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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의 부침(浮沈)이 있기는 하지만 보혁(保革)을 떠나 우리 정부는 북한지역 개발에 대한 구상을 발표해왔다. 그 백

미는 현 정부의 경협(經協) 구상이다. 거기에 북미관계의 호전 가능성이 더해지면서 우리의 기대감은 한껏 높아지게 되

었다. 그러한 일반의 기대감 이면에는 문화유산의 조사와 관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자칫 개발 논리에 밀려 문화

유산이 훼손되지는 않을지, 계획의 추진이 임박해서 종용하는 바람에 부실한 조사가 자행되지는 않을지 등이 그 대략이

다. 그런데 현재 북한의 조사·관리 역량을 감안하건대, 우려의 불식은 남한 학계나 관계기관의 몫인 듯하다.

본고는 현재까지 발표된 경협 구상의 내용을 검토하고 대규모 국책사업에 관련된 지난 수십 년간의 우리 문화재 조

사 경험을 되짚어보고 현재 우리의 조사 역량을 점검하면서 북한지역 개발에 따르는 조사 수요의 대략적인 규모나 직접

적인 조사에 앞서 선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논의한다.

그 선결작업의 첫걸음으로 이미 알려진 북한 문화유산에 대한 디지털지도 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현재 북한 문화유

산의 위치나 입지에 대한 정보가 갖춰지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그 중요성은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청동

기시대를 대상으로 한 시험적 시도의 수행 결과 여러 지역, 특히 황해도 및 평양 일대에서는 경협사업 예상지역 내 유적

이 밀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발견 가능성도 매우 높아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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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어느 지역이든 개발은 문화유산, 특히 매장문화재의 

훼손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한 극단의 대처

는 한편으로는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강조하여 개발을 제

한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의 시급성을 강조하

면서 (땅속에 묻혀있을) 문화유산을 무시하는 것이다. 예

상컨대 우리 정도로 조상의 발자취를 중시하는 민족이, 

우리(남한) 정도의 경제적 수준을 가진 나라가 문화유산

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법이 

있는 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반대로 경제부

양의 절실함과 효과를 아는 상황에서 무조건 문화유산만

을 지키자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결국 우리 각자는 그 

중간 어디쯤에서 입장을 정하게 된다. 두 입장은 양극단

의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문화유산의 훼손 정도를 정확히 

예측하고 보존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면 할수록 그 위치

는 ‘신속한 개발’ 쪽에 가깝게 정해지는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특히 개발의 규모가 크고 속도가 빠를수록 그 효과

는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최근 정치·군사적 문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면서 

북한지역 개발과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한껏 고조되

고 있다. 여러 가지 구상도 발표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SOC)사업 등 구상의 내용도 그

러하거니와 수십 년의 경제제재를 보상이라도 하듯 실행

단계에 들어서면 개발과 경협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고 대규모로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결국 

개발이 진행될 경우 문화유산의 무지막지한 훼손이 자명

할 뿐만 아니라, 훼손은 막되 개발의 속도에도 크게 지장

을 주지 않을 현명한 대처가 더욱 절실해진다.

다음에서는 현재 발표된 구상에 따라 개발이 실행될 

경우 문화유산에 대한 훼손이 어느 정도일 것이며, 훼손

은 막되 사업 진행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방안

의 첫걸음이 무엇인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북한지역 개발과 경제협력 구상: 
SOC사업을 중심으로

대북관계는 정권의 성향에 따라 다소의 부침이 있

고, 남북 간 경제협력 또한 적잖은 영향을 받아왔다. 그런

데 대북관계가 경색의 기조를 유지하던 정권에서도 그런 

개발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10여년을 보면 정

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우리 정부는 물론 내·외국 민간

자본의 투자 구상은 간헐적이나마 계속 있었다.

1. 현 정부 이전의 북한지역 SOC 개발(계획) 개괄

현(現) 정부 이전에도 국내외 관(官)이나 민간자본의 

투자계획이 정부 발표, 언론, 각종 기관의 보고서를 통해 알

려져 있다. 공개된 대규모의 대표적인 것만도 다음과 같다.

표 1 현 정부 이전의 대북경협사업

금강산관광사업

1989.01.
「금강산 관광 개발 및 시베리아 공동 진출에 관한 의정서」 

체결

1998.06. 금강산 관광 및 개발 사업에 합의 

1998.11.18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산가족 등 826명)

2001.06.08 육로 관광, 특구 지정, 관광 대가 조정 등에 합의 

2001.06.19 한국관광공사, 현대와 공동사업자로 관광 사업 참여

2002.11.13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법’발표

2003.02.15 육로 시범 관광

2003.08.05 [북한] 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 통고(정몽헌 회장 사망)

2003.08.13 [북한] 금강산 관광 재개

2003.09.01 육로 관광 본격 재개

2007.06.01 내금강지역으로 관광 범위 확대

2008.07.11 금강산 관광 중단 및 남한 기업 철수(관광객 피격 사건)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2000.09.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합의

2004.03. 「임진강 수해 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채택

2009.09.06 [북한] 황강댐 방류(임진강 야영객 6명 사망)

2009.10. 임진강 수해 방지 남북실무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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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조성사업

2002.11.27 [북한] 개성공업지구법 공포

2002.12.04 개발업자 지정합의서 체결

2003.06.30 착공식

2004.06.
시범단지 부지 조성 완료(2만 8천평) / 입주업체(18개) 

선정·계약 

2005.09. 본 단지 1차 입주업체 선정 및 계약(5만평)

2007.06. 본 단지 2차 입주업체 선정 및 계약(53만평)

2010.09. 입주기업 생산액 10억 달러 돌파

2012.01. [북한] 근로자 5만명 돌파

2016.01.06      

 / 02.07
[북한] 제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6.02.10 개성공단 가동 중단

2016.03.02 UN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2002.09.18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착공식 개최

2004.12.01 경의선·동해선 도로 개통(공사 완료: 10.31)

2007.05.17 남북 열차 시험 운행(12.11 화물열차 개통)

2007.12.11 남북 (화물)열차 개통

2008.12.01 [북한] ‘12.01 조치’(남북 육로 통행 제한 등) 실시

2009.08.20 [북한] ‘12.01 조치’(남북 육로 통행 제한 등) 해제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2004.07.15 DMZ포럼 국제회의에서 평화공원 조성 제안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2009.12.19 ‘평화누리 길’ 개발 계획 발표(495㎞)

2012.11.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계획 발표

2013.05.08 ‘비무장지대(DMZ)’에 세계평화공원 조성 의지 천명

2013.11. [경기도] DMZ 사업 국비 147억원 확보

2016.09.22 ‘DMZ생태관광지원센터’ 개관

2017.01.06 시·군별 사업의 연이은 중단 및 축소

개성∼신의주 간 북한-중국 합작 개발사업

2012.09. [중국] ‘북한투자전용투자펀드(5천억원대)’설립 협정 체결

2013.11. 개성∼신의주 북·중 합작 고속철도 건설 추진

2013.12.22 남한 기업 참여계획 발표

2014.02.24
개성∼신의주 고속철도·도로 건설 국제 컨소시엄과 본계약 

체결

2016.07. 남한 기업 SOC사업 참여 배제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사업

2013.11.13 남한-러시아 사업자간 MOU 체결

2014.02.11            

~13
1차 현지 실사(남한 기업인 나선지구 실사)

2014.07.15 

∼22
2차 현지 실사(남한 기업인 나선지구 실사)

2014.11.24 

∼28
1차 나진-포항 시범 운송(해운, 러시아산 석탄)

2015.04.17 

∼23
2차 나진-포항 시범 운송(해운, 러시아산 석탄)

2015.11.18
       ∼12.07

3차 나진-포항 시범 운송(해운, 중국산 생수)

경원선 남측 구간 철도 복원(남한)

2015.08.05 경원선 남측 구간 철도 복원 기공식

2016.01.06 

/ 02.07
[북한] 제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6.03.02 UN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2. 현 정부의 북한지역 SOC 개발 구상 개괄

널리 알려진 것처럼 현 정부는 북한지역 개발 의지

를 적극적으로 천명해왔다. 그 뿌리는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에 제시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더불어민주당 

2017: 241)이다. 그 내용은 지리 및 성격을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①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로 금강산지구, 원산시, 당천군, 청진

시, 나선직할시를 남북 경협을 통해 개발한 뒤 러시아와 연결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②   ‘서해권 산업·물류·교통벨트’로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경협벨트와 경의선 개보수를 통한 서울∼

베이징 고속 교통망 건설로 중국 주요 도시와 연결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③   ‘동해·DMZ 환경·관광벨트’로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지구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여기에 대통령이 독일 쾨르버재단(Körber Foundation)  

연설에서 밝힌 ‘남북한 철도·도로의 연결’ 및 ‘남한-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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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가스관 연결’에 대한 구상이 더해지면 그야말로 ‘H’

자 구상이 된다(그림 1).

3. 종합: 북한지역 SOC사업 구상의 대상지역

이전 정부들에 비해 의지가 더하고 세부 내용이 조

금 더 부가되기는 하였으나 획기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

다. 사실 지리적인 문제나 개별 내용으로 보면 ‘개성∼신

의주 간 북한-중국 합작 개발사업’,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 혹은 ‘나진∼하산 물류사업’, ‘DMZ 평화공원 조성사

업’, ‘경원선 복원사업’, ‘금강산관광사업’ 등 기존의 사업들

을 종합한 것이다. 물론 현 정부의 구상이나 남북관계 개

선의 의지를 폄훼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단지 북한지역

을 대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특히 SOC사업을 구상·계

획·실행한다고 했을 때 실효가 있는 것이 이러저러한 것

들이고 현 정부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모두 하려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SOC사업을 포함한 대규모 국책사업이 그러하듯 북

한지역 개발에 대한 구상도 무척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

으로 한다. ‘서해권 산업·물류·교통벨트’의 경우 구체적인 

노선과 지점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없으나 이미 거명된 

곳들과 ‘개성∼신의주 간 북한-중국 합작 개발사업’이나 

일제강점기 경의선 철도 노선을 참조하여 추정하면 건설 

혹은 개보수될 (고속)철도+(고속)도로의 노선상 지점들

(그림 2)1은 물론이고 최소한 개성(특급)시(황북), 연안군

(황남), 남포특별시, 평양직할시, 동림군(평북), 신의주시

(평북) 등이 적극적으로 개발될 듯하다. 한편 ‘동해권 에

너지·자원벨트’의 경우 역시 개보수될 (고속)철도+(고속)

도로의 노선상 지점들(그림 2)은 물론이고 금강산 일대, 

원산시(강원), 함흥시(함남), 단천시(함남), 청진시(함북), 

라선특별시 등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동해·DMZ 환경·

관광벨트’의 경우 강원도나 함경남도에서는 앞의 ‘동해

권 에너지·자원벨트’나 북한 자체의 ‘원산·금강산 국제관

광지대’와도 상당 부분 겹치지만 DMZ의 황해남도·경기

도지역이나 강원도 서부 일대, 백두산은 별도로 개발될  

지역이다.

Ⅲ.   북한지역 SOC사업과 문화유산 
관리의 몇 문제

현재의 구상이 실현된다면 대충 어림잡아도 엄청난 

지역이 포함된다(그림 2). 더구나 이 개발 대상지역 대부

1 필자가 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생성한 것이다.

그림 1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강원도민일보 2018.4.30).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

서해안 산업·물류 교통 벨트

DMZ 환경·관광 벨트

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

북서남
개발계획

북동북
개발계획

신의주

나선

나진

청진

남포

•  신의주·평양·남포·해주 
산업단지 개발

•  서울-평양-신의주-베이징 
고속철도 구축

•  개성공단 확대·개발

•  문화교류센터 구축

•  생태·안보·평화·관광지구

•  원산(마식령)·금강산 관광 개발

•  청진 신재생에너지, 단천 
자원 개발

•  나선·하산산업·물류 프로젝트

•  남·북한·러시아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

해주

서울

평양

그림 2 북한 SOC사업 해당지역(본문 언급 부분).

고속도로

철도

DMZ

개발구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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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현재에도 인구 밀집지역들이고 과거에도 그랬을 곳

들인 탓에 문화유산의 유존 정도도 높을 수밖에 없다. 따

라서 (매장)문화유산의 훼손이나 상응하는 조사 규모도 

엄청날 것임이 예측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민족유산보호법』(법률출판사 2016) 등 남북한

의 현행법상 착공 이전 혹은 공사 중 발견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정책의 실현과 법 집행이 항상 순조롭게 연

결되는 것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정상적이고 순차적으로 법에 따라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

서는 그전에 수행되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것을 소홀히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토

의 개발은 현재 땅속에 있는 ‘매장문화재’의 훼손을 야기

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대처는 처한 입장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상이한 입장은 이해의 상충을 불러오고, 이어 

극한 사회갈등을 유발하기도 했다. 그런 사태를 적절히 

조절·관리하기 위해 각종 법령이 있기는 하지만 극한 갈

등은 법의 준엄함조차 무색하게 할 때가 많았다. 춘천 중

도 레고랜드 건설, 4대강 개발, 서울 풍납지구 조성, 고속

철도 건설, 경주 경마장 건설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

적 갈등은 기억하기조차 싫다. 비단 이런 일은 (경제)개

발과 문화유산 보존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것은 아니어서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다.

그런데 이 갈등이 국민 개개의 욕망 때문만이었을

까? 오히려 개발의 청사진과 이후에 올 장밋빛 미래만 선

전하기에 급급한 채 희생될 공공의 가치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정부의 진행 행태가 문제되었던 경우가 더 많았

다. 사업 실행이 목전에 닥쳐서야 이것저것 챙기다보니 

한껏 기대에 부푼 측과 원칙을 지키자는 측의 갈등이 없

었던 게 이상하지 않은가? 그러는 과정에서 문화유산의 

조사는 적절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

가 모든 공사 일정의 차질을 문화유산 조사에 전가했다. 

실제로는 (토지)보상을 둘러싼 갈등 조정에 대부분의 시

간을 소모했으면서도 말이다. 북한지역 SOC사업에 청사

진을 제시하면서 국민의 기대수준을 잔뜩 높여놓고는 사

업이 구체화되고 실행이 목전에 닥쳐서야 ‘문화유산 문제’

가 제기되면 우리가 그간 경험했던 일을 북한 문화유산의 

조사 과정에서도 똑같이 겪게 될 것은 자명하다. 전문가

나 당사자가 아니어서 내막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언론에 노출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북한지역 개발은 현재 

구상단계이고 실무 협의가 서서히 진행되는 정도인 것으

로 판단된다. 그 협의 과정에 훼손될 문화유산에 대한 적

절한 조사와 관리방안이 빠져 있기에 그런 우려가 이번엔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1. 북한 문화유산 관리의 현주소

그런 바람과는 달리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상

당히 높아 보인다. 그것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계획

이 실행단계에 들어서면 진행속도가 무척 빠를 듯하기 때

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북한 문화유산 관리의 실

태나 역량이 그에 미칠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몇 가지 현

상을 살펴보면 충분히 공감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그간 북한의 조사가 매우 부진했다는 점에 주

목해야 한다. 국토 개발이 부진하고 재원이 부족했을 터이

니 당연하지 않은가? 그런데 이는 앞으로 있을 개발에서

는 모두 부담으로 작동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

실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3,182개소 유적이 알려

져 있다.2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면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

하는지 언뜻 와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한지역의 상황

과 비교하면 그 부진은 쉽게 이해될 것이다. 남한에서 지

난 30년간(2010년 기준) 수행된 구제 발굴은 8,506건에 달

한다(표 2, 신경철 외 2010). 전근대에도 북한보다 남한에 

사람이 많이 살아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인구 규모가 남한

이 북한의 2배쯤 되니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2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의 비공식적 집계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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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던가! 하나하

나 따져보면 심각성이 극명해진다. ① 분단 70년이니 40년 

동안은 뺀 수이다. 그렇지만 해방부터 40여 년간은 발굴조

사가 남북한 모두 미진했으니 심각성이 다소 덜할 수도 있

다. ② 북한의 문화유적 수 ‘3,182’에는 발견이 용이하거나 

이미 예부터 알려졌던 사찰, 기념비(적 건조물), 지석묘 등

이 포함되어 있다(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5: 47). 남

한의 발굴 건수 ‘8,506’은 단지 매장문화재만을 대상으로 하

고 있고 학술발굴이나 수습조사, 기존의 유형문화재는 포

함하지 않는다. 더구나 건수가 그럴 뿐 조사량은 비교되

지 않는다. 북한의 조사는 (필자가 평가하건대) 거의 우리

의 1970년대 이전 수준으로, 유적 일부를 제한적으로 발굴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조사에 착수하면 기존의 유

적을 다시 발굴해야 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당연히 ‘3,182’

라는 숫자는 반, 아니 3·4분의 1도 안 되게 줄어들 수 있다. 

③ 남한의 연대(연도)별 추이를 보면 북한지역 개발이 가

속화되었을 때 문화유산 조사가 폭증할 것을 예상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저개발 상태에서 조사가 부진했다

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

로, 1990년대에서 2000년대로 오면서 건수가 각각 992건과 

6,336건(배수로는 각각 17배와 7배)으로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이렇게 심각한 폭증이 예상되는 상황을 북

한 자체로는 감당할 수 없어 보인다는 점도 우려를 증폭

시킨다. 북한의 조사인력의 상황이 어떠한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다만 한국고고학회가 현재 『북한고고학 인명사

전(가칭)』 발간을 준비 중이니 완료 후에는 어느 정도 윤

곽을 잡을 수는 있을 것이다. 현재로선 대용(代用)지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북한의 대학

교육 상황이다. 최근 몇 개가 늘어 종합대학이 8개가 되

었고 인문·사회 관련 단과대학이 25개이지만, 이 중 고고

학 관련 교육을 하는 곳은 김일성종합대학뿐인 것으로 확

인된다(김범철 외 2014: 7; 정근식 엮음 2017: 91; 한만길 

1998: 70∼77 및 218∼225). 발굴이 미진했으니 인력 양성

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몇 년 안에 그 

표 2 최근 30년간 연도별·사업유형별 구제 발굴조사 건수(신경철 외 2010: 11)

사업
유형

조사
년도

도로개설 철도건설 댐 건설 항만건설 공공건축 민간건축 공단조성 택지개발 경지정리 해저탐사 기타 합계

1980년대 13 0 17 0 5 1 3 8 3 0 12 62 

1990년대 288 28 68 4 189 69 60 165 8 6 169 1,054 

2000년대 1,784 249 58 9 1,771 1,098 476 571 59 18 1,297 7,390

2000년 76 7 2 1 42 22 7 32 1 0 49 239 

2001년 115 11 4 1 74 28 10 41 3 0 78 365 

2002년 149 18 5 1 119 71 18 54 5 0 53 493 

2003년 178 22 4 0 140 91 34 31 7 4 85 596 

2004년 215 27 8 0 202 192 31 59 13 0 130 877 

2005년 203 24 11 1 237 146 74 75 7 3 76 857 

2006년 163 14 6 0 214 176 54 60 9 4 163 863 

2007년 170 15 3 0 194 151 71 67 4 2 122 799 

2008년 182 16 4 1 206 120 93 79 5 2 147 855 

2009년 242 26 6 3 241 73 58 59 4 1 277 990 

2010년 91 69 5 1 102 28 26 14 1 2 117 456 

합계 2,085 277 143 13 1,965 1,168 539 744 70 24 1,478 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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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좋아질 수도 없을 것이다.3

남한의 상황과 비교해보자. 발굴조사가 정점에 이르

렀던 2000년대 후반 남한에서는 전문발굴기관 종사자만 

2,500여명에 달했으나 과도한 업무로 볼멘소리를 여기저

기서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규모의 인력조차 43

개 대학에서 90여명의 전공교수(박양진 2017: 77)4가 학

부·대학원 교육을 통해 수십 년간 양성해낸 결과란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2018년 10월 1일 기준)는 (건

설)경기 부진이나 재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1,900

명이 조금 넘는 정도5로 줄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

유산보호법』(법률출판사 2016)의 맹점도 주지해야 한다. 

여기에는 남한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과는 달리 사전조사의 의무조항이 없다. 단지 발견 후의 

조치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실전에서 이는 엄청난 

불편과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한창 진행 

중인 공사를 멈추고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을 예상해

보자. 사실 예상할 필요조차 없다. 그간의 경험으로 우리

는 이미 이것이 얼마나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지, 파생되

는 사회적 갈등은 어떤지를 안다.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 같은 얘기지만 알고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말아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의 경험을 토대로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작업

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의 내용으로 보건대 직면할 현실

은 녹록해 보이질 않는다. 다만 여태까지 축적된 자료에 

의거하여 북한지역 개발사업, 특히 SOC사업의 추진과정

에서 수행되어야 할 문화유산의 조사 수요를 예측하고 그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현실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

복할 것이냐가 관건일 듯하다.

2. SOC사업의 추진과 잠재적 문화유산의 조사 수요

북한지역 개발에 선행되어야 할 문화유산 조사의 수

요를 정확하게 가늠하는 것은 필자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

이고 현재로선 그 어디에서도 그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를 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그간의 우리 경험을 토대로 어

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정도는 밝힐 수 있다. 그러한 고려

사항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성격에 따라 나눠볼 필

요가 있다. 사업 성격이 다른 만큼 조사의 수요나 진행방

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대북 경협 사업 구상, 

특히 SOC사업 구상의 내용은 사업 성격에 따라 나눠보면 

①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② 경협지구와 관광지구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가스관의 경우를 살

펴보자. 이 세 가지는 설치와 관리의 효율을 위해 평행할 

가능성이 있다. 남한의 규정에 따라 복선 (고속)철도와 왕

복 4차선 도로, 60인치(약 1.6m) 가스관6을 건설할 때의 

최소 공간을 산출하면 50m 정도가 나온다(그림 3,7 국토

교통부 2016: 2∼19·2017: 15; 국토해양부 2012: 3∼6). 이

것이 ‘개성∼신의주 간 북한-중국 합작 개발사업’에서 구

상된 것처럼 고속철도 좌우에 고속도로를 배치하면 그 폭

은 훨씬 더 늘어난다. 또 지형상의 문제와 결부되면 그 폭

은 늘어나되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철도-가스관-

도로가 전(全) 구간에서 최소 폭만을 유지하며 평행하여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3 개성공단 건설 부지 조사의 경험에 대한 최근 발표(심광주 2018)는 그러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4 전국고고학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명단에 주목한 필자의 별고(김범철 2018: 33∼34)에 따르면 42개교, 86명이다.

5 이는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의 매장문화재조사기관 133개소(2018년 10월 1일 기준)에 근무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김범철 2018: 32).

6 경향신문 2018.6.19자 보도 참조.

7 고속철도, 고속도로, 가스관 부설에 관계된 규정을 참고하여 직접 작성한 것이다.

그림 3 고속도로+가스관+(고속)철도 (최소)소요 공간.

고속도로(왕복4차선)

접도구역 접도구역

최소간격 8.5m

직경 1.6m

33.0m

48.5m

가스관 고속철도(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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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세 가지 중 철도나 고속도로가 기존의 것을 활

용하여 별도의 노선을 가진다고 가정하면 그 셈은 훨씬 

복잡해진다. 사실 철도는 상당 부분 일제강점기부터 있

던 노선(그림 4, 김종혁 2017: 145, 152, 157)을 개보수

할 공산이 크다(김주영 2015: 17; 김한신 2018: 47). 그대

로 실현된다면 현행(남한)법상 문제의 소지는 다소 줄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구상하고 있는 것이 ‘고속철도’라면 

직선화나 다소의 노선 변경이나 확장(예를 들어 복선화)

은 불가피하고 지형의 적잖은 변형이 발생하고 문제의 소

지는 여전해진다. 북한의 여러 철도 노선 중 복원의 대상

이 되는 경의선(연장 약 500㎞, 62개 역), 경원선(연장 약 

267㎞, 32개 역), 함경선(연장 약 618㎞, 82개 역) 등은 “일

제강점기에 건설된 것으로 시속 40㎞ 이하로 운행되고 단

선으로 운영되는 실정(김한신 2018: 47)”이기 때문이다.

(고속)도로는 (고속)철도보다는 문제의 소지가 훨씬 

크다. 북한에도 6개의 고속도로(그림 5, 교육도서출판사 

2006, 한국도로공사 2016: 16)가 있지만 “우리 도로가 불

비해서…”라는 고백을 참고하면 상당 부분 개보수 혹은 

새로 건설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평양∼신의주 

간, 원산∼나선 간에는 고속도로가 없고, 기존의 것도 노

선 폭이 좁아(한국시설안전공단 2015: 34) 확장이 불가피

해 보인다.

세부적인 사항이야 그렇다 하고 위 (두)세 가지가 최

소 공간에서 평행하며 전 구간이 (최소한 표본)조사대상이 

된다고 가정해보자. 그 면적만도 경의선 쪽이 21,500,000

㎡[약 6,503,750평, 최소 폭 43m(앞서 언급한 50m-7m(가

스관 관련)×연장 500㎞)], 경원선 쪽이 약 11,481,000㎡(약 

3,473,003평, 최소 폭 43m×연장 267㎞), 동해선 쪽이 약 

30,900,000㎡(약 9,347,250평, 최소 폭 50m×연장 618㎞)으

로 도합 약 64,000,000㎡(약 1,900만평)에 이른다. 단지 도

로와 철도, 가스관 등의 설치에만 이 정도의 조사가 필요

하다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노선을 일부라도 활용할 것이니 전 구

간이 발굴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 그런데 앞의 수는 역

사(驛舍)나 유지보수를 위한 건물, 인터체인지, 휴게소 등

과 같은 지원시설에 소요될 공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다. 도로가 ‘불비’하니 그 또한 상태가 어떨지는 짐작하고

도 남음이 있다. 더구나 이 도로는 경협지구나 관광단지

와 연계되어 있으니 지원시설의 규모가 더 확대될 것임은 

그림 5 북한의 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2016: 16).

표 3 북한의 고속도로 현황(한국도로공사 2016: 15)

노선명 구간 연장(㎞) 차로수(폭)(m) 개통시기 비고

평양-원산

고속도로
평양∼원산 196 2∼5차로(20) 1978년 콘크리트

평양-개성

고속도로
평양∼개성 162 4차로(19) 1992년 아스팔트

평양-향산

고속도로
평양∼향산 119 4차로(24) 1992년 아스팔트

평남

고속도로
평양∼남포 44 12차로(72) 2000년 아스팔트

금강산

고속도로
원산∼온정리 107 4차로(14) 1989년 콘크리트

평양-강동

고속도로
평양∼강동 33 4차로(18) 1989년 아스팔트

그림 4   일제강점기 철도 노선도(경의선[左], 경원선[中], 함경선[右] / 김종혁 

2017: 145, 152, 157).

1:2.500.000

0 25 50km

1:1.000.000

0 10 20km

1:2.500.000

0 10 2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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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다. 고속철도 경부선의 경우 지원시설의 부지에 관

한 조사는 2단계 개통(2010.11.1) 무렵까지도 계속되었으

며, 호남선의 경우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점(최종택·성춘

택 2018)은 간접지표로라도 고려해봄직하다.

경협지구나 관광단지는 철도나 도로에 비해 이런저

런 가정의 여지는 적지만 현재까지 그 규모나 범위가 제

시되지 않아 추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만 <그림 2>

에 해칭(hatching)된 부분, 즉 앞의 ‘구상’에서 거명된 시·

군을 표시한 것의 일부가 사업 면적이 된다고 보고 간단

히 추정할 수는 있겠다. 예를 들어 전체의 1%. 그러면 약 

196,200,000㎡(약 59,350,500평)로 앞서 살핀 철도+도로+

가스관의 3배가 넘는다(표 4). 물론 <표 2>의 최근 30년

간 남한 구제 발굴 건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철도+도로인바, 면적만으로 조사 수요를 단순 대입

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도 감안해야 한다.

재원의 규모는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조사 수요에 얼

마나 많은 인력이 투여되고 시일은 얼마나 걸릴지 당장 

계산이 서질 않는다. 여기서는 최근의 사례를 들어 남한

의 조사 역량을 점검해보는 정도에만 머물기로 한다. 진

천 송두산업단지(중앙문화재연구원 2018)가 그 사례이

다. 사업 부지는 836,359㎡(약 253,000평)인데 표본·시

굴조사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발굴조사는 152,900㎡(약 

46,250평)의 면적에 대해 수행되었다. 이 유적은 유구 밀

도는 제법 높지만 심각한 중층(重層) 유적도 아니고 유구 

중복도 심하지는 않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총 조사기간

이 거의 16개월, 발굴기간만도 거의 14개월에 달했다. 일

용직 인부를 제외하고 총 19명의 조사자(단장 1, 책임조

사원 1, 조사원 7, 준조사원 4, 보조원 6), 즉 기관 역량의 

절반을 투입하고도 1년 넘게 걸린 것이다. 이 조사를 시

행한 기관은 매장문화재 조사전문기관(비영리 재단법인) 

중 규모, 조직력, 연구원의 수준 등에서 가장 우수한 축에 

속한다. 따라서 이 정도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속

도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 사업 부지는 일반적인 경협단

지나 관광지구에 비해서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규

모가 작다. 경협·관광지구의 규모를 대입하면 얼마나 많

은 인력과 시일, 재원이 소요될지 어림짐작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그 추정치는 최소치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감안해야 한다.

한편 우리 정부의 개발 구상뿐만 아니라 북한 자체

의 개발계획(그림 6,8 임을출 20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외국문출판사 2018; NK경제 2018.12.6)도 있으며 

그러한 수치 산출의 변수로 작동할 수는 있다. 물론 압록

강 일대의 너덧 지점의 공업·관광개발구를 제외하고는 

우리 정부의 개발 구상과 관련된 지역과 거의 일치(그림 

7)하고 있어 앞의 산출을 확연하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표 4 개발대상 시·군 면적

행정구역 면적(㎢)

개성시 179.26 

금강산지구(금강군, 고성군, 통천군) 2926.26

라선특별시 746.00

남포특별시 1,180.00

단천군 2,170.00

동림 437.30

백두산지구(삼지연군, 대홍단군, 보천군, 백암군, 운흥군, 

혜산시)
6309.21

신의주시 180.00 

연안군 479.37

원산시 314.40

임진강 / 황강유역(장풍군) 542.17

청진시 1,855.00

평양직할시 1,747.70

함흥시 556.00

계 19,622.67

8 NK경제 2018.12.6의 그림을 전재·재제도·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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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수요의 증대 요인은 될 수 있다. 물론 실질적인 경

협 이전에 북한 자체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조사의 필요

성이 소멸될 수도 있겠으나 제재를 받고 있는 현재의 북

한 경제를 고려할 때 정치적 상황이 좋아진 후 남한의 지

원이나 외자의 유치가 있어야 상당 부분이 가능(NK경제 

2018.12.6)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Ⅳ.   북한 문화유산 조사·관리를  
위한 제언

문화유산의 훼손 및 조사 수요가 엄청날 것이라는 

점이 예상된다면 그에 대한 (관리)대책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보존)관리의 첫걸음은 문화유산이 어디에 얼

마쯤 있을 것을 되도록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고 그 예측

은 기존 유적의 분포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있어야

만 가능하다. 그런 작업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것은 ‘지도’

이다. 그런데 기존의 종이지도로는 효율적인 대처가 거

의 불가능하다. 필자는 1년여 전 그런 취지에서 ‘북한지

역 문화유산의 디지털지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

고 그 원형(prototype)의 설계를 제안한 바 있다(김범철 

2017).

1. 북한 문화유산 디지털지도 체계 구축

그러한 제안을 수용하여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한국고고학회는 「북한 문화유산 디지털지도 체계(가칭)」 

구축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그야말로 ‘시작하고 있는’ 단

계이다. 이러한 표현은 재원 및 시일의 제약에 따른 것이

고, 작업의 실효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행정구역상 평양

직할시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어느 정

도의 실전적 운용을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은 물론 일정한 

정도의 시일이 필요하다.

그런데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체계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조사된 북한의 문화유산, 특

히 매장문화재에 대한 위치정보조차 없는 상태이고 상당 

부분 근본적인 극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원천적인 

이유는 북한의 조사보고 관행에 있다. 1970년대 이후 상

당 부분의 조사는 수행이 되었는지, 그 유적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유물과 유구가 조사되었는지 등이 매우 

소략하게 보고되는 정도이다. 사실 전수가 보고되는지도 

의문이지만 보고되는 것 중에 약도(略圖) 수준의 지도조

차 없는 경우가 많은 탓에 정확한 유적의 위치를 알 수 없

는 것이 많다.

그림 6 북한의 경제개발구.

그림 7 북한 개발구와 남한 구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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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도수출가공구

진도수출가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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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문화유적

고속도로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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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와 「북한 문화유산 디지털지도 체계(가칭)」 원

형 설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자가 시험 삼아 청

동기시대 유적 157개소(김범철 외 2014: 119∼125)를 확

인(그림 8)9하는 과정에서 ① 그나마 상당히 정확한 위치

를 알 수 있는 것은 28.0%(44개 유적)에 불과했고, ② 서

술된 내용을 참조하여 구글 어스(Google Earth)에서 어

느 정도 근사(近似)한 위치를 찾은 것이 45.9% 72개 유

적이며, ③ 그런 정도도 힘들어 단순히 유적 이름을 좇

아 읍·면 단위의 행정구역 한 지점에 위치를 표시한 것이 

26.1%(41개 유적)나 된다. GIS 프로그램과 정확한 지도 

정보가 있는 상세하고 방대한 발굴(조사)보고서로 중앙

정부(문화재청)가 관리하는 남한의 상황과 비교하면 열

악하기 짝이 없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경각심을 자극하도록 해보자. 

이 157개는 단지 (고조선[古朝鮮] 관련을 제외한) 청동

기시대 유적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그 중에서도 『조선고

고학전서』(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에 기재된 것

만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잖은 수가 사업구

간 내나 인근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그림 6). 특히 평양

과 황해도 인근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빈틈이 없어 보인

다. 청동기시대 유적도 이럴진대 그 수가 6∼7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낙랑(樂浪)과 고구려(高句麗) 관련 유적

(김범철 외 2014: 127∼166), 셈조차 해보지 않은 고려·조

선시대(高麗·朝鮮時代) 유적 등이 포함된다면 그 수와 밀

도는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현재까지 유적의 

발견과 조사는 저개발로 인해 남한의 그것에 비해 훨씬 

하회하고 있는바, 개발 시 발견될 유적의 수나 조사 수요

는 위의 분포도에 의거한 추정으로는 10분의 1조차 감당

하기 어려울 듯 보이기도 한다.

2. 북한 문화유산 분포 파악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위치나 문화 내용의 확인에 있어 북한 당국 혹은 고

고학계와의 공동 작업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는 그러한 데

에 있다. “뭐, 리스트 주고 북한에 위치 확인해달라고 하

면 되지…”라고 하겠지만 실전은 그렇게 녹록하질 않다. 

앞서 언급한 북한 문화유산 3,182개의 목록은 「북한 문화

유산 디지털지도 체계(가칭)」 구축을 위한 선행 작업의 결

과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가 없어 그간의 북한 저

작물을 일일이 탐색하는 지루한 과정을 거쳤다. 이 작업

에만 수개월 이상이 걸린 것으로 안다. 필자가 ‘시험 삼아’ 

한 작업도 3주 이상의 노력이 들었다. 원문에의 접근에도 

꽤 많은 시일과 도움이 필요했다. 또 위치에 관련된 부분

이나마 일일이 탐독해야 하는 시간도 필요했다. 목록을 

만들어 북한에 주고 이를 검토하는 시간도 소요될 것이

다. 즉 ‘목록’을 주는 데만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더구나 앞서 살핀 바대로 북한 고고학계의 인력 부

족이 분명한 상황에서 그 ‘확인 작업’에는 또 얼마나 걸릴

지 알 수 없다. 필자 등(김범철 외 2014: 5∼6)이 수년 전 

피력한 대로 북한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와 연구에는 

남한 학계의 주도적인 역할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

9 필자가 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생성한 것이다.

그림 8 북한 청동기시대 유적 분포(현 집계분).

기존 문화유적

고속도로

철도

DMZ

개발구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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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남한 단독으로 작업을 수행하자는 것은 아니며 그럴 

수도 없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발간된 문헌정보 분석

을 통해 이미 알려진 유적의 좌표와 문화 내용을 우리가 

작성하여 북한 문화유산 당국에 확인과 보완을 의뢰하면 

효과적인 작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러 정치 지형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업은 실질적인 남북 공동조

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남북의 공동조사

를 제안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문제의 본질은 회피한 채 

형식적인 교류를 하자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좀 더 직접

적이고 실질적인 공동연구가 절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남한이 적잖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남북 공동으로 

수행했던 개성공단 부지에 대한 조사(심광주 2018; 한국

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5)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급·실무회담에서도 이런 것들이 논의되었으면 

한다. 그럴듯한 벽화 고분 한두 기 발굴하고 공표하는 정

도로 문화유산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는 말았으면 

한다. 

Ⅴ. 결론에 대신하여

앞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북한지역 경제개

발 사업 구상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수반될 문화유

산 조사 규모의 일단을 예측해보았다. 쉽게 예측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지만 그에 대한 관리방안은 사업을 

계획·주도하는 측에게서 흘러나오지 않고 있다. 별다른 

고려가 없으니 심히 우려스럽다.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한국고고학회가 시도하고 있

는 작업 정도로는 전혀 안도할 수가 없다. 현재까지 조사

되어 알려진 북한 문화유산이 매우 적은 점이나 본고가 

단지 일부 SOC사업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조사 수요의 규모는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예상

해보자. 개발은 인구의 집중을 유도할 것이고 그에 따른 

시설도 필요하다. 아파트 부지가, 수도가, 전기시설이, 연

계 도로가 필요할 것이다. 개발계획의 문외한인 필자로

서는 제대로 상상하기도 어렵다.

현 정부의 집권기간 동안 완성되지 않을 일이니 걱

정 말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목전에 

닥쳐 준비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분단 이후 줄곧 

우리는 통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야 한다. 거기에 문화유

산의 관리가 예외일 수는 없다. 필자 등(김범철 외 2014: 

5∼6)은 현재를 ‘통일시대’, 즉 통일이 시대 과제이고 통일

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기로 인식하

면서 이미 그러한 준비에 시일이 촉박함과 문화유산에 관

한 한 남한의 조력과 역할이 절대적임을 역설한 바 있다. 

통일은 좀 더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니 논의에서 

잠시 제외하고 대신 그 자리에 남북 경협을 대입해보자. 

역시 문화유산 관리에 있어 남한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

다. 만약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개성∼신의주 간 북한-중국 합작 개발사업’처럼 중국 자

본이 들어와 개발 논리를 앞세우면서 문화유산에 대해서

는 아랑곳하지 않는 상상을 해본다. 그야말로 악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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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continuous volatility in ideological leanings, South Korean governments, conservative or progressive, 

have published a series of  plans for aiding the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 The Moon administration’s 

plan is the paragon of  such efforts. In addition, recent detente between the North Korean regime and the US 

government evokes much hope in its success. There is, hidden behind the veil of  hope, apprehension about the 

crisis of  management of  cultural heritage in the North Korean region. It is believed that development policies may 

overwhelm efforts at con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in particular that the hurrying of  development projects would 

provoke insufficient and inappropriate investigation of  archaeological sites., If  these problems arise, responsibility 

for their resolution would be carried by South Korean archaeologists and governmental institutes. 

This paper reviews w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suggested for North Korea’s economic recovery and 

examines what capability the South Korean archaeology sector has for investigating North Korean cultural heritage. 

It then discusses the scale of  investigation needed, and what should beused as precedent in planning substantial 

excavations when development projects are performed in the North Korean region. 

Constructing a digital map system for cultural heritage of  North Korea is suggested as one of  the most 

urgent tasks precedent to substantial excavations. It is of  great importance because we do not currently have any 

substantial information about the locations and current condi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and artifacts in the 

North Korean region. The mapping of  Bronze Age sites in North Korea , conducted as a sort of  pilot test, revealed 

that archaeological sites are densely distributed in several regions, especially Hwanghae-do and Pyoyang Directly-

Administrated City, and that there is high potential of  discovering new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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