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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유적이라 함은 건설 공사에 따른 구제 발굴로 인하여 중요 유적이 확인될 경우 매장문화재 가치 평가에 따라 

보존조치되는 유적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토지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구제 발

굴 건수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보존유적도 자연히 급증하게 되었다. 현재는 이러한 보존유적의 증가로 

토지 수용부터 관리·활용 등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법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적 보존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보다 주로 제도상의 문제점 인식을 통해 보존유적 관리와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정된 재원과 인력으로 보존유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도

의 미비점을 먼저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여러 안들이 있겠지만 현 제도상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보존유적에서 

지정문화재로 신속한 전환 혹은 검토라 할 수 있다. 보존유적은 조치 이후 관련 후속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정문

화재와 달리 임시적인 보존 방편에 불과하다. 이를 장기간 유지하게 될 경우 당연히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존유적을 지정문화재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든지 아

니면 현 제도상에서 개선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여 문제의 최소화를 꾀하는 방법이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지정문화재로

의 신속한 전환 방법 외에도 제도적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현재의 보존조치 유형은 현지보존, 이전보존, 기록보존 이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두 개의 조치 유형

과 그 하위의 네 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해 보았다. 현지보존은 보존유적과 새롭게 제시한 복토유적 두 가지만 포함시키

고, 나머지 이전활용유적과 기록보존유적은 사업 시행이 가능한 보존조치 유형으로써 현지보존과 대비되는 대체보존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복토유적도 보존유적과 다르게 사업 시행이 가능한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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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보존을 염두에 둔 연구 목적 혹은 정비 사업을 목적

으로 하는 학술 발굴과 달리 건설 공사를 위해 부득이한 

사유로 실시하는 구제 발굴은 발굴조사 완료 후 사업 시

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존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업시행자가 건설 공사 시 『매장문

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문화재 보존조치

의 지시 등)와 제11조(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등)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발굴 결과에 따라 학술자문회의·전

문가 검토 회의 및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검토된 중요 유

적에 대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

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에 의거하여 보존조치

를 취하고 있다.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이하 보존유적)라 함은 이

처럼 동법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에 의

거하여 보존된 유적을 말하며 우리는 이를 흔히 ‘보존유

적’이라 지칭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률에서는 보존유

적이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유적은 「발굴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와 제24조에 

따르면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로 표기되어 있어 보존유

적은 단지 약칭으로만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또 동법에

서는 네 가지 보존조치 유형1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 

대장 상에서 보존유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현지보

존과 이전보존만 해당되어 보존유적의 명확한 규정과 범

위가 법률상에 명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보존유적은 현재 조치부터 사후 관리까지 여러 문제

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몇몇 연

구 용역(한울문화재연구원 2011, 서울시립대 2019)과 개

별 연구 등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어떻게 보면 보존유적

이 국가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문화재 보존 체계에서 지

정문화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결과로 지금과 같은 문

제들이 발생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보존유적이 지

정문화재로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토지 매입과 정비, 활

용 등 사후 관리 및 유지 등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가지

게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존유적을 지정

문화재 혹은 이에 준하는 문화재로 인식하면서 논란이 커

지는 듯하다. 이에 따른 여러 정책연구(이훈 2002, 류호

철 2014, 김진·정은 2012)에서도 관련 법규의 미비로 사

후 관리가 되지 않는 점과 관련하여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다. 사후 관리에 대한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관련 규

정 미비를 포함한 관리 주체의 모호성을 지적하기도 한

다. 그럼에도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의 한계를 보완

해주는 장치로써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기도 한다(류호철 

2014: 148). 또한 유존지역 범위·정의 및 사후 관리와 관

련해서 문제 제기(심재연 2018)도 있지만 보존유적도 유

존지역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사후 관리를 위해서는 보존 및 활

용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만 지정문화재와 달리 보존해

야 하는 의무만 있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지원은 전혀 없

는 현제도에서 보존유적의 존속 문제와 개선에 대한 고민

(김종승 2015: 41~42)은 아마도 계속될 것 같다.

이렇듯 보존유적은 중요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조

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여러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그간 조치된 보존유적의 

현황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 보존조

치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제까지 제기된 

제도상의 문제점들을 재검토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발

전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보존조치 현황과 추이

1. 지역별 보존유적 특성

먼저 광역자치단체별 보존조치된 유적 수를 단순 비

1 보존조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이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4번의 경우 기타 사항에 해당되기에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현지보존, 2. 이전보존, 3. 기록보존, 4. 그 밖에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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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자면, 제일 많은 곳이 경북 지역이고 그 다음이 경기, 

경남, 서울 순으로 이어진다. 이 지역들과의 비교는 단순

히 어느 지역이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말하기 위

함이 아니다. 면적과 개발 여건에 따라 경우의 수가 워낙 

다양하기에 각 광역시·도를 수치 그대로 비교할 수 없음

은 물론이다. 다만 지정문화재와 달리 보존유적은 대부

분 도로와 철도, 공단, 아파트 건설 등 개발에 따른 중요 

유적에 대해 보존조치가 내려진 경우가 상당수이다 보니 

자연스레 중요 유적이 확인될 확률도 높아진다. 최근 3년

간 발굴 허가 건수를 보더라도 이를 반증한다고 할 수 있

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발굴 허가 건수를 보

이는 곳은 경기와 경북이다. 서울과 충남, 경남이 그 다음

으로 많은 그룹에 포함된다.

발굴 건수와 보존유적 수를 지역별로 상호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남

과 충북의 경우에만 발굴 허가 건수에 비해 보존조치된 

유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단순 평가하긴 어렵겠

지만 이들 지역은 개발이 많아질수록 보존유적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잠재적인 다수 보존유적 관리 단체라 할 

수 있다.

세부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의 경우, 강릉시와 

춘천시에서 보존조치된 유적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

히 높게 나타난다. 이외 지역은 보존조치된 유적 수가 낮

고 고르게 확인되는데 양양 양주성 등 고려에서 조선에 

해당하는 유적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강릉에는 수많

은 매장문화재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사적으로 지정 관리

되고 있는 것은 굴산사지와 초당동유적 뿐이다. 보존유적

으로 조치된 유적들을 살펴보면 명주동과 임당동 일원의 

읍성 관련 유적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삼

국시대 이후 신라와 관련된 초당동과 경포대 현대호텔 신

축 부지 등에서 확인된 무덤과 토성 등이 확인되고 있다.

춘천시는 북한강과 소양강이 합류하는 충적대지상

에 위치하고 있어 고대부터 수많은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

다. 대체로 청동기~철기시대에 해당하는 무덤과 주거지 

등이 보존유적으로 조치되어 있는데 과거 신매리와 율문

리 유적이 대표적이며, 근래에는 중도유적 개발과 관련하

여 청동기~원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이 일괄 지정되기

도 하였다. 춘천에서는 우두동, 중도동, 천전리, 율문리, 

거두리 등 선사시대 유적이 밀집 분포하고 있는 지역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매장문화재가 사적으로 지정된 것

은 신매리 유적의 대규모 면적 지정 이후 없으며, 천전리 

지석묘와 중도적석총 등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시도기념

물로 지정되어 있다.

경기도는 여러 시군이 있지만 가장 월등히 높은 지

역은 용인시와 하남시이다. 용인시의 보존유적은 1999년

도에 조사된 용인 언남리 아파트 건립 부지를 시작으로 

보존조치가 되기 시작하였다. 용인에 보존조치된 대부분

의 사업들이 택지 개발과 도로 개설 과정에서 확인된 유

구들이며 이전보존하여 관리하고 있다가 재평가 후 해제

된 사례도 상당하다. 용인시는 특정 유적에 집중되어 있

지 않고 우물과 석관묘 및 적석총 등 개별 유구에 대한 이

전보존과 현지보존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백제 석실분과 

수혈유구가 다수 확인된 구갈3택지개발지구 내 유적 등 

그림 1 최근 3년간 지역별 발굴 허가 건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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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광역자치단체별 보존조치 유적 수(’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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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소규모 보존조치 사례

만 확인된다. 특히 용인은 경기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

어 한강 유역에서 기원하는 백제 한성기의 유구와 고구

려 관련 유구에 대해 보존조치 사례들이 다수 확인된다.

하남시는 ’79년도에 지정된 하남 미사리 유적에 이

어 ’92년도에 추가 보존조치된 보존유적도 있다. 이 유적

은 신석기시대 등 대표적인 선사시대 유적으로 지정 관리

되고 있다. 이외에도 하남 이성산성과 보물로 지정된 춘

궁리 오층석탑을 포함하는 하남 동사가 사적으로 지정되

어 있다. 하남시에 또 다른 보존유적은 하사창동 일원의 

천왕사지이다. 2012년부터 꾸준히 보존조치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총 10개소의 보존유적으로 조치되어 있다. 

이들은 주로 국비 지원에 의한 소규모 발굴로 이루어졌으

며 2016년도 이후에도 이 일대에 대해 소규모 조사가 꾸

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근래에는 특별한 유구가 확인되

지 않아 보존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남 지역은 김해시와 창원시 일원에 집중되어 있

다. 대체로 김해, 함안 등 보존유적이 다수 확인된 지역은 

가야와 관련된 유적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김해 지역의 

경우 삼국시대 고분 등이 주요 보존유적으로 조치되는 지

역이며 가야 도성 유적인 봉황동 유적이 대표적인 보존유

적으로 후에 사적지로 추가 편입되기도 하였다. 창원 지

역은 다양한 시기의 유적들이 보존되는데 특히 청동기시

대 중요 유적들이 확인되는 경향을 보인다. 마산 진동유

적처럼 사적 472호로 지정되기도 하고 창원 덕천리 유적

처럼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기도 하는 등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 보존유적으로 조치되는 사례도 있다. 이 외 보

존조치 지역 중 중간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밀양과 진주

는 주로 청동기시대 지석묘와 주거지 등이 보존조치되었

고, 창녕군과 함안군은 주로 가야를 위시한 삼국시대 고

분과 더불어 소수의 청동기시대 유적과 읍성이 보존조치

되고 있는 경향이 확인된다.

경북 지역은 여러 시군이 있지만 단연 신라 고도 지

역인 경주가 월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주는 천년 고도 

지역으로 일부 하천의 범람원 등 사람이 거주하기 힘든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역이 궁궐과 거주지, 무덤 

등으로 사용되었다. 그런 이유로 사적지 등 지정 관리되

는 곳도 많고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중요 유적으로 인

식되어 온 곳도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다. 근래에는 

복토보존하거나 건축물 조정 후 사업 시행하는 사례들이 

그림 3 지역별 보존조치 유적 수1(’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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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지고 있다. 이는 경주 지역에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도 많지만 개인이 소규모 근린 생활 시설이나 주택으로 

추진하는 발굴도 많기 때문이다. 경주는 대부분의 지역

이 유존 지역인 관계로 주택 건축 시 발굴조사는 필수 과

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나 경주는 고도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유구, 담장, 대형 건물지, 고분군 등 집합체 성격을 

갖는 대규모 유적들이 산재해 있어 어느 한 지점만 보고 

전 지역의 성격이나 가치를 판단하기에 무리인 경우가 많

아 보존조치를 위한 검토가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전남 지역 보존유적은 나주시가 15건으로 가장 많

으며 다음으로 여수와 순천 일대가 많은 경향을 보인다. 

여수와 순천 일대는 2010년 이전에 지정된 것이 대부분

으로 주로 청동기시대 지석묘에 대한 현지보존과 이전보

존이 주를 이룬다. 보존조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나주

시의 경우에도 지석묘의 현지보존과 이전보존이 상당수 

보이지만 다른 지역과 다르게 가마터 유적에 대한 보존조

치가 상당수 보인다. 오량동가마터의 경우, 시굴조사를 

거쳐 마한의 옹관가마로 밝혀지면서 사적 제456호로 지

정되었고 근래까지도 꾸준하게 학술조사 및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다.

전북은 지형적·문화적 특성상 산지가 많은 동부보

다 평야 지대인 서부 지역에서 보존유적으로 지정한 사례

가 많은 편이다. 이 중에서도 고창군이 가장 많은 사례를 

보인다. 고창군에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 유적

이 있는 만큼 고인돌에 대한 보존조치가 상당수를 차지하

고 있지만 2010년 이후에는 보존조치가 뜸한 편이다. 이

외에도 군산과 익산 지역이 있는데 군산은 산제리 유적과 

산월리 고분처럼 초기철기시대~백제시대에 이르는 고분

이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익산 지역은 왕궁리 유적을 

중심으로 한 일대에 백제시대 고분이 주요 보존유적으로 

조치되어 있다. 최근에는 지역의 지정문화재에 대한 관

심이 증대되면서 동부 쪽에서도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와 

장수 동촌리 고분이 사적 지정되기도 하였다.

제주도는 행정구역상 북과 남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로 구분되는데 제주시가 유물산포지 등 유적 분포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지질 환경과 같은 자연환경 특성상 서

귀포시보다 농경과 거주에 유리한 제주시에서 유적의 분

포가 다수 확인된다. 제주시에는 특히 선사시대 유적이 다

수 분포하고 있는데 제주의 신석기 초기의 모습을 담고 있

는 고산리 유적이 대표적이다. 보존조치는 ’97년도에 이루

어졌고 사적 제412호로 ’98년도에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

는 보존조치의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 근래까지 보존 활

용을 위해 이후로도 학술 발굴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충남은 백제 고도 지역인 부여군과 공주시가 압도적

으로 많은 편이다. 공주의 경우 삼국시대 유적들이 많이 

보이는데 보존조치 후 지정문화재로 이행된 사례도 꽤 많

은 편이다. 공주 정지산 유적(사적 제474호), 금학동 고분

군(도기념물 제168호), 장선리 유적(사적 제433호), 단지

리 고분군(도기념물 제186호), 수촌리 고분군(사적 제460

호) 등 중요 유적에 대한 지정 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부여는 백제 유적이 대부분이나 청동기~

초기철기시대에 해당하는 유적들도 다수 확인되는 중요 

지역이다. 보존유적 조치 시, 복토 후 현지보존하거나 이

전보존하는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나 문화재 지정으로 이

어진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게 확인된다.

충북은 청주시와 충주시처럼 특정한 지역에 보존유

적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이 지역이 고대 거점 도시

로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개발의 압력

이 주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큰 

유적들이 다수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청주도 역시 도시

의 중심보다 오송, 오창 등 청원군 일대를 포괄하는 외곽 

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중요 유적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으

며 청주는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보존유적의 시

기와 유형도 다양하다. 충주에 보존유적은 구석기~고려

까지 다양하지만 다른 지역과 다르게 눈에 띄는 유적은 

칠금동 탄금대 주변 창고 증축 부지 내 유적과 첨단지방

산업단지 진입 도로 개설 부지 내 유적 등에서 확인된 제

철유적이다. 대체로 통일신라~조선에 이르는 유적으로 

특히 고려시대 多仁鐵所 중심지와 관련하여 충주 일대가 

주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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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기타 광역시는 앞서 설명한 자치단체와 면적 

대비하여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마다 보존조치되는 특징들이 있기에 이에 따른 설명을 이

어가고자 한다. 서울은 백제와 조선시대 도성이 위치한 

지역이다 보니 중요 유적으로 판단하는 지역들이 많다. 

그래서 이 지역이 보존조치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풍납토성이 있는 송파구는 문화재청에

서 토지 매입 및 정비를 위해 매년 약 500억 원 이상씩 재

정을 투입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매입비 증가와 더불어 

사적을 추가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의 보존조치 이후 

보존유적이 증가하지 않고 자연 해제되는 사례도 있다.

오히려 서울에서는 종로구가 52건이 확인될 정도로 

집중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것은 종로구가 4대문 안에 

위치한 관계로 조선시대의 중요한 관아지 혹은 궁궐지 등

으로 다수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4대문 안의 경우, 2000

년 이전에는 주로 궁궐이 중심이 되어 조사가 이루어지

다가 이후부터는 한양도성의 성벽과 함춘원지 등 그 주변 

일대로 조사가 확장되었다. 특히 청계천 복원구간 내 유

적 발굴조사(2003년)와 서울 청진6지구 유적에 대한 발

굴조사(2004년)를 시작으로 종로구 일대를 매장문화재 

유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

한 서울특별시 신청사 신축공사부지 내 발굴조사(2009

년)를 계기로 한양도성 전역에 대한 지표조사 공영제가 

실시되면서 면적에 관계없이 지하 훼손 정도에 따라 입

회, 표본, 시굴 등의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후 서울특별시

가 마련한 ‘4대문안 문화유적 보존방안(2012년)’에 따라 

시굴 등 조사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이에 따른 중

요유적에 대한 보존유적도 자연 증가하게 되었다(최종규 

2017: 144~150).

대전은 2000년대 이전의 경우, 대전 둔산권 개발과 

노은동 택지개발 등 도시 확장에 따른 조사 증가로 유성

구에 집중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대전 서남부

지구(도안지구) 택지 개발사업에 따라 확인된 상대동 유

적 등에서도 고려시대 건물지와 도로, 연못지 등이 확인

되어 보존조치되기도 하였다.그림 4 지역별 보존조치 유적 수2(’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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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특히 기장군에 몰려 있다. 이 지역도 부산의 

신도시 확장에 따른 조사 증가로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유적들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0년대 초반 기

장군의 정관택지개발에 따라 그 주변의 도시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기장읍성과 선사 주거지 등 유적

에 대한 보존조치가 이루어졌다.

울산은 울주군이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중구나 북구

도 꽤 높은 편이다. 아무래도 구도심 외곽에 위치한 기초

자치단체에 도시 개발 및 산업 공단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조사 지역의 확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분묘 유적 위주의 보존조치가 주로 

이루어졌지만 근래에는 읍성과 왜성, 병영성, 사지 등 통

일신라~조선시대에 이르는 폭넓은 시기의 유적이 보존조

치되고 있다.

인천은 개척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중요 

유적의 분포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보존유

적의 밀집도만 보면 다른 기초단체보다 고인돌이 위치한 

강화군이 압도적이다. 강화군의 지정된 유적들을 살펴보

면 지석묘와 강화중성, 돈대 등과 관련된 유적이 있으며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보존유적들이 대부분이다.

2. 보존조치 유적 전망과 추이

매장문화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조치될 보

존유적에 대해 쉽게 예상하면서도 이에 대한 해결책을 쉽

게 내리지 못하는 지역들이 의외로 많다. 대표적인 예로 

고려~조선시대 읍성들을 들 수 있다. 이 읍성들은 주로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현재 역사 문화 공간으로서 별도

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민 삶터의 일부로써 

도시 공간에 녹아져 있어 지정 및 보존조치가 매우 어려

운 유적이다. 특히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재산권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는 적극적인 행정 조치도 기대하기 어

렵고 오히려 관리상 우선 순위에서 밀리기 쉽다. 그럼에

도 전국적으로 보존조치되어 지정 관리되고 있는 읍성도 

상당하다. 경주읍성(사적 제96호), 서산 해미읍성(사적 

제116호), 울주 언양읍성(사적 제153호) 등의 유적처럼 

지정 초기부터 관리하기 시작하거나 나주읍성(사적 제

337호)처럼 지정 후 보존조치 및 추가 지정된 사례도 있

다. 하지만 기장읍성(시도기념물 제40호), 동래읍성(시도

기념물 제5호), 광주읍성(시지정 문화재자료 제20호)처

럼 일부 지점만 지정 관리되고 나머지 지역은 매장된 상그림 5 지역별 보존조치 유적수3(’67~’18).

강서구

남구

강화군 서구 중구미추홀구

북구 울주군 중구

대덕구

금정구

동구

기장군

서구

동래구

유성구

부산

울산

인천

대전

북구 수영구

중구

0

0

0

0

1

2

2

1

1

1 1 1

1

5

3

13

1

3 3

13

19

8

9

9

3

3

3

2

4

4

2

3

6

6

3

4

8

8

4

5

10

10

5

6

12

12

6

7

14

14

7

8

16

8

9

18

9

10

20

10



117		보존유적 현황과 문제 인식을 통한 보존조치 제도 연구

태로 있기도 하며, 강릉읍성, 양양읍성, 김해읍성, 남해읍

성, 창원읍성, 칠원읍성, 제주읍성, 서산 연해읍성, 태안

읍성처럼 지정조차 하지 못하고 보존유적으로만 꾸준히 

관리되고 있는 유적도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유존 지

역 중 향후 보존유적으로 조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

역이라 할 수 있다.

읍성은 전체 보존유적 중 여러 종류의 유적 중 하나

이다. 주거지나 고인돌 등 분묘 유적처럼 단일 유적으로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는 것들은 학술적 가치가 커서 보

존조치가 되더라도 이전보존 등 다양한 보존조치를 검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치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다. 하

지만 읍성처럼 현지보존의 특성이 있고 대규모인 것들은 

이전보존도 어렵고 지정문화재 추진도 어렵다. 또한 경주 

동천동 유적처럼 대규모 고분군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인 

경우, 당해 문화재에 대해 보존조치가 검토되는 것이 소

수의 고분일지라도 전체 유적군에 위치해 있을 때 현지보

존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별로 없다. 보존유적 중 개인 사

유지로 인하여 잠재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는 함안의 칠원읍성을 또 다른 예로 들 수 있다. 이 곳은 

2014년도에 근린 생활 시설을 신축하려다 읍성 확인으로 

보존유적으로 조치되어 민원이 제기되었던 지역이다. 이 

주변에는 이와 같은 개인 소유의 건물이 다수 분포되어 

있어 향후 재개발 시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보존유적별로 경우마다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존에 보존조치된 유적과 인접한 지역은 추가로 보존조

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지역에서 발굴 허가를 신청

하는 사업시행자나 조사기관은 위험 부담을 안고 조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 최근 3년간 보존유적의 추이를 살펴보

면 그간의 경향성을 바탕으로 향후 보존조치 경향도 예

측해 볼 수 있다. 지역별로 보존조치된 유적들을 보면 경

북과 서울이 가장 많은 1그룹에 속해 있고 다음이 경남

과 충남, 충북으로 2그룹에 속해 있다. 경북 지역은 전통

적으로 보존유적이 최다 조치되고 있는 지역이다. 대부

분이 신라 왕경 유적과 관련하여 경주시에 위치하고 있

다. 서울도 21건 중에 14건인 상당수가 종로구에 위치하

고 있다. 종로구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4대문 안에 위치

한 지역으로 한양도성과 관련된 유적들이 상당하다.

2그룹에 속해 있는 경남 지역은 토성 등 성곽과 관련

된 조치들이 많은 편이다. 특히 김해 지역은 동상동과 서

상동 쪽에 김해읍성과 관련하여 보존조치 되는 경향을 보

인다. 충남은 부여와 공주 일원의 백제 고도 지역과 관련

된 유적들이 보존조치 되고 있다. 충북은 전통적으로 보존

유적이 많은 청주와 충주 외의 진천, 옥천, 영동 지역에서 

보존조치가 되는 경향을 보인다. 유적의 종류는 백제~고

려 등 다양한 편이다. 이제까지 이 지역은 발굴조사로 인

한 보존조치가 낮은 편이었으나 최근에 많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특정한 유적 때문이라기보다 그간 산간 지

역에 위치한 곳이어서 개발을 피할 수 있었지만 중요 지점

에 대한 개발 증가로 이에 대한 발굴 건수가 증가한 것으

로 볼 수 있겠다.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렇지만 특히 광역

시의 경우에는 도시 확장과 더불어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

던 유적들이 확인되는 경향을 보인다. 앞으로 개발의 추세

가 계속된다면 구도심보다 새롭게 확장되는 도시 개발 지

역에서 보존조치 유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Ⅲ.  보존유적 제도에 대한 문제 
인식과 발전적 제안

1. 보존조치 체계 현황과 문제점

현재 기록보존을 제외한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 유적

그림 6 최근 3년간 지역별 보존유적 조치 건수 .

경북 서울 경남 충남 충북 인천 제주 경기 세종 강원 부산 전남 대구 대전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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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치가 가능한 방법은 네 가지 정도가 있다. 첫 번째

는 중요 유적임이 확인되면 지정문화재로 관리하는 방법

이고, 두 번째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토지 매입을 통한 

보존 방법이 있다. 세 번째는 관리가 용이한 지역에 이전 

복원하여 전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는 복토 후 

사업을 시행하게 하여 보존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

는 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은 그 대상이 지극히 제한적이다. 대상 

유적은 지역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그 보존 가치가 매우 뛰

어나야 한다. 그런 사유로 문화재위원회를 거쳐 사적 등

으로 지정 관리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사적으로 바

로 지정되지 못하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향토 유적 혹은 

지방문화재부터 지정되고 이후 학술적 보존 논의를 거쳐 

사적으로 지정 신청하게 된다. 문화재 보존과 활용에 관

심이 많은 지자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존 절차에 매

우 적극적이나 반면에 상당수는 이보다 주변 민원으로 인

하여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처럼 지자체

마다 편차가 매우 심하여 보편적인 지정 보존 체계를 수

립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그래서 보존유적 중 지정 가

치가 있는 중요 유적임에도 보존에 필요한 관련 예산 부

족과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 규제로 인하여 지자체에서 

지정문화재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 

다행히 근래에는 많은 지자체에서 매장문화재에 대한 관

심이 점점 커지고 보존유적 토지 매입비가 일부라도 반영

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보존유적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

는 현안은 여전히 쌓여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기간별 보존조치 현황과 보존유적 중 지정

율을 살펴보면 <그림 7>과 같다. 90년대 이전까지는 보

존유적이 그리 많지 않았고 중요 유적에 대한 학술 발굴

과 구제 발굴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지정문화재로 

이행하는 비율(63.6%)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90

년대 들어 폭발적인 개발 수요로 인하여 보존유적도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2000년대 초반에는 보존에 대한 인

식이 각계각층에서 높아지고 중요 유적을 보존하고자 하

는 정책도 뒤따르면서 급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정문화재로의 이행 실적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대인 근래에는 보존유적 대비 지정 비율

이 6.3%로 급격히 낮아지게 된다. 이처럼 갈수록 문화재 

지정 비율이 낮아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제까지 지정문화재 누적으로 인한 학술적 가치

의 반감 효과, 관련 예산 및 지정 관리의 의지 부족, 지정 

절차의 복잡화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구제 발굴의 급격

한 증가로 보존조치되는 유적 수 대비 중요 유적의 빈도

가 갈수록 떨어지는 원인도 그중 하나이다. 반대로 지정

문화재 대비 보존유적이 크게 증가하면서 관련 제도나 예

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관계로 보존유적 관리에 대한 압박

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투입된 예산에 대

비하여 경제적 효과가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한

계를 가지는 것도 불편한 사실이다.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보존조치 방법처럼 토지 매

입을 통한 현지보존이 매우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그리 쉽

지 않다. 관련 예산 반영이 쉽지 않을뿐더러 지정문화재 

예산 반영도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경제 사안에 언제나 

후순위로 밀려나기 쉽다. 다행히 2019년부터 보존유적에 

대한 토지 매입비가 반영되기 시작하였으나 예산액이 미

미하여 그간 적체된 미보상 보존유적을 해소하기에도 벅

찬 형편이다. 그래서 언제 보상될지 모르는 상태로 개발 

포기와 희생을 민간에게만 강요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기업보다 개인에게 미치는 영

향이 매우 크다. 자칫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보존

조치가 개인 파산 선고로 이어지기 쉽다.그림 7 기간별 보존유적에서 지정문화재로 지정한 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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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방법이 세 번째 방법이다. 

활용할 수 있는 대토 지역에 유적을 이전하여 복원하는 

방법이다. 대토지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공공 기

업이나 대기업이 하는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가능한 대

안이다. 도로, 철도, 산업 단지 등 대형 건설공사나 규모

가 꽤 큰 재건축 부지에서도 사업 조정을 통해 대상 부지

를 마련하고 있다. 부지 마련이 마땅치 않으면 기존의 유

적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나 국공립 박물관 공터 

등에 이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다. 가장 좋은 방법

은 관리가 용이한 공공 부지에 이전하는 것이 좋으나 관

련 부지가 제한적이라 모두 이전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하지만 영세 기업이나 개인은 이를 위한 이전비 마련조차

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전 복원에 있어서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장

점은 현지보존과 달리 해체가 가능하므로 빠른 사업 시행

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규제에 따른 민원인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사업 예산이 많

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에서는 손쉽게 가능한 일이고 또 

분묘와 같은 점 단위의 유구를 이전 복원하는데 매우 유

용하다. 다만 해체함에 따라 원래 모습과 다른 변형은 어

쩔 수 없이 나타난다. 판교박물관에 전시된 백제 석실분

처럼 유구 통째로 떠서 이전 복원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이상적일 수 있지만 이전 복원의 예산과 현지 지형 여건

에 따라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점도 있다.

또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거지

나 토광묘의 이전 복원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유

구를 통째로 뜨는 방법도 있겠지만 유구의 규모에 따라 

형체를 떠서 운반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이에 따른 복

원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그래서 흔히 대안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주거지나 토광묘의 얇은 겉면을 FRP로 

그대로 떠서 재현하는 방법이다. 유리솜과 폴리에스테르

를 겸용한 FRP(Fiber Reinforced Plastic) 공법이 개발됨에 

따라 유구의 이전 복원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김

유선 1997: 108). 이것은 해체 복원과는 다른 것으로 이전 

복원의 범주에도 해당하지 않지만 현재로써는 수혈 주거

지, 토광묘 등의 이전 복원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뤄져야 하겠지만 이러한 이전 복원 

방법은 원형을 이전한다기보다 오히려 재현 전시에 더 가

까운 듯하다. 이 경우에는 보존유적으로 분류하지 말아

야 하고 현지 보존조치보다 전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

치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런 유형의 해체 이전 복원하는 

유구나 유적은 보존유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

관리 대상 제외에 따르는 문제점으로는 이런 유구들

이 보존유적에서 빠지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

다는 점이다. 그래서 가까운 대체지에 이전 전시하거나 

가까운 박물관 등 관리가 용이한 지역에 이전 전시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이전 복원하는 것은 전시 

활용하는 자료로 인식해야 한다. 도로와 철도 공사로 인

하여 이전 복원되어 보존유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여러 유

적이 있지만 사실상 관리 부실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

다. 반대로 보존유적 활용을 잘하는 일부 지자체 전시관

이나 박물관의 경우에는 이전 보존조치 규정이 존재함에 

따라 오히려 보존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상 

부지가 협소하다는 점에서 계속적인 유구 반입이 어려운 

상태이다. 문화유적 공원으로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방치되거나 관리 주체가 정

해지더라도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시행자 등의 의지에 따

라 조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관련 규정 미비 등

으로 방치되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기도 한다(김진·정은 

2012: 128~130).

보존과 관련한 고민을 시기별로 계속 있어 왔다. 국

내에서 보존 활용한 사례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보존조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80

년대 말 이전에는 주로 복토 후 현지보존이 대부분이었고 

강진 고려청자요지 등 극히 일부의 사례에서만 이전 복원

이 시도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말 구제 발굴이 본격화

되는 시점인 주암댐 수몰지구, 남강댐 수몰지구 등 고분, 

고인돌 등 이전하기 손쉬운 유적에 한해 이전 복원이 본

격화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말경에만 해도 여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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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 개발부지, 경산 임당동 유적과 같이 유적을 현장 복

원하여 공원으로 활용한 유형이었던 반면, 울진 덕신리 

고분 공원처럼 점차 그것을 유리로 덮어 보호하는 계획

으로 변화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로는 육의전 빌딩 신축

부지, 판교박물관처럼 건물의 지하에 박물관을 계획하고 

노출 전시하여 활용하기도 한다(김헌·조경수 2014: 6~9). 

2018년에는 공평도시유적관을 개장하여 점 단위 보존 전

시에서 면 단위 전시로 바꿔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나

타나기도 한다(김기욱·소현수 2019: 13).

이처럼 각각의 보존 활용된 사례들은 당시의 보존 

인식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방법에 따라 

장단점도 분명하다. 현장 복원된 공원형은 도심 공간에

서 공원을 유지하며 재현된 실물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

정적이다. 하지만 도심을 벗어난 지역이거나 관리 주체

가 모호한 유적 공원인 경우에는 사후 관리가 매우 부실

하다. 특히나 주거지를 복원한 움집의 경우 화재의 위험

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으며 움집에 사용된 짚 등도 주기

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점점 

흉물화가 되고 만다. 강화 유리로 덮은 유구도 마찬가지

이다. 유적 공원에 강화 유리를 덮은 유구를 개별적으로 

전시하고 있으나 온·습도의 영향과 관리 부실로 방치되

기 일쑤이다.

반면에 도심에 들어온 실내형 보존유적들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육의전 빌딩 신축부지 내 유적이다. 보

존 당시에는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받았지만 관리 주체가 

빌딩 소유주임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는 여전히 어렵다. 

특히나 사대문 안에 주로 개인 주택 지하에 위치한 보존

유적들은 개인 소유지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관리 여부

를 확인할 수도 없는 폐쇄된 공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단지 집 앞에 위치한 안내판만으로 여기가 겨우 보존유적

이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존

조치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맡김으로 소극적 해결 양상으

로 나간 점에 대해서 위협 요소로 분석하기도 한다(김기

욱·소현수 2019: 16).

근래에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대형 유적을 아예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다. 그 사례가 

앞서 언급한 서울 공평도시유적관이다. 유지 보수 관리

를 지자체에서 직접 하기에 공개도 자유롭고 시설물 관리

도 원만히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유형들은 보호시설물 

설치 및 건물 신축을 위해 해체해야 하므로 엄밀히 말하

면 현지보존이 아니라 이전보존과 다를 바 없다.

마지막으로는 복토 후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다. 

건축물이 지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즉시 시행토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적

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유적을 보

존할 수 있지만 사업이 재개되면 향후 유적을 활용하거나 

지정할 수 없게 되는 단점을 가진다. 그래서 이 조치 방법

은 지역에 유사한 유적이 보존된 관계로 지정 가치가 상

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장기적인 학술 가치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겠다. 다만 

지상에 보존유적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보존조

치 기록이 체계화되어야 하고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보완점을 가진다. 실제 관련 현황을 분석한 연구 

용역(한울문화재연구원 2011)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전 

복원을 포함한 대부분 보존처리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

사진 1  홍성 석택리 유적 주구묘 이전

보존 사례.

사진 2  판교박물관 석실분 이전보존 

사례.

사진 3 서울 청진지구 현지보존 사례. 사진 4  서울 공평도시유적관 현지보

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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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미작성한 사례들이 상당수이다 보니 존재 여부조

차 확인하기 어려운 유적들이 상당수가 있다. 이는 사후 

관리에 대한 절차나 규정이 미비함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

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2. 현행 보존조치 제도와 대안 검토

우리는 문화유산헌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문화재 보

존을 통해 후세에 우리 역사를 전해줘야 하는 책임과 함

께 국민들에게 우리 역사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유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 더불어 매장문화재 보존으로 인하여 

개인이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

도록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

한 행위가 자칫 국민 공감대가 저하될 수 있는 요인이 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행정 조치의 개발과 유도

를 통해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개발이 양립해 나갈 수 있

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보존조치와 보존유적 개념을 재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보존유적을 매장법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

정(법 제14조 1항)에 따른 현지보존과 이전보존을 지칭

(법 제14조 1항 1조·2조)하며 보존조치의 유형으로서만 

기록보존과 그 밖에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현재 보존유적은 현지보존과 이전보존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보존조치 체계를 재분류할 경우 현지보존하

는 보존조치와 대체보존하는 보존조치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8). 현지보존은 현지에 보존하는 보존조치 유형을 

말하고 대체보존은 현지에 보존할 수 없는 사유로 현지보

존을 대체한 보존조치를 말한다. 현지보존과 대체보존은 

다시 보존 방법과 사업 시행 유무에 따른 유형으로 분류

하였을 때 각각 보존유적과 복토유적, 그리고 이전활용유

적과 기록보존유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치 체계 안에서 먼저 보존유적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보존유적은 미래에 지정

문화재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 유적 혹은 지정문화재에 

준하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발굴 유적에 

한해 보존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적 활용도도 매우 높

아야 한다. 이를 위해 지정 제도와 유사한 평가 체계로 나

가야 하며 관계 전문가에 의한 면밀한 조사 보고서와 평

가 제도, 지정 담당 부서의 검토를 통해 문화재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조치된 보존유적은 사

후 관리가 가능한 지정문화재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다음은 현지보존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보존유적과 

다른 조치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것을 ‘복토

유적’이라고 명명하였다. 복토유적이란, 문화재 지정 가

능성은 없으나 지역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중요한 유적에 

대해 최대한 유적의 훼손 없이 복토 후 사업을 시행하게 

하는 보존조치 유형이다. 그러므로 <그림 8> 제안 체계

에서 보는 것처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조치는 복토유

적, 이전활용유적, 기록보존유적이지만 엄격하게 보면 복

토유적과 이전활용유적은 유구 훼손 없이 복토와 이전

이라는 조건부가 있는 조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8>의 제안 체계는 현행의 현지보존이 보존유적과 복토

유적으로 세분되지만 이전활용유적과 복토유적이 현행 

보존유적 범주에서 빠지는 체계로 구성해 볼 수 있다.

이 보존조치는 현지보존과 기록보존의 특성을 더한 

새로운 보존조치 유형으로 법규정 안에 명시되길 희망한

다. 이러한 조치는 지금도 현지보존의 개념 하에 간헐적

으로 조치되고 있지만 규정 내에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아 조치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복토유적 중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유적인 경우에 복

그림 8 현행 보존조치 체계와 제안 체계 비교.

(현행 체계)  (제안 체계)

보존조치 보존조치

보존유적 사업시행 현지보존 대체보존

기록보존 보존유적

보존 사업시행

복토유적 이전활용유적 기록보존유적이전보존현지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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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를 한다고 하지만 사업을 시행하도록 조치하기 꺼려지

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보존 상태는 훌륭하지만 상대적

으로 학술적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기록보존으로만 

남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소규모 주택의 경우 간혹 유사하게 복토 보존조치를 

했지만 이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박종섭 2015 : 118)와 

같이 사후 관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저되

기도 한다.

필자는 이와 같은 보존조치가 법률상으로도 명시가 

되고 이를 근거로 한 보존조치도 활성화되는 것이 오히

려 향후 보존유적 관리와 활용에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문화재로써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

된 유적은 논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유적

은 당연히 지정문화재로 보존 관리되어야 하고 또 지정

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 과도

기 단계가 필요하다면 보존유적으로 조치하여 우선적으

로 해결할 수가 있다. 또한 교육적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면 이전활용유적으로 전환하여 활용토록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보다 문화재 가치가 떨어지거나 향후 인근 지

역의 조사 성과들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면 복토보존 

후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

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누

적된 조사와 연구 성과들을 도출시킨 후 문화재로써 최종 

가치를 확정하기까지 기약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이며, 이 

경우 그 시간 동안 해당 토지의 사업자는 재산상의 불이

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나 보존

조치를 할 때는 보존에 따른 개발 대체 방안 혹은 사업시

행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도

시가 요구하는 기능을 적절히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도 한다(이훈 2002: 21; 김헌·조경수 2014).

복토유적이라는 보존 유형이 늘어난다고 해서 국가

가 매장문화재를 보존하는 의지가 후퇴하는 것은 아니

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오히려 보존해야 하는 유적 수

가 급격하게 늘어날 개연성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관리

를 어떻게 해야 할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보존

에 대한 가치를 매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보존 

가치가 없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 

가치를 상·중·하로 대략 나누어 봤을 때2 아래 <그림 9>

에서 볼 수 있듯이 현지보존하거나 활용해야 하는 유적

이 증가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기존처럼 

이전보존이나 현지보존하기에는 보존 가치가 낮지만 잔

존 상태가 매우 훌륭하거나 향후 지속적인 발굴로 매장

문화재의 보존 가치 평가가 유보된 ‘보존 가치 中’에 해당

하는 유적인 경우에는 관리 범주 안에 들어와 제도권 내

에서 관리하고 미래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

게 된다.

이와 같은 조치가 가능한 이유는 2016년부터 본격

적으로 시작한 보존유적 위치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조치 

후 5년마다 보존유적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사후 관리 

여건이 성숙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토유적도 보존유적에 

준하는 사후 관리 체계를 갖춘다면 유적 복토 후 사업시

그림 9 보존조치 변경에 따른 보존 가치별 조치 예상 변화.

(현행)  (변경 후)

현지보존
보존유적

복토유적

이전활용유적
복토유적

사업시행

이전보존

사업시행

2 보존 가치 판단은 전문가 검토 회의나 문화재위원회에서 상대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림 9>에서 언급한 보존 가치 上中下는 임의 기준이다. 다만 보존 

가치의 기준을 나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보존 가치 上上 : 문화재 지정 기준에 속하거나 이에 상당한 유적, 보존 가치 上下 : 중요 유적이지만 개발 이익이 보존 이익보다 높거나 활용이 높은 유적, 보존 

가치 中 : 지정 가능성은 없으나 지역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중요한 유적, 보존 가치 下 : 그 외 일반적으로 다수 확인되는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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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하지 않도록 할 이유가 없게 된다.

그러나 2000년대 이전에 조치된 보존유적 중 일부는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유적의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없

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근래에는 보

존유적으로 지정하면 이에 따른 위치 정보(지적 경계 현

황 측량)와 관리 대장을 통해 보존유적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수월한 편이다. 다만 

현행 조치 상, 관리의 주체가 관할 지자체이거나 해당 사

업자 주체이기 때문에 면밀한 관리가 되지 않기도 한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발전시킨다면 복토 후 보존과 

토지의 활용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여 줄 것으로 생

각된다. 특히 보존유적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제

도의 설계가 보다 고도화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통

해 소유자나 관리자의 변경 혹은 지자체 담당자의 변경이 

있을지라도 꾸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매장된 유적의 보호를 위해 복토 높이를 규

정한 연구(공주대 2017)가 이루어진 점도 주목된다. 유적 

복원을 위한 적정한 복토 높이(1.1m내외)를 규정하기 위

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지만 현대 건축물도 이와 유사한 판

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 내용에 보면 일정 

복토 높이 이상으로 유구보존층을 두껍게 복토할수록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손상

을 위해 유구보존층을 최소로 구성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공주대학교산학협력단 2017: 240). 따라

서 고층 건축물인 경우에는 여기서 판단할 수 없으나 복

원 건물과 유사한 높이의 중·저층 건축물은 특별한 차이

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준용하여 판단할 수 있겠다. 오히

려 연구에서는 건축물의 높이에 따른 유구 손상보다 배수 

불량에 따른 유구 손상을 우려하기도 한다. 따라서 용역 

결과에 따른 적절한 복토 방법과 높이에 따라 복토가 된

다면 건축물을 그 지상에 신축하여도 매장문화재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필자는 보존조치 제도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조치 

변화를 통해 이것들이 개발과 보존·활용의 선순환 고리

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는 기

존의 보존유적 제도와 함께 복토유적으로의 보존조치를 

언급하였다. 나머지 두 가지는 이전보존의 인식 변화와 

함께 지정문화재 확대를 언급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이전보존은 보존유적의 한 형태가 아니라 기

본적으로 전시 활용 자료로써 바라봐야 하는 인식의 대

전환이 요구된다. 무덤과 같은 유구가 현지를 떠나 이전

하게 되면 대부분은 원형을 잃고 매장문화재로써 가치도 

많이 상실하게 된다. 이전보존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이 지역에서 나온 문화재를 알리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기본 형태는 유지하되 전시 효과를 최대한 줄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변형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보존유적의 

한 유형으로 가게 되면 자유로운 전시 활용에 있어 경직

되게 되고 창조적 활용의 저하로 인하여 활용 뿐만 아니

라 관리도 되지 않게 된다. 예를 들면, 대전 상대동 유적

에서 확인된 고려시대 연못지는 보존 가치가 높음에 따라 

보존유적으로 된 바 있다. 그러나 지하에 유구를 보존하

고 지상에 재현물을 전시하는데 발굴 원형 그대로 복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미관과 누수 등의 문제로 활용성이 크게 

떨어짐으로 지역 민원이 오랫동안 제기되기도 하였다.

보존유적에서 해제된 사례에서 보더라도 <그림 

10>처럼 이전보존 후 해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현지보존 544건, 이전보존 387건 중 해제된 

유적 비율은 각각 23.2%와 31.5%이다. 이 중 지정문화재

로 전환되면서 해제된 비율은 현지보존(8.5%)이 이전보

존(2.3%)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이전보존은 지정보다 자

연 해제된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

게 된 이유는 이전보존에 따른 문화재 가치 하락과 관리 

부실, 활용성 저하 등으로 문화재 지정보다 오히려 해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관

리가 양호한 유적 공원 외에 활용성이 떨어지는 곳에 이

전보존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라질 가능

성이 매우 높다. 오히려 복토해서 보존시킬 수 있는 환경

이라면 이런 경우 이전보존보다 복토유적으로 조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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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전보존이란 용어도 교육 자료로써 활용

하기 위해 ‘이전활용유적’과 같은 보존조치 유형의 일환

으로써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유적 활용을 활성화

시켜 다양한 전시물로 다양한 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

록 유도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이전활용 조치가 활성

화되면 관리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기존처럼 대형 국책 

사업인 경우에는 유적 공원을 사업부지 안에서 해결할 수

도 있고 별도로 마련된 유적 공원을 활용하여 관리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영세 기업이나 개인이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한 대안으로 유

적역사공원부지를 국가가 조성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

다. 관련 연구 (서울시립대 2019 :38, 박종섭 2015 :119)에

서도 제시했던 것처럼 각 지역마다 대규모의 유적역사공

원부지를 마련한다면 소규모 개발 건에 한하여 이전 부

지 물색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 유

구에 대한 이전 복원을 보다 활성화하고 교육적 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치된 

유구는 이전한 보존유적과 함께 전시 활용 자료로 규정

된 유구들로 규정되어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존

유적에서 제외된 이전활용유적은 사후 관리상에서 관리 

단체에 따라 지속성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검토를 거쳐 의도적 폐기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존속 기간을 법률상으로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

법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가치가 매우 큰 유

적인 경우에는 발굴 후 (가)지정문화재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지정하는데 부담을 가지거나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직접 지정하는 방

법도 고려해야 한다. 매장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한 행정 

처리 기간이 생각보다 꽤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유적의 훼손이 진행될 수 있다. 2013년도에 공장 신축 부

지에서 발견된 경주 신당리 고분처럼 왕릉급 고분임에도 

관리 예산 미비와 관리 주체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보존

유적으로써 관리도 안 되고 주변 민원 때문에 지정문화재

로 이행하기도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이처럼 지정 가

치가 확실한 유적은 보존조치 후 지정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게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또 다른 제도적 보완 조치를 제안한다면 보존조치 

검토 시 관계 전문가 평가와 함께 관할 지자체와 관련 부

서의 지정 검토 의견 수렴 후 지정 가치 판단도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평가 기준에 따라 지

정 검토, 이전 활용 가능성, 교육적 가치, 학술적 가치, 보

존 유사 사례 및 개발 이익 등으로 구분하고 현지보존의 

경우에는 지정 관리에 대한 검토 의견과 활용에 대한 검

토 의견을 반영하여 현지보존 후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

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보존 이익과 개발 이익의 비교는 

문화재위원회를 통해서 검토되어야 한다. 반대로 지정 

가치가 낮지만 지역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에도 관련 검토가 더불어 이뤄져 활용토록 해야 한다. 다

만 지역에서 활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사업을 시행하

되 충분한 복토와 입회를 통해 보존시키고 복토유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한다. 물론 이에 대한 평가 기준은 보다 

세밀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지정 가치가 

있으나 당장 예산 마련이 쉽지 않거나 소유자와 관할 지

자체 등 갈등 관계로 인해 문화재 지정이 당장 쉽지 않은 

불가피한 경우, 또는 지정문화재에 상당하는 경우에 한해 

보존유적 매입비로 토지를 매입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

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보존 검토 대상 건축

물에 대한 준공 승인 이전에 매장문화재 보존조치가 이

루어진 경우, 이로 인한 이행 여부 확인이 관할 지자체에

서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해당 유적이 매

그림 10 보존조치별 보존유적 자연 해제 비교(’67~’18).

현지보존 76.8 14.7 8.5

이전보존

0% 20% 40%

보존비율 해제비율 지정해제비율

60% 80% 100%

68.5 29.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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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분과위원회 심의 통과와 완료 조치만 통보되면 그 뒤에 

상황은 온전히 사업시행자의 몫으로 남겨 놓게 되어 제대

로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

기 때문이다. 복토보존에 따른 입회보고서, 보존처리 혹

은 보존유적 조치 보고서에 대한 기록 관리 및 이행 상황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록물 관리는 국가와 지자체

에서 같이 관리되어야 하며 보존유적 모니터링 등을 통해 

꾸준히 점검되어야 새로운 보존조치에 대해 학계나 관련 

전문가들의 유적 훼손 우려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Ⅳ. 맺음말

보존유적은 학술 발굴보다 구제 발굴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 개발하는 과정에서 유존 지역에 대한 발굴 결과

에 따라 보존의 가치가 높을 때 보존유적으로 조치되고 

있다. 우리 경제가 계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역사적 가

치가 매우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압력이 높아지면서 이

들 지역에 대한 보존유적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지역에서 끊임없이 학술적 가치

와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가치 판단은 매우 특출한 경우가 아니면 보존 가치

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발굴조사를 거치며 보존조치된 수많은 유적들이 전

국에 흩어져 보존관리되고 있다. 또 중요한 유적은 사적 

혹은 시도기념물 등으로 지정되어 특별 관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정 비

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확인된다. 특히 중요 유적이 발굴

과정에서 확인되어 다수 보존조치되는 밀집 지역의 경우

에 지정 관리되고 있는 유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

다. 다행히 2019년부터 보존유적에 대한 토지 매입비가 

국가 예산에 반영되어 지방비를 포함 지급할 수 있게 되

었지만 매입 예산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관련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

를 거쳐 중요 유적인 경우 국가와 지자체의 지정 관리하

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의 확대가 절실하다. 그리고 현지

보존하는 보존유적과 복토유적, 그리고 이전활용유적으

로 분류하는데 필요한 보존유적의 평가 기준을 새롭게 세

워 실제 관리가 가능하고 보존 활용할 수 있는 유적과 그

렇지 않은 유적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향후 이러

한 제안이 더 발전된 형태로 검토되어 매장문화재의 보존

과 활용, 그리고 개발이 서로 대척하는 관계가 아닌 상생

하는 관계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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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olicies for Conservation Measures Based 
on the Status and Issues of Conserved Remains

The term “conserved remains” refers to cultural remains that are preserved in accordance with the valuation 

of  buried cultural properties when important remains are recognized in rescue excavations during construction 

work. South Korea’s rapid economic growth and ensuing land development over the past few decades compelled a 

sharp increase in the number of  rescue excavation cases, and, naturally, of  conserved remains. Today, an increasingly 

large number of  conserved remains have raised issues, including those concerning land expropriation as well as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such remains, but no clear solutions have been proposed.

This study attempts to propose plans for improvement based mainly on the recognition of  institutional issues 

rather than technical issues related to the conservation of  cultural remains. This is because the identification and 

review of  institutional deficiencies must be prioritized in order to efficiently manage conserved remains with limited 

resources and manpower. 

Among many possible proposals to demand improvement of  conservation policies, one that must first be 

examined under the current system is the rapid transition, or review thereof, of  “conserved remains” to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Unlike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conserved remains are merely a temporary means of  

conservation, because they lack regulations for follow-ups subsequent to preliminary measures. Naturally, deferring 

the definition of  relics as “conserved remains” for extended periods causes numerous problems. Measures to resolve 

such problems may include establishing a legal system to manage conserved remains at a level similar to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or seeking ways to improve management under the current system. This study focuses on 

areas where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conserved remains is possible by methods other than through the rapid 

transition to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and presents several proposals.

Currently, conservation measures a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on-site conservation, relocation conservation, 

and record conservation. This study reclassifies these categories from three into four categories. On-site 

conservation includes only two categories: conserved remains and the newly-proposed soil-covered remains. Two 

remaining categories, the relocation conservation remains and the record conservation remains, are presented as 

classifications in which development projects are possible, and they are presented as alternative conservation types 

that contrast with on-site conservation. Unlike conserved remains, soil-covered conservation presented as a new 

category in which development projects are possible.

Abstract

Jaeyun So Director of Research & Curatorial Affairs Division, Wan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Corresponding Author : ssou1205@korea.kr

Keywords   Conserved remains, Buried cultural properties, On-site conservation, Relocation conservation, Soil-covered remains

Received  2020. 06. 10 ● Revised  2020. 07. 22 ● Accepted  2020. 08.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