지구 보존제도는 제도 인 측면과 정책

인 측면에서 정부 간 연계성이 희박하다.이와

같은원인은 통한옥지구의보존 리에 한국

가수 의 법률제도가 없어 앙정부의 보존 리

지원등에 한근거가마련되어있지않기때문이

다.그 결과, 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보존 리정

책에 한 연계 인 력체계를 구축할 수 없을

뿐아니라보존 리와그지원 산을지방정부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지방정부의재정부담증가로이어질가능성

이크며재정력이낮은지방정부의보존 리활동

을 축시킬소지가있다.따라서본연구에서분

석한일본의 통가옥지구보존 리를 한제도

ㆍ정책 력시스템을 통한옥지구보존제도

에 구축한다면 지방정부의 과도한 보존 리부담

문제를 완화하고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력

계를 구축할 수 있으리라고 단된다.그 방안으

로서지난1985년에도입되었다가1999년에폐지

되었던 통건조물보존법을 보완해 재도입하는

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이경우,제도 으로

보완할필요가있는데 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과 력체계에 한부분이다.기존제도

의 경우,지구지정과 보존계획의 수립 등 제도

반에 걸쳐 앙정부가 주체가 되는 방식을 취했

다.그러나 앞으로는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이 해

당지역의특성과사정을잘 악할수있는지방

정부가 주체가 되고 앙정부는 보존 리정책에

한기본정책방향과보존 리를 한 산을지

원하는보조자 역할을수행하는것이필요하다.

이는 통한옥지구의보존 리를 한정부간의

발 인 력체계를 구축하기 해 필요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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