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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의 가치를 유지시키면서 개발과의 조화를 지속가능하게 하려는 관점에서 현재의 매장문화재발굴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순수공공재이면서 제한된 문화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매장문화재의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보호하고 개발과의 조화를 이루게 

하려면 발굴법인과의 발굴계약을 통해 개발자에게 직접 발굴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현행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순수공공재인 

매장문화재를 그 동안 시장의 원리에 맡겨 조사해왔는데 시장실패양상을 보여줌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방

식이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의 도입이다. 발굴법인과 개발자의 직접적 접촉을 방지하고 문화재청의 관리 속에서 매장문화재부담금

으로 확보된 재원으로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진행되게 되면 저가수주, 발굴의 질 하락, 민원과 사회적 갈등과 같은 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사전에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매장문화재발굴제도와 보호제도를 개선하면서 민원을 사전적으로 크게 줄이기 위해서는 

민원의 폭탄이 되는 ‘발굴보존문화재 존치구역에 대한 토지매입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기획재정부는 문화재청에 

예산을 배정해 주어야 한다. 소규모국비발굴예산의 대폭확충을 통한 개별민원의 감소도 모색되어야 한다. 매장문화재의 발굴과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매장문화재에 대해 민원을 가진 주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정부는 그 토대를 놓아주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저가

입찰, 부실 발굴 등에 대한 발굴법인의 자정(自淨)노력도 이루어져야 하고 우수한 발굴조사인력의 이직방지와 양성을 위한 임금체계와 

근로신분체계의 제도보완이 요망된다.

국  문  초  록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방안

주제어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 공공재, 발굴의 질, 학술성 회복, 발굴보존문화재 존치구역에 대한 토지매입예산

기 획 논 문

김권구

계명대학교 사학과 

Corresponding Author : ggkimdream@kmu.ac.kr

투고일자  2016. 07. 18  ● 심사일자  2016. 08. 02  ● 게재확정일자  2016. 08. 17



225  Kim Gwon Gu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방안

I. 머리말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다양

한 민원이 제기되며 매장문화재가 지역개발을 방해하는 존

재로 인식되어 알게 모르게 파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장

문화재의 보존과 개발과의 지속가능한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장문화재의 가치

와 유적발굴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토대로 관련

제도의 보완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2010년 

2월 4일(법률 제10001호) 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

에 관한 법률」은 2011년 7월21일(법률 제10882호), 2014년 

1월 28일(법률 제12350호), 2014년 5월 28일(법률 제12692

호)로 각각 개정되었고 2011년 2월 5일부터 5년 이상 시행

된 바 있다. 따라서 이 법률을 시행하면서 제기된 문제점

들을 확인하고 보완할 시점에 온 것도 위에서 언급된 주제

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더 부각시키고 있다. 매장문화재

가 갖는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만들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며 개발도 매장문화재의 가치유지와 조화를 이루게 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매장문화재의 가치와 그를 

보는 다양한 시각에 대해 Ⅱ장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

고 Ⅲ장에서는 매장문화재 관련 발굴조사 현황과 발굴제도

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Ⅳ장에서는 개발과의 지속가능한 

조화모색을 위한 매장문화재발굴제도 보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매장문화재의 발굴과 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조화를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하는가는 물론 가치

판단이 들어간 정책적인 논쟁점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

나 매장문화재가 보호되고 발굴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순

수공공재(公共財)1로서 유한한 문화자원(limited cultural 

resources)이라면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발굴조사가 되

도록 하는 현행제도는 발굴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개발과

의 갈등노정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사실상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실패’ 단계에 이르러서 정

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고 현행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제도는 그러한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될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다. 

II.   매장문화재의 가치와 그를 보는  

시각에 대한 검토

1. 매장문화재의 가치와 특성

매장문화재는 무한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제한된 

문화자원이다. 따라서 매장문화재의 발굴과정에서 학술

적 가치의 조사에 대한 중요성의 재인식이 아주 필요하다. 

매장문화재를 포함한 문화재는 학술적 가치, 교육적 가치, 

문화적 가치, 경제적 가치, 미적 가치, 지혜의 자원으로서

의 가치, 여가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English Heritage 

1997). 이렇듯 문화재의 가치는 다면성과 중첩성을 띠고 있

으며 시대별로 다양한 가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①항에서 유형

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서 역사적, 예술

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이 문화재라고 개념정의 하

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재 중에서 ‘절터, 옛무덤, 조개

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이 기념물의 범주에 든다고 규정하

고 있어서(문화재보호법 2조 ①항 3호 가목 참조) 매장문

화재와 관련된 주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역사

적 가치, 예술적 가치, 학술적 가치, 경관적 가치로 문화재

의 가치를 나누고 있다. 그러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

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2호, 3호에서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1호), 건조물 등

1 매장문화재가 공공재 특히 순수공공재인 것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의 비경합성(비경쟁성)과 비배제성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비경합

성은 소비자가 늘어나더라도 다른 소비자들의 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며 비배제성은 소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개개인의 소비를 배제하지 않

는다는 것으로 순수공공재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모두 갖는 재화를 말한다(최민정 201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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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장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2호), 지표·지중·수중 등

에 생성·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 화석, 그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3호)이 매장문화재라고 

개념정의하면서 그 가치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문

화재청 발굴제도과 2015: 9). 

매장문화재는 다양하고 풍부한 이야기꺼리를 가진 문

화자원이다. 이를 활용하여 1차 산업으로서의 발굴관련 일

자리의 개발 이외에도 하기에 따라서는 2차 산업과 3차 

산업으로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자원의 보

고인 것이다. 이것은 간단하게 매장문화재를 활용한 산업

(heritage industry)의 기본자원이면서 넓게는 문화유산활

용 일자리 만들기 산업정책(Heritage New Deal Policy)을 

통하여 좁게는 고고학을 활용한 일자리 만들기 산업정책

(Archaeology New Deal Policy)을 통하여 경제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자원임을 명심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의 일자리창출 경제자원인 매장문화재의 체계적 조사와 보

존 그리고 활용의 중요성이 현재의 개발논리에 의해 무시돼

서는 안 된다. 

매장문화재는 잘 조사하고 기록하여 그 가치를 체계적

으로 잘 파악하여야 되며 현지보존, 이전보존, 그리고 불가

피할 경우에 기록보존 등으로 그 가치가 지속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따라서 매장문화재의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며 실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보존하고 표현되

게 할 것인가는 개발가치와의 균형 속에서 신중하게 이루

어져야 한다. 그러나 매장문화재는 한번 훼손되거나 파괴되

면 그 가치가 상실되게 됨으로 매장문화재의 보호와 개발사

이의 균형을 검토할 때 어렵더라도 매장문화재를 중심으로 

해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매장문화재의 종류에 따라서

는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며 재구축되었던 경관

의 중요성 파악 및 보존이 중요하나 유적의 제한된 범위만 

발굴하고 그 유적과 관련되며 의미와 상징을 가졌던 주변의 

문화적·경관적 요소는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매장문화재는 또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임나일본

부 등과 같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동아시아에서의 역사왜곡

과 관련하여(Kim Gwongu 2006; 김권구 2009) 우리나라

의 국가정통성과 영토주권을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나

라의 역사와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전통을 밝힐 수 있

게 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2. 매장문화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각들 

매장문화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각으로 주요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장문화재는 제한된 자원으로서 공공재라는 

시각이다. 매장문화재는 공공의 자산이며 역사기록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문화자원이다. 따라서 매장문화재의 성격규

명을 위한 발굴조사와 그 가치의 지속적 유지를 위한 보호

체계의 구축이 정부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둘째, 매장문화재는 현재 세대만의 전유물(專有物)이 

아니라 후대세대의 것이기도 함으로 매장문화재의 보호와 

발굴조사에서는 이러한 누세대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다. 현재 세대의 개발논리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각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매장문화재는 우리 민족만의 것이 아니라 인류

의 문화재라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지나치게 개발일변도

로 가거나 국수주의적으로 가면서 활용하는 것은 수정되어

야 한다. 즉 세계적 관점에서 매장문화재는 보호·관리되어

야 한다. 경주역사지구나 경주 남산 등이 세계문화유산으

로 지정되는 것도 경주의 문화재가 우리나라의 문화재이면

서 인류의 문화재이기 때문이다.

넷째, 매장문화재는 문화자원일 뿐만 아니라 경제자

원, 관광자원, 교육자원, 학술자원, 지혜를 주는 자원이다. 

그리고 매장문화재는 지역재생과 활성화를 위한 자원(장호

수 2013: 38)이기도 하다. 이렇듯 매장문화재의 다면적·중

첩적 활용 가치를 이해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III.   매장문화재 발굴조사현황과 발굴

제도상의 문제점

1. 매장문화재 발굴조사현황

2010년부터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매장문화재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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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1,627건, 2011년 1,258건, 

2012년 1,510건, 2013년 1,676건, 2014년 1,851건, 2015년 

2,000건으로 매년 증대되는 양상이다(표 1).2 그리고 발굴

계약 총액은 2010년 3,218억 원, 2011년 1,745억 원, 2012

년 1,919억 원, 2013년도 2,049억 원, 2014년도 2,302억 원, 

2015년도 약 2,524억 원에 달하고 있다(표 1). 

그러나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합한 건수는 2010년 

3,091건, 2011년 2,479건, 2012년 2,858건, 2013년 2,989건, 

2014년 3,200건, 2015년 3,390건에 달한다(표 2, 그림 1). 지표

조사와 발굴조사에 소용된 연도별 계약총약은 2010년 3,354

억 원, 2011년 1,830억 원, 2012년 1,998억 원, 2013년 2,365억 

원 그리고 2015년 2,592억 원에 달한다(표 2, 그림 2).

그리고 전체발굴 중에서 구제발굴이 84~85%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 이렇듯 구제발굴의 

비율이 전체발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매장

문화재의 발굴과 유적보존과 관련하여 개발과 갈등을 빚

거나 민원을 야기할 가능성이 큼을 암시한다. 한국매장문

화재협회 회원기관 발굴면적은 2012년 3,632,271㎡, 2013

년 3,562,893㎡, 2014년 4,271,872㎡3로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매장문화재협회 2015: 9). 그러나 2010년의 발굴면적

2 『문화재연감』에는 2015년도 매장문화재의 발굴현황이 1,410건으로 보고되었지만(문화재청 2016a: 218) 그와 다르게 현황을 파악하여 1,411건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다(최민정 2016: 20). 또 문화재청 홈페이지 통계정보에는 2015년 2,000건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있다. 이러한 차이는 발굴허가기

준시점을 중심으로 통계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발굴완료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와 같이 통계를 잡는 시점차이문제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

서는 문화재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속의 통계정보가 가장 최신의 자료를 담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이를 기준으로 삼아 검토하되 관련되는 정보가 없는 경우 다

른 자료를 사용하고자 한다. 

3 발굴면적에 대한 2015년도 자료는 『문화재연감』(문화재청 2016a)이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통계정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한국매장문화재협

회의 『2015년도 한문협 회원기관 매장문화재 조사 편람』도 현재 간행되지 않은 상태여서 2014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 1. 연도별 발굴조사 건수와 발굴계약 총액(문화재청 홈페이지 통계정보 2016.7. 참조) (단위: 건, 원)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발굴조사 건수 1,627건 1,258건 1,510건 1,676건 1,851건 2,000건

발굴계약 총액 3,218억 원 1,745억 원 1,919억 원 2,049억 원 2,302억 원 2,524억 원

표 2. 연도별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건수와 발굴계약 총액(문화재청 홈페이지 통계정보 2016.7.) (단위: 건, 원)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지표조사 및 발굴

조사 건수 합계와 

비용합계(단위: 원)

3,091건 2,479건 2,858건 2,989건 3,200건 3,390건 2009년의 지표조사 및 발

굴조사 비용합계는 5,295
억에 달했음.3,354억 원 1,830억 원 1,998억 원 2,119억 원 2,365억 원 2,592억 원

3,091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479건

2,858건
2,989건

3,200건
3,390건

지표조사●및●발굴조사●건수

2015년

그림 1.   연도별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건수 

(문화재청 홈페이지 통계정보2016.7.) (단위: 건).

그림 2.   연도별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비용합계 

(문화재청 홈페이지 통계정보2016.7.) (단위: 원).

3,354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830건
1,998건 2,119건

2,365건
2,592건

지표조사●및●발굴조사●비용합계(단위:●원)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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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8,667,162㎡, 2011년도의 발굴면적은 8,496,584㎡에 달

하여 2012년에 갑자기 2010년 발굴면적의 약 41.9%로 줄

어든 후 2013년 발굴면적은 2012년의 발굴면적에 비해 약 

2% 감소하였다가 2014년 발굴면적은 2012년 발굴면적보

다 17.6% 증대된 양상을 보인다(표 4). 즉 2014년의 발굴

면적은 2012년과 2013년의 발굴면적보다는 크게 상승했지

만 2010년의 발굴면적의 49.3%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표

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의 면적을 모두 합친 한

국매장문화재협회 회원기관의 조사총면적은 2010년 약 3억 

8,775만㎡, 2011년 2억8,396만㎡, 2012년 3억3,554만㎡, 

2013년 3억1,287만㎡, 2014년 3억552만㎡이다(한국매장문

화재협회 2015: 9).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문화재청에 등록된 발굴전문기

관의 수는 2012년 77개, 2013년 78개, 2014년 83개, 2015

년 95개로 증대되는 양상이다(표 5). 이러한 통계자료를 토

대로 1개 법인별 연도별 지표조사수와 발굴조사건수의 평

균치4는 2012년 약 37건, 2013년 약 38건, 2014년 약 39

건, 2015년 약 36건에 이르며 연도별 평균계약금액은 2012

년 약25.9억 원, 2013년 약 27.2억 원, 2014년 약 28.5억 원, 

2015년 약 27.3억 원의 추이를 보인다(표 6). 그러나 실제 

더 많은 계약을 수주한 법인과 그렇지 못한 법인이 있고, 

국공사립박물관과 대학박물관 등의 조사기관이 있어서 <표 

4 지표조사계약액과 발굴계약액의 발굴기관별 평균계약금액은 발굴법인마다 수주액이 다르고 또 계약서 속의 금액과 다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또 경우에 따라서 발굴금액이 여러 이유로 미수(未收)상태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추정적 평균계약금액의 파악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

각한다.

5 2016년7월 현재 98개 발굴법인과 167개 국공립기관과 대학기관 등을 포함한 조사기관이 등록되어 있고 조사인력은 모두 2,457명이며 발굴법인에는 1,811

명의 조사인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문화재청 2016b: 38). <표 6>의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건수 합계와 비용합계는 <표 2>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한 것임

을 밝힌다.

6 실제 발굴법인 이외에도 대학기관과 국공립기관이 발굴에 참여할 경우 평균 발굴 수와 평균발굴계약금액은 축소될 수 있다. 발굴법인, 대학기관과 국공립기

관이 포함된 발굴조사기관 숫자는 2012년 136개소, 2013년 142개소. 2014년 149개소에 달해서(한국매장문화재협회 2015: 5) 약 50%내외의 수준으로 기

관별 평균 발굴 수와 평균발굴계약 액수가 하향 조정될 수 있다. 

표 3. 연도별 학술발굴과 구제발굴의 건수와 비율(문화재청 2013: 269, 2014: 234, 2015: 220, 2016a: 218) (단위: 건, %)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발굴건수
학술 발굴

155건

구제 발굴

911건

학술 발굴

172건

구제 발굴

995건

학술 발굴

183건

구제 발굴

1090건

학술 발굴 

225건

구제 발굴 

1185건

비율 14.54% 85.46% 14.74% 85.26% 14.38% 85.62% 15.96% 84.04%

표 6. 최근 문화재청에 등록된 발굴전문법인의 평균 지표조사 수 및 발굴 수와 평균발굴계약금액추정치6(단위: 건, 원)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발굴전문법인별 평균

발굴 건수
2858건÷77개

= 약 37.1 건
2,989건÷78개

= 38.3건
3,200건÷83개

= 38.6건
3,390건÷95개

= 35.7건
연도별 발굴 건수÷발굴법인 수

발굴전문법인별 평균

발굴계약 금액
1,998억 원÷77개

= 약25.9억 원
2,119억 원÷78개

= 27.2억 원
2,365억 원÷78개

= 28.5억 원
2,592억 원÷95개

= 27.3억 원
연도별 발굴계약 금액÷발굴법인 수

표 4.   한국매장문화재협회 회원기관 최근 3년 연도별 발굴조사면적 추이 

(한국매장문화재협회 2015: 9)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발굴조사면적

(단위:㎡)
3,632,271㎡ 3,562,893㎡ 4,271,872㎡

표 5.   최근 문화재청에 등록된 발굴전문법인 수5의 증감양상 

(문화재청 2013: 282, 2014: 240, 2015: 227, 2016a: 228)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발굴법인 수  77개 78개 83개 9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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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 통계치는 가상의 평균적 수치로서 발굴법인별로 실제

와는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표 6>은 발굴조사건수와 

발굴계약총액의 평균적 양상과 전체적 양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2. 발굴제도상의 문제점

현재는 발굴계약의 입찰제도와 같은 시장경제의 원

리에 의하여 발굴계약이 결정됨으로 인해 발굴의 질의 확

보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

기 어렵다. 즉 발굴의 질 확보보다는 저가입찰로 발굴계약

을 한 후 그 저가로 손해를 입지 않고 발굴을 마치기 위해 

서둘러 발굴이 종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발굴면적이 아무리 적더라도 구제발굴의 경우 발굴기간이 

3일 이하의 발굴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발굴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 그러한 사례를 암

시할 수 있다.

개발과 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심각한 갈등이 일

어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발굴의 질은 떨어지고 개발자

의 불만도 커지는 상황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실패’

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한한 공공재(limited 

pubic goods)로서의 매장문화재와 개발사이의 가격에 의

한 시장조정기능의 실패인 ‘시장실패’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

책개입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매장문화재는 무한하게 존

재하는 것이 아닌 제한된 자원이다. 그런데 현행의 매장문

화재 발굴제도로는 적절한 발굴의 질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개발자의 불만을 줄이기도 어렵다. 매장문화재의 파괴가 이

루어지고 유적발굴이라는 것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발굴이

라는 형식적 절차만 거쳤다는 것으로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책무를 다했다는 개발지상주의적 형식논리에 메여있다. 즉 

매장문화재의 발굴은 개발공사의 한 과정임으로 개발 중

심적으로 매장문화재가 다루어져야 한다는 시각이 강하여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가져야 하는 학술적 성격은 경시되고 

있다. 이에 발굴을 통한 매장문화재의 가치규명과 이해증진

을 위하여 발굴이 갖추어야 하는 본래의 학술성 회복이 필

요하다. 이를 토대로 개발과의 지속적인 조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매장문화재를 대하는 근본적인 시각

의 전환이 요망된다. 

사실 개발관련 민원의 촉발과 매장문화재의 조사와 보

존과 관련된 갈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영국, 덴마

크,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다(Carman 2014; Willems 

2014; Westphal 2014; 禰宜田 佳男 2014). 문제는 갈등의 발

생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갈등을 예방하고 발생된 갈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느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매장문화재 발굴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다

양한 심각한 문제의 주요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장문화재의 저가발굴로 인한 부실 발굴이 다

수 발생하고 있고7 우수한 발굴인력의 유입이 줄어들고 기

존의 우수발굴인력의 이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둘째, 문화재의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도가 부족

하다. 그리고 가칭 님비현상(Nimby: Not in my backyard)

도 만연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매장문화재의 보호는 중요하

지만 나의 재산권행사를 제약하는 나의 토지에 있는 매장

문화재의 보호는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 다수 확인된다.

셋째, 순수공공재이면서 제한된 자원인 매장문화재를 

7 수요와 공급이 만나 순기능을 하는 시장의 기능에 의해 자원이 합리적으로 분배되거나 사용되어 발굴의 질과 개발자의 만족도는 높아져야 하는데 그러한 순기

능은 거의 없고 발굴의 질 저하와 개발자의 불만증대라는 현상이 심각하게 출현하였음으로 이를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실패’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III장

의 <표 1>에 나오는 연도별 발굴건수와 발굴총액은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1,627건의 발굴건수에 발굴총액이 3,218억 원이다. 이

에 비하여 2015년 2,000건의 발굴건수에 발굴총액이 2,524억 원이다. 2014년에도 1,851건의 발굴건수에 발굴총액이 2,302억 원이어서 세부적으로는 발굴

면적 등의 차이와 같은 변수가 있겠으나 크게 보아 발굴건수별 발굴단가가 2010년 약 2억 원, 2014년 약 1.24억 원, 2015년 약 1,26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5년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크게 보아 비슷한 면적에 대한 발굴이라고 가정하면 실제로는 2015년도 발굴건수별 실제발굴단가가 2010년도의 그것

에 비하여 약 50%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양상은 발굴계약낙찰을 위한 보이지 않는 저가입찰이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한다. 부실발굴이 존재

할 가능성은 첫째, 발굴기간이 3일 이하의 발굴도 다수 있다는 점, 둘째, 발굴건수별 평균발굴단가가 2010년에 비하여 2015년 약 50% 정도로 줄어들어 발굴

여건이 악화되었다는 점, 셋째, 부실한 발굴로 징계나 경고를 받는 발굴법인도 종종 있다는 점에 의하여 강하게 암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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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기록해서 그 가치를 밝히고 활용해야 함에도 

대부분 매장문화재와 개발의 갈등 발생 시 개발일변도로 

갈등해결방향이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나름대로 유적공원

이나 유적박물관을 만드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

우가 더 많다. 그리고 유적공원과 유적박물관도 운영과 관

리상의 예산과 인력 배치에 있어서 어려움도 다수 존재한

다(사진 1, 2). 개발을 위한 대지조성을 위해 2~3m 높이 이

상의 성토를 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여 발굴된 유적지를 

그대로 놓을 경우 우천시 물이 흘러들어가 고이는 호수나 

늪이 될 가능성이 있게 되어 보존유적의 이전복원을 불가

피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게 한다.

넷째, 현재의 발굴제도 아래서는 저가(低價)에 의한 

발굴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공공영역(公共領域)

이 관련된 발굴의 경우에도 발굴유적에 존재하는 문화층

이 다수로 중복되어 존재하는지 여부의 고려가 잘 되지 않

기 때문에 발굴기관이 손해를 보면서 발굴을 진행하지 않

을 수도 있어서 부실발굴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구체적

으로 부실발굴의 발생이 확인되어 발굴법인이 징계조치를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8

다섯째, 매장문화재 발굴의 질은 저하되면서 한편으

로는 발굴과 관련된 개발자나 토지소유자의 불만이나 민원

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다. 특히 발굴 후 유구가 현장에 

보존된 경우 그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폭발일보직전

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즉 보존 조치된 유적의 경우 사적

(史蹟)으로 지정되지도 못하면서 사적보다도 더 강한 규제

를 받고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강한 불만이 분출되는 경우가 

8 이러한 부실발굴의 확인으로 인한 발굴법인의 징계에 대한 통계자료나 구체적인 사례를 인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명(實名)으로 밝히기는 어렵다. 그러나 

발굴법인의 징계문제가 2010년 이후에도 가끔 있었다.

사진 4.   대구 월배지역의 지석묘 상석으로 추정되는 유구 위에 인근의 다른 

지석묘에서 옮겨진 것으로 보이는 상석이 겹쳐져 있고 쓰레기장으

로 사용되는 모습(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은 이러한 상태의 지석묘를 

위한 유적공원의 조성을 추진 중이다).

사진 3.   KTX울산역 부지 내 유적공원(둥글게 덮개를 덮지 않고 피라미드형으

로 만든 경우 같은 조건에서도 가시성이 좋아 유구내부를 볼 수 있음).

사진 1.   A와 B는 KTX울산역 부지 내 유적공원(결로현상 등으로 유구가  

보이지 않음).

A B

사진 2.   대구 월배 대천동 선사유적공원(결로현상이 진행되어 전시유물의 

가시성이 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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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발굴보존문

화재 존치구역에 대한 토지매입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여섯째, 발굴 후 현지 보존되거나 이전 보존된 유구에 

대한 정비방안과 관리방안의 문제9를 해결하여야 한다. 매

장문화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현지 보존되거나 이전 

보존된 유구들은 많은 경우 쓰레기장으로 방치되거나 애물

단지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다. 또 토압 등에 의한 지속적인 

파괴나 결로현상 등으로 문화재로 활용되기 어려운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사진 1~5).

3. 우수한 발굴인력의 확보문제

우수한 발굴조사인력의 확보는 발굴의 질을 높이는데 

핵심적 사항이다. 그러나 현재는 발굴조사인력의 이직률이 

올라가고 있다. 발굴법인·대학기관·국공사립조사기관 등에 

속하는 발굴조사인력이 2010년 2,680명에 이른 후 2015년 

2,457명10으로 하락하였으며(표 7, 그림 3), 젊은 인력의 새

로운 충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잘 보여준다(표 7, 

그림 4 참조).

표 7.   매장문화재 조사 전문인력 수의 연도별추이 

(한국매장문화재협회 2015: 12)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조사단장 56 57 57 75 81

책임조사원 28 268 256 268 276

조사원 383 340 308 313 331

준조사원 471 532 573 549 512

보조원 492 449 326 222 215

보존과학 

연구원
85 91 85 85 84

사무직 207 205 177 188 188

계 1,980명 1,942명 1,782명 1,700명 1,687명

한국매장문화재협회 2014년도 회원인력의 현황자료 

<표 7>과 <그림 3>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조사 전문 인력수

가 2010년 1,980명에서 2014년 1,687명으로 감소하고 있

다. 그러나 2015년은 1,811명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

보면 책임조사원은 2010년 28명, 2011년 268명으로 급격히 

9 매장문화재의 가치를 지속시켜는 방법으로는 매장문화재의 도굴방지체계구축, 체계적인 발굴조사를 통한 기록보존의 방식, 현지보존방식, 이전보존방식 등

이 있다. 현지보존방식과 이전보존방식의 경우에도 보존된 매장문화재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표현하거나 노출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있으며 보존 조치

된 매장문화재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여 효율적으로 매장문화재의 가치를 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중에서 매장문화재의 발굴과 관

련하여 발굴의 질을 높이는 체계적인 발굴이 가능하도록 하는 매장문화재 발굴제도개선의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매장문화재의 발굴제도와 보존유적 관

리체제의 개선과 관련된 문제, 서로 다른 시기의 유구가 여러 층위로 확인될 때 어느 시기의 유구를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의 문제, 유구표현

방식, 복원유구의 내구성문제, 유적경관과의 조화문제, 관리용이성의 문제, 화재 등 각종 위험관리문제 등 고려해야 할 문제들은 무수히 많다(김권구 2013a: 

44~46, 2013b: 7~8; 김종승 2015: 19~50; 문화재청 2012; 박종섭 2015: 87~100; 배기동 2006: 15~23; 신종환 2015: 83~101; 이준우 2015: 1~18; 

이청규 2006: 167~184; 장호수 2013: 33~39; 채미옥 2013a: 71~85, 2013b: 21~57; 최병현 2015: 8~37; 최종규 2015: 51~86). 또 ‘유적과 유물이 과

거 그 자체인가?’, ‘체험과 경험만으로 충분한가?’, ‘복원과 재현은 고고학자의 전유물인가?’, ‘복원과 재현된 과거는 가치중립적인가?’ 등과 같은 매장문화재 

보존방식과 표현방식 그리고 해석방식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인 문제도 상존한다(김종일 2015: 101~124). ‘누가 과거를 소유하고 왜 어떤 과거를 필요로 하

는가?’ 등 매장문화재의 보존·보호 ·복원·활용 등과 관련한 인식론적 성찰도 요구된다. 실제 민족주의, 국수주의, 국가중심주의에 의하여 현재에도 지속

적으로 유적이 왜곡되게 해석되는데 동아시아의 경우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임나일본부, 북한의 단군릉사건과 대동강문명론 등이 바로 그 구체적인 사례

이다(김권구 2009: 81~84; Kim Gwongu 2006: 22~34; Trigger 1995: 263~279). 

10 문화재청 『주요업무 통계자료집』(2009년-2014년)과 한국매장문화재협회의 『2014년도 한문협 회원기관 매장문화재 조사 편람』(한국매장문화재협회 2015: 

6)에 나오는 통계자료이다.

사진 5.   A: 대구 대천동 선사유적공원 상징물, B: 대구 대천동 선사유적공원 

전경과 유구보호시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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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된 후 2014년 276명으로 증대되었다. 조사원은 2010년 

383명으로 최고점에 달한 후 2011년 340명으로 10%이상 

감소했으나 2012년 308명과 2013년 313명에 비하여 2014

년 331명에 달하면서 일부 회복된 양상이다. 또 준조사

원은 2010년 471명이었으나 2012년 573명으로 정점을 찍

고 점차 2014년에는 그보다 10%이상 감소된 512명에 이른

다. 보조원은 2010년 492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

로 감소하여 2014년 215명에 머무르고 있다. <표 7>과 <그

림 3> 그리고 <그림 4>의 전체적인 양상은 준조사원, 보조

원 등 젊은 조사 전문인력의 수가 감소하고 책임조사원은 

크게 증대되어 조사인력이 노쇠화되는 모습이다. 매장문화

재발굴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신분안정

과 보수의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매

장문화재협회 회원기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

으며 발굴법인·대학기관·국공사립조사기관 등에서도 나타

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발굴조사 분야의 직업이 젊은이

들이 회피하는 업종이 되고 있음을 주시하고 이러한 경향

이 바뀌도록 제도보완이 요망된다. 

IV.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의 도입 필

요성과 방안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매장문

화재를 보호하여 그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다

양한 개발과 민원의 발생 속에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이를 위해 발굴의 질의 확보와 보존과 개발의 지

속가능한 조화모색을 위한 제도적 보완, 매장문화재 잔존

형태의 지속적 관리와 활용, 보존된 매장문화재의 가치에 

대한 인식확산, 개발에 의해 무분별하게 파괴되는 매장문

화재의 보호관리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11 그러

나 이 논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매장문화재발굴제도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측면

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한다. 매장문화

재 발굴에서의 여러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발굴계

약제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없이

11 매장문화재의 가치를 잘 보호하고 조사하며 개발과의 지속가능한 조화가 가능하게 하려면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의 도입 이외에도 정부의 다음과 같은 노력

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국가개발전략과 국가운영전략의 수정이 요망된다. 즉 이제는 개발도 개발중심적 개발이 아닌 매장문화재와도 조화를 이루며 매장문화재의 가치를 지속

시켜 문화국토조성을 이루는 개발을 지향해야 한다. 문화국토조성을 위한 기반구축이 공공재이면서 한정된 자원인 매장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과 보호 

그리고 보존임을 인식하도록 개발관련법령에 명시해야 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과 개발관련법의 정합성을 강화하는 노

력이 요망된다.

 둘째, 발굴조사개념의 강화와 그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현재는 발굴이 건설공사의 한 과정으로 전락되었고 발굴은 형식화되어가고 있다. 즉 발굴은 형식적 절

차로서 단순히 그 과정을 거치기만 하면 되고 발굴의 질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피하고 싶은 절차로 개발자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장문화재가 

가진 가치를 최대로 밝히려는 발굴이 가진 본래의 학술적 성격의 회복과 강화가 절실하게 요망된다.

보조원

준조사원

조사원

사무직

보존과학연구원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매장문화재●조사●전문인력●수의●추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보조원

준조사원
492명

532명
573명 549명

512명

449명

326명

222명 215명

471명

매장문화재●조사●전문인력●수의●추이

그림 3.   한국매장문화재협회 회원기관에서의 매장문화재 조사전문인력 수의 

연도별 추이(한국매장문화재협회 2015: 12) (단위: 조사 전문 인력의 수).

그림 4.   한국매장문화재협회 회원기관에서의 매장문화재 조사전문인력 중 

준조사원수와 보조원수의 연도별 추이(한국매장문화재협회 2015: 12) 

(단위: 조사 전문 인력의 수).

-   개발과의 지속가능한 조화모색을 위한 

매장문화재발굴제도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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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해결이 어렵다. 2000년대 들어와 저가입찰 등이 문

제가 되면서 매장문화재를 거칠게 조사하는 사례가 노정

되어 필요한 행정처분 등 매장문화재 발굴법인에 대한 징

계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였다. 이것은 발생된 

문제가 알려져 행정조치까지 이어진 몇몇 사례였을 것으

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발굴제도상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발굴의 질을 높이며 개발과정에서의 문화재와 관

련된 민원이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장문화재 발굴

과 관련된 재원을 개발자가 발굴법인과의 발굴계약을 통하

여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종의 개발부담금제도인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의 도입방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즉 환경부담금제도와 유사한 개념의 매장문화재부담금제

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매장문화제부담금제도란 매장문화재의 유존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개발자는 개발되는 토지의 면적에 따라 일

정금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그렇게 조성된 재원으로 발굴을 

하여 개발자가 발굴비를 발굴법인과의 계약형태로 직접 부

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공공재인 매장문화

재를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하여 발굴조사하게 한 결과 발

굴의 질은 급격하게 떨어졌고 개발자의 민원과 불만이 크

게 증가한 상황이 되었다. 즉 발굴이라는 과정만 적당하게 

거치면 그만이라는 의식이 팽배하게 되어 발굴이 형식화되

고 발굴에서 필요한 학술적 조사의 측면이 빛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서는 매장문화재의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하고 개발과의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문화재청 홈페이지 통계정보(2016.7)에 따르면 2009

년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비용이 5.295억에 달해 정점을 

찍은 후 2010년 3,354억 원, 2011년 1,830억 원, 2012년 

1,998억 원, 2013년 2,119억 원, 2014년 2,365억 원 2015년 

2,592억에 달하는데 <표 2, 그림 2>를 토대로 발굴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경우 저가입찰요인을 고려하고 매장문화재

발굴 대가기준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금액은 대략 5,000

억이면 될 것으로 추계된다. 매년발굴비용 5,000억의 재원

을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를 통하여 확보한 후 문화재청

을 통하여 집행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12 이렇게 되면 발굴

 셋째, 2014년도 문화재청 예산 ·기금 총액이 약 6,199억이어서 2014년도 정부예산이 약 355.8조원이라고 할 때 문화재청의 정부총예산의 0.17% 정도이다. 

2015년도 정부예산이 375.4조 원인 반면 문화재청 예산·기금총액은 6,887억 원이어서 정부예산의 0.18%에 이른다. 2016년 정부예산규모는 386.4조인데 

2016년의 문화재청 예산 ·기금의 총액은 약 7,311억 원이어서  2016년도 정부총예산의 0.19%에 불과하다(문화재청 2016b: 118~119). 이러한 예산규모 

중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의 유적 발굴 후 보존 조치된 토지에 대한 매입비가 단 1원도 없는 상황이고 문화재 보존조치 후 사후관리예산도 전무하다시피 하여 

매장문화재의 제대로 된 관리, 보호 및 보존가 어려운 형편이다. 매장문화재가 국민의 애물단지가 아닌 축복의 자원이 되도록 기획재정부는 필요한 예산을 배

정하여야 한다. 

 넷째, 지표조사의 내실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표조사비의 현실화와 해당지역에서의 유적분포양상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해

당지역 발굴법인(조사기관)이 해당지역의 지표조사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보존 조치된 유적뿐만 아니라 전국에 산재한 유물산포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유적의 도굴방지와 개발로 인한 부지불식간의 파괴

방지 그리고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개발과의 갈등해소를 사전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구축이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유적과 유물산포지에 대한 지속적인 최신화

작업과 그를 토대로 개발허가 이전에 해당 부지에 대한 발굴필요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발굴하게 하는 과거에 ‘Sites and Monuments Record(SMR)’(Pugh-

Smith and Samuels 1996: 11~12, 82, 108~109, 146~147)로 불리던 유적전산화관리제도(National Monuments Record)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

라도 문화재지리정보체계(GIS)를 지속적으로 최신화 시키면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문화재담당부서가 개발담당부서의 개발허가이전에 개발예정지역에 대한 

발굴필요성 여부와 매장문화재보호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조직과 운영체계가 보강되어야 한다. 이것은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의 도입

과 더불어 매장문화재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며 또한 개발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불가피한 제도이다.

12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의 운영방식, 운영주체, 운영기준, 문제해결방식 등 구체적인 방법은 2013년 기준으로 96개나 되는 정부부처의 각종 부담금제도의 보

완을 통해 구축하면 된다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 그 방식을 구체화할 필요는 없고 정부의 부담금제도 운영방식에 대한 정책방향에 맞추면 그만이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를 구축하여 매장문화재발굴의 질을 높이면서 매장문화재의 발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각종 민원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국정운영철학과 강력한 정책의지이다. 비록 선언적 주장이라고 해도 현재의 발굴현장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매장문화재부담금

제도의 도입은 긴급하고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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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발업자가 직접 접촉할 필요가 없게 되어 저가입

찰이나 부실발굴의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 문화재청이 

현재 소규모국비발굴사업을 시행하듯 다양한 방식으로 적

절하게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로 확보된 재원을 집행하면 

되는 것이다.13 사실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도 관련정부부

처의 반대내지 소극적 대응으로 도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매장문화재의 발굴분야가 현행제도상의 시장경제

원리로는 발굴의 질 저하와 개발과의 갈등과 민원폭발로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노출하여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절

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발굴과정을 거

쳤으니 매장문화재의 발굴과 보존관련 일은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으로는 매장문화재의 가치를 제대로 지속가능하게 

유지했다고 할 수도 없고 개발과의 조화를 이루었다고 할 

수도 없다. 이러한 경제학에서 말하는 일종의 ‘시장실패’의 

상황에서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의 도입운영은 정부의 책

무라고 할 수 있다. 대신 매장문화재의 공공성, 발굴의 공

공성과 학술성 등의 성격을 고려할 때 ‘매장문화재부담금’

을 지원받는 모든 발굴법인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되어

야 한다. 그리고 ‘매장문화재부담금’의 사용방안은 기획재

정부의 예산심의과정이나 문화재청의 소규모국비발굴사업

이나 국비지원사업에서의 예산심의과정을 고려하여 만들

면 되며 ‘매장문화재부담금’ 제도가 신축성 있게 운영되도

록 하면 될 것이다. 예산배분과정에서의 합리성, 효율성, 긴

급성, 공정성, 투명성 등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심의절차와 

운영장치를 만들면 될 것이며 매년 원점에서 재평가되는 

방식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발굴대가기준표의 재조정과 지속적 재평가도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매장문화재의 가치를 유지시키면서 개발

과의 조화를 지속가능하게 하려는 관점에서 현재의 매장문

화재발굴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실제 발굴제도와 관련하여 발굴의 질 저하, 발굴관

련 법규의 개선문제, 발굴계약체계의 문제, 발굴과 유적보

존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문제, 우수한 발굴조사인력의 

이직과 양성상의 문제, 발굴법인 관리의 문제 등 다양한 문

제가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의 도입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결론적으로 순수공공재이면서 제한된 문화자원이라

고 할 수 있는 매장문화재의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보호하

고 개발과의 조화를 이루게 하려면 개발자에게 직접 발굴

비용을 부담하면서 발굴법인과의 계약을 통해 발굴의 재

원이 확보되게 하는 현행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즉 

환경부담금제도와 같이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를 도입하여 

개발지역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개발

자에게 개발면적의 규모에 따라 차별화하여 매장문화재부

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 여러 정부부처에서 96개의 

부담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부담금제도를 매

장문화재의 발굴에도 적용하는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공공재인 매장문화재를 그 동안 시장

의 원리에 맡겨 조사해왔는데 발굴관련 다양한 문제는 더 

이상 시장의 원리에 맡겨서는 안되는 시장실패양상을 보여

줌으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방식은 

발굴법인과 개발자의 직접적 접촉을 방지하고 문화재청의 

관리 속에서 매장문화재부담금으로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13 현재 우리나라 여러 정부부처에서 운영하는 부담금제도는 2013년 기준으로 96개나 된다. 부처별로 환경부가 23개, 국토교통부가 19개, 산업통산자원부가 9

개, 금융위원회가 8개, 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가 각각 7개,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고용노동부·산림청이 각각 2개, 

교육부·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중소기업청·식품의약품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각각 1개의 부담금을 운영하고 있다(최민정 2016: 129~130). 대

부분의 정부부처가 부담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매장문화재 발굴경비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매장문화재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개발시 모든 개

발자에게 개발면적의 규모에 따라 차별화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매장문화재부담금제’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 ‘매장문화재부담금제’는 환경부담금제도

와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35  Kim Gwon Gu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방안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진행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저가수주, 발굴의 질 하락, 민원과 사회적 갈등 등의 매장

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많은 산적한 문제가 사전에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매장문화재개발부담금제도

의 도입은 쉽지는 않겠으나 반드시 도입되도록 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 활용한 통계자료는 수집할 수 있는 통계

자료의 내용에 따라 분석대상연도가 2010년부터 2015년까

지인 것도 있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인 것도 있다. 또 문

화재청 홈페이지의 행정정보 통계자료와 『문화재청 주요업

무통계자료집(2016년3월)』을 토대로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그곳에서 확인할 수 없는 자료는 문화재청의 연도

별 『문화재연감』이나 한국매장문화재협회가 발간한 『한문

협 회원기관 매장문화재 조사 편람』 등을 참고하였다. 통계

자료의 분석이 갖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함도 인정한다. 

논의의 근거로 삼은 통계자료의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도 있으나 부분적인 오류가 있더라도 대체적인 추세는 변

함없는 것이어서 통계자료의 오류와 상관없이 그러한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도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 논문의 모든 오류나 실수는 필자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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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major problems of the present Korean management system of archaeology 

and to seek desirable suggestions in order to pursue the sustainable harmony between the recovery of academic 

excavation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order to continue the sustainable harmony between preserving the values of archaeological resources 

as limited pure public goods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present system of developer’s payment for 

archaeology must be replac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development fee for archaeology. The excavation of 

archaeological resources have been done according to the market principle, that is, the lower price principle. 

But the principle has produced a lot of serious problems in the Korean management system of archaeology, 

which must result in the market failure. So the governmental intervention is urgently required. By introducing 

the development fee, the archaeological field units and the developers can avoid direct contact. Instead, the 

Heritage Management Office will operate the excavation fund raised by the development fee for archaeology 

in order to avoid low-price contracts, degrading excavation quality, and other related residents’ complaints and 

social conflicts in advance.

In addit ion, the budget for purchasing the preserved excavat ion sites, which are the source of the 

landowners’ enormous complaints, must be allocated to the Heritage Management Office by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More budget for small-sized excavations must be allocated as well in order to solve many 

residents’ complaints. These budget increase will be the fundamentals to decrease the residents’ big complaints 

and social conflicts in relation with the archaeological management, which will be a challenge of the Korean 

government. Along with the governmental efforts, the archaeological field units must do their all-out efforts 

to overcome many problems in excavation including low-price contracts. Finally, the wage system and working 

status system must be revised. Excellent young excavators must be recruited appropriately and continue to work 

in a safe psychological condition, which are the basis to guarantee high-quality exca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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