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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유산 체험 교육은 오늘날 역량 중심의 교육 과정을 중요시하는 교육 목적과도 부합된다. 고고학이 가진 융합

적 성격을 통해 다양한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학습자들의 역사적 사고력 신장과 창의 융합 사고력 

향상,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역량 강화 등에서 장점으로 작용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고고학 체험 교육의 필요성과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제시해 본 것이다. 우선 고고학 체

험 교육의 전문화와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 고고유산 활용에 대한 자체 운영 지침서 제작이 필요하다. 이러

한 ‘지역 문화유산 교육 전문 매뉴얼’은 해당 지역의 고고유산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한편 지역의 문화유산 교육을 효

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다. 그리고 체험 교육의 전문성 확보와 체계화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는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매뉴얼 학습과 

강사 역량 강화 교육이 주기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험 교육은 학습 대상을 고려한 고고학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콘텐츠 개발은 물론 협력적 네트워크 구

축이라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의 문화유산 교육에서 필요한 교육 시스템 구축과 맞춤형 콘텐츠 개발은 지역의 문화

유산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유산 교육 콘텐츠가 실제로 지

역의 여러 문화유산 교육 현장에서 ‘부교재’로 활용되기 위한 다각적 노력과 개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고고유산 교육의 한계를 인식하고, 효과적인 고고학 온택트

(Ontact) 교육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았다. 고고유산 교육의 중요한 전략은 활발한 상호작용 수업 설계와 교수자-학습

자 간 상호작용의 촉진이며, 고고학 콘텐츠를 매개로 한 다채로운 교육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이러한 고고유

산 교육은 평생 교육으로서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의 입장에서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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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역의 문화유산 교육은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

은 물론 삶의 만족도와 자긍심을 고취시켜줄 수 있고, 학

교 외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여 현 정규 교육의 제도적 한

계를 보완해주는 등 사회적 웰빙의 매개체로서 기능한다.  

최근 문화유산이 치유와 사회적 웰빙의 매개체 역할

을 한다는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문화유산 교육 역시 평

생 교육의 입장에서 인문·문화예술 역량을 키워야 한다

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현재 ‘코로나19’라는 중차대한 재난 상황을 

맞이함에 따라 사람들의 삶의 질이 더욱 하락하는 위기를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의미 

속에서 문화유산 교육의 목적과 방향이 새롭게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 

평생 교육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정서적 

만족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형식적·비형식적 학습 활동

을 말한다. 평생 교육은 개인의 잠재 능력과 사회 발전에 

참여하는 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데, 학교 교육 이외

의 모든 형태의 교육 활동을 말한다(류춘열 2006; 김종수 

2011). 이러한 평생 교육은 유아부터 노인까지 삶의 주기

에서 배우게 되는 직업 교육 훈련이나 성인 기초 교육, 시

민 육성 교육 등으로 구분된다(김종수 2011 :83). 

최근 문화재청에서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문화유산 

미래 전략 - 7대 중점 과제’를 살펴보면 현재 코로나로 인

해 단절된 공동체를 회복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전략이 제시되었다. 이 중 주목해볼 것은 

생애 주기별 문화유산 산업 활성화 부분과 공유·상생을 통

한 주민 주도형 보존·활용 부분이다. 결국 지역 사회에서

는 그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고 활성

화하는 등 상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의 문화유산, 

그 중에서도 고고유산 교육의 필요성과 활성화 전략을 모

색해보았다. 즉 대중고고학 측면에서 고고학이 가진 융

합적 성격을 활용한 고고유산 콘텐츠의 확보와 교육 전략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대중고고학은 고고학적 지식과 연구성과를 대중들

과 공유하는 것은 물론 고고학적 발견과 지식이 사회적 

웰빙 매개체로 자리매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조우택·

최성락 2014: 196; 이현경 2019: 497). 이러한 고고학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은 여러 형태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

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대중들과 가장 밀접한 접촉을 통

해 이루어지는 체험 교육이 대표적이다. 고고학 체험 교

육은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문화를 직접 체험함으로

써 높은 만족도는 물론 문화적 각인을 얻게 되는 실존적 

진정성(existential authenticity)을 가진다(이헌종·류호철 

2017). 이 실존적 진정성은 유적이나 유물이 담지하고 있

는 문화를 연구·재현하여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의

미들을 체험자가 직접 재구성 혹은 문화 각인을 하도록 

하는 구성주의 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김은경 2019). 

그러나 여건상 실제 유적 현장에서 발굴 체험을 비

롯한 여러 교육을 진행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고학 교육 강사의 역량,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 등에 

대해서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김은

경 2019). 더욱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고고유산이 가진 

학술성이 온전하게 시민들에게 전달되는가에 대한 부분

이다. 최근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되면

서 관련 기관의 과도한 예산 경쟁이나 소비, 맥락 없는 정

비와 개발에 집중되는 점에 대해 학술성이 결여되는 점에 

대한 지적도 있다(김준식 2020: 121). 그리고 현재 진행되

는 대부분의 고고유산 체험 교육은 고고학을 통한 문화적 

맥락을 교육하기보다는 검증되지 않은 일회성 교육 프로

그램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고고학 연구 활동에 집

중한 이른바 ‘직업 훈련 교육’으로 진행되는 예가 많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고고유산을 활용한 문화유산 교

육이 아직은 체계적인 경험과 연구가 축적되지 않았던 결

과라 할 수 있다. 최근 대중고고학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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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와 함께 고고학 체

험 교육이 가지는 장점과 강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

요하다. 

 결국 장기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고고유산 체

험 교육을 위해서는 고고유산 교육의 필요성과 활성화 전

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필자가 다

년간 참여한 선사 체험 교육을 경험하면서 진단한 체험 

교육의 한계를 인식하고 보다 실천적인 방면에서의 활성

화 전략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Ⅱ.   고고유산 체험 교육의 목적과  
이론적 배경

1. 고고유산 교육의 목적과 체험 교육

지역 문화유산 교육은 문화유산 교육의 중요성에 대

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확산,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현장 체험 중심 교육을 말하는 것으로, 현장 체험 학

습, 박물관 학습, 문화재 실물 학습, 문화재 조사 탐구 학

습,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문화재 학습, 문화재 프로젝트 

학습과 같이 크게 6유형으로 나뉜다.1 이 중 고고유산 교

육은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고고유산 체험 학습은 학습자들의 역사적 사고력 신

장과 창의 융합 사고력 향상,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역량 

강화 등에서 장점으로 작용한다. 고고유산을 학습하면서 

얻어지는 역량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

한 주요 핵심 역량들과도 연결된다(김은경 2019). 고고유

산을 통한 체험 교육은 여러 맥락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고고유산을 발굴하여 기록하는 전 과정을 이해하는 연구 

조사 방법 입장에서의 체험 교육, 유적과 유물이 가진 맥

락을 해석하는 역사문화 체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고유산 체험 교육은 단순한 지식 습득에서 벗어나 

개인이 소유한 지식을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중

심의 교육 과정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현재의 교육 목적

과도 부합된다. 즉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단순히 인문사

회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닌 기존의 인문학적 카테고리를 

넘어선 다차원의 융합적 학문으로 정립되고 있기 때문이

다(이남규 2015). 

이렇듯 고고학이 가진 융합적 특성은 앞서 언급한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의 취지를 실현하는데 적합할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으로서 심미적 감성 역량을 기르기에도 

적합하다(김진호 2017: 107). 또한 실제 유적 현장 혹은 

보존형 역사공원, 체험관, 유물과 같이 실물 자료를 통한 

체험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존적 진정성’ 확보가 강

점으로 작용한다. 그러한 교육에 적용되는 여러 고고학 

콘텐츠들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될 수 

있고, 이는 고고학적 맥락에서 역사적 사고력 신장에도 

큰 강점으로 작용한다(Levstik·Barton 지음·배한극 외 옮

김 2009: 403~405; 임보아·김은석 2018: 52). 결국 이러한 

장점들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본 소양 교육의 여러 방

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고고유산 중에서도 주목해볼 부분은 선사시

대 콘텐츠로서 체험과 교육이 적절하게 어우러질 수 있는 

최적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선사시대는 아동들의 흥

미를 끄는 데 적합한 시대일뿐더러(임보아·김은석 2018: 

52), 교실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이용자 중심의 

체험 교육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컬포츠 기반 체험 교육

이 제시되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상석·김선영·이헌종 

2018: 145). 

2. 고고유산 체험 교육의 특징과 이론적 배경

현재 전국의 많은 관계 기관에서 고고유산 체험 교

육이 개발·운영되고 있고, 그에 따른 다양한 연구들이 진

1 최근 문화유산 교육의 운영 방향은 문화유산의 기본 원칙에 충실한 교육, 교실 수업 및 현장에서의 체험 교육 권장, 학교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 및 방과 후 등 여

가시간 적극 활용, 지역의 역사는 물론 다른 지역 문화권과 연계 교육 모색,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구성, 교수 학습 지도안 작성 및 교육 자료 개발, 교육부·학교 

및 교사의 교육 연계 방안 모색, 문화유산 교육 사업 내실화를 위한 평가 체계 확립 등을 실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문화재청 2002·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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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고고유산 콘텐츠 

개발 연구(신경숙 2014; 이수경·김선영·이헌종 2017; 이

상석·김선영·이헌종 2018; 강귀형·이헌종·김선영 2019)와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이화종 

2017; 김은경 2019; 조해진 2019; 김준식 2020), 지역 문화 

인재 양성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이헌종·

김선영·문경오 2016; 이헌종·김선영 2018) 등이다.  

앞서 기술했듯이 체험과 교육을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선사 체험 프로그

램(PEP: Prehistoric Experience Programs)을 들 수 있다. 

PEP는 선사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체험을 통한 놀이 과

정과 교육에 기인한 학습 과정의 조화를 목적한다. 즉 단

순한 일회성 이벤트의 체험 행사가 아닌 고고학적으로 검

증된 자료를 통한 문화 복원과 역사 체험 학습의 연계 프

로그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PEP는 사물 중심의 

학습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

목되는 개념이고, 이와 동시에 관련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장대훈·김선향 2013: 151).

한편 PEP를 비롯한 고고유산 체험 프로그램의 교육

적 기능과 배경 이론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체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적 기능은 기본

적으로 신체적 조작 행위뿐만 아니라 사고력도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기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장대훈·김선

향 2013: 157). 즉 체험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고고학자

들이 밝혀낸 일반화된 지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

라 스스로 발견하게끔 지도하는 구성주의 접근법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고학 체험 교육은 참여하는 대상에 따라 

수준별·연령별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은 인지 발달은 물론 

개인의 학습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연령별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의 기획과 적용이 필요하

다. 이에 적용될 수 있는 교육 이론은 인지발달이론에 기

초한 자기 주도 학습과 사회문화이론에 기초한 협력 학습

이다(이수경·김선영·이헌종 2017: 78). 학생 중심의 교수 

접근으로도 볼 수 있는 자기 주도 학습은 학생이 스스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에 알맞은 환경

과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협력 학습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별 능력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스캐폴딩 효과가 목적이다.

고고유산이 가진 환경 및 콘텐츠들은 이러한 요소

들을 충족시키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학습

자 중심의 수업에서 조력자 혹은 교수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이상석·김선영·이헌종 2018: 143), 아쉽게도 고

고학 기반 체험에서 강사의 역할 검증과 수행 범위에 대

한 검토는 현재까지는 매우 미진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역시 필요한 부분

이다. 

물론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각의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나 인터뷰 형

식의 피드백을 통해 자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문화

재청에서는 문화유산 교육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도 진행하고 있지만 이 또한 매우 한정적이다.2 또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체험 학습 자체에 대

한 설문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고학 체험 교육이 

가진 교육의 효과나 유용성을 확언하기 어렵다. 

고고학 체험을 비롯하여 현재 많은 체험 프로그램들

의 문제점은 교육 대상에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구성과 

설계, 난이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교육의 목표를 고려한 주제 선정과 교육 자료에 대한 

탐구가 부재했다는 점, 활동 시간의 적정성과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점, 학교 교육과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2 2020년 문화재청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진행된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사전 컨설팅 운영’ 사업이다. 이는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본격 운영 

이전의 연구 사업으로 전국의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문화재 교육 전반에 관한 컨설팅 제공을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촉진 및 운영으로 문화재 교육의 질적 

향상 제고 및 문화재 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었다. 이후 2021년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인증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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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는 점이다(유득순 2021: 152).3 다년간 고고학 체험 

교육을 진행한 필자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고

고학 기반 체험 프로그램의 여러 개선 방향에 대해 검토

를 진행한 바 있다(김은경 2019). 

지금까지 고고학 체험 교육은 고고학 콘텐츠 개발과 

발전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다양한 고고학 콘텐츠 개발과 활용 역시 중요한 부분

이지만, 필자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콘텐츠들이 

과연 학습자들에게 어떠한 역량 개발 부분에서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지, 어떠한 교육적 맥락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어떠한 교육적 효과를 가지는지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로 진행 중

인 여러 체험 교육 과정에서 적절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종래 대면으로 진행되

는 체험 교육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많은 제약

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체험 교육이 가진 

장점과 교육적 목적을 유지하는 한편, 언택트(Untact) 시

대에 효과적인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많은 기술적 접목을 통한 프로그램의 변용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대부분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흥미 위주의 

개괄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

에 체험 교육이 가진 궁극적인 목표와는 다소 차이가 있

다(김준식 2020: 122). 따라서 변화된 현재의 상황에 대해 

많은 부분이 새롭게 고려되어야 한다. 고고유산 기반 체

험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는 한편 효과적인 변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Ⅲ.    고고유산 콘텐츠 개발과  
체험 프로그램 활용 전략4

1. 고고유산 체험 교육의 전문 매뉴얼 제작과 필요성

현재 전국의 많은 관계 기관에서는 발굴 현장을 활

용하거나 해당 지역의 고고유산 콘텐츠를 활용한 각종 고

고학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표 1).

이러한 체험 교육들은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크게 현장 실습형 체험, 답사, 특강 프로그램으로 진

행되고 있다. 이 중 주목되는 몇 몇 기관의 예를 살펴보면 

지역의 고고유산 콘텐츠를 활용한 맞춤형 교재와 교구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교재와 교구들은 고고

학 체험 교육이 단순한 조작적 체험이 아닌 지역의 문화

적 맥락을 교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

가된다. 

이러한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 교육은 참여 대상의 

수준과 체험 내용의 교육적 목적 등이 체계적으로 설정됨

은 물론 참여 대상의 수준과 호응도에 따라 원활한 자기 

주도형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고고유산 체험 프로그램들은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명한 한계도 존

재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러 자구책이 논의되고 있다

(김동윤 2017; 김은경 2019; 김준식 2020). 

필자 역시 다년간 고고학 체험 교육을 진행하면서 도

출되는 여러 개선 방안을 고민하였지만(김은경 2019), 단

순히 활용 방안에 대한 제안에 그쳤을 뿐 구체적이고 실

현 가능한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3 우리나라 국공립·사립 기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에서는 각종 체험 강좌, 체험 학습 및 답사 등과 같은 문화유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들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교육 대상의 제한, 프로그램 

완성도, 전문가의 자질 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안성민 2016) 구조적인 개선의 여지가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교육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적인 콘텐츠 개발과 실제 적용 가능한 콘텐츠 개발,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과 교육 결과를 바탕으로 한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필자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구시 달서구 교부금 지원 사업인 ‘선사 체험 돌돌탐험대’ 프로그램과 매년 개최되는 선사문화체험축제를 기획·진행하였고, 

2018년부터는 대구교육박물관 ‘고고학 체험교실’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 바 있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고고유산 체험 프로그램의 여러 활용 전략들은 필

자가 직접 경험한 돌돌탐험대 체험 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개선 방안과 활용 전략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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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매장 문화재 연구원의 대표적인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현황(2019~2020년)

기관 프로그램 유형 제목 및 주제 일정 대상 내용

경기문화재연구원 답사 북한산성 성곽 아카데미
2019.11.2~11.30 

(총 5회 20명)

초등학생 

4~6학년

북한산성 교육, 체험 프로그램 

(성곽 쌓기, 산성 탐방, 고고학 체험)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답사 가야 역사문화 아카데미

2019.7~8 

(40명씩 3회)

도내 초등학생 

가족
1박2일에 걸친 가야 고분군과 관련된 현장 답사

경북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
체험 교육

매장 문화재 발굴 현장 

활용 교육
상시 운영 전체

매장 문화재, 전통문화, 고고학 자료를 활용한 

체험 교육 및 전시관 관람

동북아지석묘연구소 체험 교육

고인돌 선사 체험 안내 -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비한 

문화재 (알·쓸·신·문)

상시 운영 전체 고인돌 강의, 토기 제작, 석기 제작, 장신구 만들기

세종문화재연구원 체험 교육 선사체험 돌돌탐험대 상시 운영 전체
고고학 발굴 및 조사 체험 

(유물 만들기, 모의 발굴, 측량 체험 등)

전북문화재연구원
특강 +

현장 답사
시민아카데미 2021.6.8~7.27 전체 전문 강사 강의 및 답사

한울문화재연구원 체험 교육 섬마을 문화바람, 교동향교 2019.7.25~10.26 전체
교동향교 대성전 포일아트, 선비 옷 체험, 

가훈 쓰기 체험 등

울산문화재연구원
특강 +

현장 답사
역사문화기행

2019.10.8, 15, 22 

(30명씩 3회)
일반 시민

일제강점기 관련 유적 (일제강제동원역사관, 

희움일본군위안부역사관 등)

전라문화유산연구원 체험 교육
완주군의 문화유산과 

시루 체험 여행
2019.9.27~29

유치원생, 

일반인
미니 시루 백설기 체험 및 토기 복원

전북문화재연구원

특강
고도 육성 아카데미 

‘미륵사지 야외 특강’

2019.9.21,

2020.7.31
전체 문화 공연 및 특강

체험 교육 안녕! 고고학은 처음이지? 2019.9.5~9.6
초등학생 

4~6학년
고고학 체험

체험 교육
전북인의 세계유산 

짚어보기
2019.8.22.~9.24 성인 익산·부여 외 지역 문화유산 답사

제주고고학연구소 체험 교육
제주 고산리 유적 

불을 담다
2020 상시 

(워킹스루)
전체

선사시대 가방, 토기, 석기, 목걸이, 팔찌, 

선사 부채, 석고 자석, 비누 만들기, 도면 색칠 세트 등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
체험 교육

무사 신봉의 이야기
2020.4~10

(총 16회, 회당 30명)
초~중학생 모의 발굴 체험, 갑옷 만들기, 슈링클스, 유물 복원 등

꿈 이은 문화유산 2020.3~11
초~중학생 

(학급 단위 접수)
교육 교재와 교구를 활용한 역사 의식 함양 프로그램

우리 동네 고인돌 이야기 2019 연중 30명 내외
지역 학생 대상으로 실제 발굴 현장을 활용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

한빛문화재연구원

체험 교육

고고학 체험교실 2019 연중 전체 고고학 강좌, 모의 발굴, 유물 접합 체험 등

찾아가는 고고학 체험교실

- 나만의 박물관 만들기
2019. 5~10

유치원~

초등학생

강의 및 탁본, 와당 장식품 만들기, 

대부장경호 종이 접기 등

답사 역사문화 답사 2019 연중 전체

한울문화재연구원

답사 

(발굴 현장)

발굴 현장 활용 프로그램-종

로 공평동 유적 이야기
2019.4~10 초등~성인 연령별 매장 문화재 심화 학습

답사
양주 관아지 생생 문화재 활

용 사업
2019.5~11 

(매주 토요일)
전체 전통 의복 체험, 목판화, 현판 만들기 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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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야기되는 고고학 체험 교육의 체계 확립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우선적인 전략으로 먼저 지역의 고고유산 체

험 교육 전문 매뉴얼 제작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   

최근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유산 교육에 대한 세부 지

침안을 마련하였다(문화재청 2020). 기존의 문화재 교육 

관련 사업 지침은 지방 보조금 관리 지침이나 자체 내규 

등을 기준으로 진행해왔던 것에 비하면 문화재청의 지침

서는 체험을 진행함에 있어서 크게 참고해볼 만한 자료라 

생각한다. 또한 최근에는 문화재 교육 인증 사전 컨설팅

이 이루어짐에 따라 체험 교육의 운영과 개선 방향에 대

해 참고해볼 수 있다(문화재청 2020).  

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는 부분은 지역별·대상별 고고유산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매뉴얼 구성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지역의 고고유산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개발, 체험 참여자의 수준별(연령별) 학습 난이

도 설정, 학습 대상에 따른 세부 단위 프로그램 운영, 안

전사고 예방 조치, 코로나19 및 질병 예방 안전 관리 수칙 

등이 포함된 매뉴얼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부 

매뉴얼은 문화재청 문화유산 교육 운영 지침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지역별·주제별 자체 관리 운영 지침서의 개념

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체험 교육 매뉴얼 제작에 참고해볼 만한 자료로는 

『매장 문화재 발굴조사 안전 관리 매뉴얼』과 『문화유산 

교육 이렇게 해봐요 (2007, 2009, 2015)』, 『재미있는 문화

유산 수업 Ⅰ~Ⅱ』, 『꿈과 끼를 찾아 떠나는 문화유산 여

행』 등이다. 우선 『매장 문화재 발굴조사 안전 관리 매뉴

얼』은 발굴조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

활한 조사 활동을 위해 제작되어 실제 조사 현장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와 예방책이 상세하게 제시

되어 있다. 그리고 문화유산 교육 학습 자료는 초·중학교 

교육 교재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필자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아동 교육 전문그림 1   매장 문화재 발굴조사 안전 관리 매뉴얼(2017 문화재청·세종문화재연구원 개변)

그림 3 문화재청 제공 각종 문화유산 교육 관련 자료

그림 2 문화유산 학습의 목적과 원리(문화재청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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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스토리텔링 전문가 등의 관련 연구자들과 함께 필자

가 진행하는 『돌돌탐험대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돌돌탐험대 체험 교육 매뉴얼은 체험과 관련된 각종 

법령 정보, 세부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5 또한 돌돌탐험대의 비전과 목표, 전략을 구체

적으로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험 교육 진행을 

계획하였다. 체험 교육의 목표와 전략, 구체적인 개별 프

로그램 매뉴얼이 설정됨에 따라 체험을 진행하는 강사들

의 교육적 효율성이 높아짐은 물론 체험 내용의 전문성 

또한 향상된 것으로 파악된다.6

이러한 교육 매뉴얼은 체험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꼭 필요한 자료라 생

각된다. 기존의 체험 교육 프로그램과 매뉴얼이 아무리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교육을 진행

하는 강사의 역량에 따라 교육의 방향과 질이 크게 영향

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역의 고고유산에 대한 자

체 매뉴얼은 학습자와 교육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

으로 제작될 필요가 있다.  

2. 체험 교육 전문 인력 양성

고고유산을 포함한 지역의 문화유산 교육은 지역 정

체성 강화와 문화적 권리 제고 차원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 대상 고고유산 교육은 역사적 

탐구 능력, 감정 이입적 이해, 문화적 감수성 등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창의성을 비롯한 여러 역량 강화 

교육에 매우 효과적인 교육 활동이다(김은경 2019: 44). 

이러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설정

은 물론 학습자를 고려한 자기 주도 학습과 협력 학습을 

위한 스캐폴딩(Scaffolding)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강사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체험 교육은 학습자의 지식 증가 및 기술 발달, 가치 

명료화를 위한 직접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체

험을 진행하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구조화된 교육이 필요

하다. 전문적인 교육 매체, 효과적인 전달 전략, 지식의 

적용 과정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을 진행하는 교사

의 역할이다.  

학습자를 고려한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식

을 전달하는 동시에 조력자로서 학습자들을 도와주는 역

할도 수행해야 한다. 교사가 유능한 조력자가 되기 위해

서는 교육 전반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교육 진행 중 학습자

들을 위한 개입 방법 및 범위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이는 곧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이나 협력 활동의 효과

와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이상석·김선영·이헌종 

2018: 142~143). 따라서 체험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의 전

문화와 창의적 교수법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이 매우 중

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문화재재단을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에서

는 지역의 문화유산 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과 문화유산교육사 자격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그

림 4),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유산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에 

문화유산 교육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수료자의 배치를 권

고하고 있다(문화재청 2020: 5).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

화유산 교육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시도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교육 전문 인력

은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지역 문화유산 교육 사업 공

모’ 또는 ‘지역 문화재 활용 사업’ 시행 단체 소속 전문 인

5 ‘선사체험 돌돌탐험대’는  대구시 달서구청에서 지원하는 문화재 교육 사업으로 (재)세종문화재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돌돌탐험대 교육 프로그램은 달서구 

지역의 선사문화를 알리고 교육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매뉴얼은 돌돌탐험대 교육의 목적과 방향, 구체적인 프로그램 구성, 자체 운영 규정을 마련한 교육 지침

서라 할 수 있다. 그 중 참고한 주요 법령 정보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초·중등교육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대구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등을 참고하였다.

6 체험 교육 전에 이루어지는 강사 오리엔테이션과 체험 현장에서 진행되는 파트별 업무 분장, 정보 공유 방식,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등에서 강사 및 체험 대상자

들의 높은 만족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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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게 교육 우선권이 있다.7 물론 문화재 관련 학과를 졸

업 또는 수료한 사람이나 전직 교사, 문화관광해설사 등

에 대해서도 문화유산교육사의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각 

지자체나 국립 기관이 문화유산 교육 인력을 대상으로 자

체적인 전문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 문화유산 전문 

인력 배치에 크게 문제되는 점은 없다.8 다만 <표 1>에서

처럼 고고유산 체험 교육을 진행하는 전문 인력 양성 프

로그램은 위와 같은 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가 아쉬운 

실정이다. ‘고고학자’가 과연 고고학을 매개로 한 교육 프

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김은경 2019: 39). 

문화유산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를 교육하는 부분에 

대한 핵심 가치는 지식의 매뉴얼화 → 적용 → 재지식화

의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학습자의 성향과 수준

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고고유산 강사 교육은 현직 교사, 아동 심리 전문가, 스토

리텔러, 문화유산 콘텐츠 전문가, 고고학자 등 각 분야에

서 전문성을 가진 강사를 섭외하는 한편, 강사들의 수업 

시연 실습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올해까지 약 20회에 

걸쳐 강사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표 2). 교육에 참

여한 강사는 돌돌탐험대 체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고

고학 전공 대학원생과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강의 

주제는 강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돌돌탐험대 체험을 진

행하는 데 실천적 방면에서 참고되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기획하였다. 그리하여 돌돌 체험 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

는 단체의 소속 전문가(교수, 해설사 등)를 섭외하여 돌

돌 체험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피드백을 진

7 문화재재단의 자격증 제도는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지역문화재 활용 사업’ 시행 단체 소속 전문 인력에게 사실상 우선권이 주어진다. 물론 일반인이나 지역의 

문화유산 교육 시행 단체 소속 강사에게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나, 전체 교육 대상 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 대상자 이외

의 추가 교육 인원에 대한 여유는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8 다만 교육 인원, 교육 기간, 교육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른 커리큘럼의 구성 등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체험, 답사, 전시 설명 등과 같이 분야별·대상

별로 구성을 달리하거나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실천적 부분에서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림 4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시행하는 문화유산 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 안내 

(한국문화재재단 홈페이지 발췌)

표 2   2020년 돌돌탐험대 강사 역량 강화 교육 강의 목록

강사 강의 주제 비고

아동 심리 전문가

(남○은)

아동의 특성을 파악한 

체험 학습

초등학교 교사

(남○희)

초등학생의 체험 프로그램 

교육 방법

중학교 교사

(조○아)

교과 과정과 연계한 

중학생 대상 체험 프로그램

스토리텔링 전문가

(강○희)

‘이야기의 힘을 보여줘’ 

스토리텔링

교육박물관 학예사

(박○지)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의 

새로운 방향

지역 콘텐츠 전문가

(이○민)

지역 문화 콘텐츠의 

이해와 사례

고고학자

(김○호)
달서구의 문화 콘텐츠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전문가

(양○현)

돌돌탐험대 

문화재 해설과 방법

문화유산 해설 전문가

(정○영)
문화유산 해설의 이론과 실천

유아 교육 전문가

(권○정)

체험 프로그램에서 

유아를 대하는 법

세종문화재연구원 

돌돌탐험대 담당자

한샘청동공원에서 진행하는 

체험 교육 실습

체험 

학습지 제작 연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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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한편, 아동의 오감 체험과 발달 과정, 초등 및 중

학생의 교과 과정 연계 체험 교육 방안, 연령별 심리 특징

을 고려한 효과적인 체험 교육 방안에 대한 여러 자문을 

구했다. 또한 스토리텔링 전문가, 지역 콘텐츠 전문가, 고

고학자, 문화유산 해설 전문가를 통해 효과적인 고고학 

콘텐츠 개발과 기획, 문화재 정보 전달과 주의사항 등을  

학습하였다.9

이러한 경험을 통해 봤을 때 체험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 교육은 연차별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가진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교육 내용도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통

해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실습 중심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문 강사 교육은 지역의 고고유산을 직접 

큐레이션하고 큐레이팅할 수 있는 전문 인재들을 양성하

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고고학이 가진 융합 학문적 

성격을 가장 잘 파악하고 그것을 콘텐츠화하여 효과적으

로 교육할 수 있는 고고유산 큐레이팅 전문가 혹은 지역 

문화유산 전문가의 양성은 고고유산 교육이 꾸준히 발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3.   맞춤형 고고유산 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콘텐츠 개발

체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참여하

는 대상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다.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고고유산이 축적되어온 지금, 이것을 

매개로 한 콘텐츠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 중 교

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별하고 어떠한 방식

으로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다수의 전문 기관에서는 자체적 체험 교육 교

재를 제작하고 있지만 일부 특정 유물과 유적에 집중된 

경향이 있고, 고고유산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역사적·문

화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논리적이고 감성적인 교

재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10 그

리고 최근에는 고고유산과 ICT를 융합한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들이 늘어나고 있다. 문화재에 대한 정보와 흥미

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고고유산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는 우려도 있다(김준식 2020: 122). 그러나 코로나19

로 인해 현장형 체험 교육보다는 온택트(Ontact)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을 활

용한 고고학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최

첨단 기술을 접목한 고고학 콘텐츠의 반복 노출을 통한 

흥미 유발, 온·오프라인에서의 보강 교육, 전문 교육 교재

의 활용이라는 조건이 상호보완적으로 진행된다면 포스

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현장형 체험 교육

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구축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ICT를 활용한 고고학 콘텐츠는 학제적

인 공조나 기술 도입, 교육에 대한 노력은 부족하거니와 

비용·연구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학제적 공조를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안형기 2017: 8; 김은경 2019: 

46~47). 따라서 현재로서는 전문적이고 교육적으로 검증

된 교재 개발과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교육학습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필자는 돌돌탐험대의 교육성과 흥미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관련 연구자들과 함께 돌돌탐

9 2020년 1차로 진행된 강사 역량 강화 교육은 그동안 진행한 돌돌탐험대 체험 교육의 문제점들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피드백 받고 체험 대상별로 강점을 가지는 

교육 효과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2021년 교육은 보다 전문성이 강화된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고고유산 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자문을 

구하는 한편, 2020년 진행된 문화유산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전체적인 돌돌탐험대 체험 프로그램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나름 많은 부

분에서 개선사항이 관찰되었다. 관찰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체험을 진행하는 강사들이 학습자의 연령별 발달을 고려한 다양한 수업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특히 

고고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스토리텔링 교육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10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전고(김은경 2019: 40~41)를 통해 일부 언급한 바 있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다. 다만 현재까지도 해당 지역의 고고유산을 주제로 

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법에 대한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많아 보인다. 해당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고고유산 교육 주제 및 캐치 프레이즈 개발과 

교육 대상을 위한 맞춤형 전문 커리큘럼 구축에 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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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대 교육 콘텐츠 북을 기획·제작하였고, 체험에 참여하

는 체험 강사들과 함께 교육 목표에 따른 세부 프로그램

을 구상해보았다. 교육 교재의 참고 자료로는 앞서 언급

했던 문화재청의 여러 교육 교재11와 어린이 학습지, 아동 

심리 미술 교육 프로그램, 퍼포먼스 미술 프로그램 등과 

같은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을 참고하였다.  

 우선 돌돌탐험대의 컨셉에 적확한 의미를 부여하

고자 2020년과 2021년에는 대구 달서구 지역의 선사시대 

유적을 대상으로 한 체험 워크북 제작을 진행하였다. 무

엇보다 체험 교육을 위한 교재이므로 체험이 주로 진행되

는 한샘청동공원과도 연계할 수 있게 구성하는 한편, 달

서구 지역의 대표적인 선사유적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제시하였고, 고고유산을 일러스트화하여 최종적으로는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스토리텔링+컬러링 북 

『미래의 고고학자 돌돌탐험대』을 제작하였다. 한편 영·유

아용으로 『우가 아저씨 졸졸 따라다니기』라는 간단한 형

식의 체험 워크북도 제작하였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일러스트 북은 ‘2만년 역사가 잠

든 도시’라는 컨셉으로 달서구의 선사시대가 가지는 역사

적 가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달서구에 산재한 수많은 

선사시대 유적지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스토리텔링

하여 체험 강사는 물론 체험에 참여한 학부모들도 활용할 

수 있게 제작하였다. 체험을 진행하면서 이 워크북의 가

장 큰 장점은 스토리텔링과 도면들을 그대로 활용하여 교

육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한편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유적공원)에

서 체험 교육을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실내 체험 교육으

로 대체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다. 현장형 체험 교육

이 실내형 체험 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여러 제약이 발

생하면서 실내에서도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체험형 교육

을 위한 워크북의 필요성도 인식하게 되었다. 『돌돌탐험

대 워크북 토기 조각을 찾아라』는 현장에서 진행되는 체

험 부분을 줄이는 대신 간단한 교구를 활용하여 달서구

의 여러 선사유적을 학습하는 부분에 집중하였다. ‘선돌’

과 ‘달비’가 길을 걷다가 길가에서 발견한 거대한 원시인 

아저씨(달서구 거대 조형물 - 2만년의 역사가 잠든 곳)를 

만나고, 한샘공원에서 잃어버린 토기 조각을 찾는 과정에

서 선사시대 여행을 하게 된다는 스토리이다. 매우 단순

한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지만 달비와 비슬이 선사시대 토

기를 찾기 위해 토기를 그리고 퍼즐 조각을 붙여보는 과

정에서 선사시대 유물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학습지

와 연계하여 실제 토기를 복원하는 체험을 진행하여 야외

가 아닌 실내에서의 체험에 대한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

다. 그리고 워크북 마지막 장에는 체험을 진행하는 강사

와 해당 교재를 사용하는 교사 및 학부모를 위한 워크북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하는 6대 핵

심 역량인 창의적 사고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공동

체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자기 관리 역

량을 키우기 위한 제언과 질문 등을 제시하여 돌돌탐험대

가 가지는 교육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체험 교

육을 진행하게 되면서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화와 

전문화가 절실해졌다. 한정된 공간과 시간 내에 목적이 분

11 『문화유산 교육 이렇게 해봐요 (2007, 2009, 2015)』, 『재미있는 문화유산 수업 Ⅰ~Ⅱ』, 『꿈과 끼를 찾아 떠나는 문화유산 여행』 등이 있다.

그림 5   돌돌탐험대 체험 프로그램 워크북(영·유아용 / 초등 저학년용 / 역량 강화 

워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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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 효율적인 체험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체험 강

사들의 전문적인 역량과 체계적인 체험 프로그램이 계획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강사의 역량 강화 교육과는 별개로 

모의 실습시간을 통해 실제로 적용 가능한 체험 대상 및 시

간을 고려한 세부 프로그램 계획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고, 

강사들 간의 수업 방식과 내용에 대한 주기적인 피드백을 

통해 교육의 개선과 노하우 등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12

4. 고고유산 교육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지역의 고고유산 체험 교육은 지역의 역사문화 향유

와 정체성 확보라는 목적도 있지만 도시재생이라는 기능

적 측면과도 직결된다. 고고학을 비롯한 다양한 역사문

화 콘텐츠들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 가치 요소를 도입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와 같은 목적에 의해 구현된다. 결국 도

시재생사업 관점에서의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은 지역 정

체성의 토대가 되는 유·무형의 역사적 가치를 재발견하

여 도시 자산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도시의 기능 회

복 및 사회적 활성화 효과 유발의 중요한 방법론이 되고 

있다(최희경·이진민 2020: 61; 장재일·오종열 2014). 

그동안 문화유산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제안으로 지

역 사회와 관련 전문 기관의 협업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

적으로 제시되었다(장대훈·김선향 2013: 172~173; 김은

경 2019: 50). 관련 전문가는 물론 민·관의 공동 참여가 중

요하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문화유산 활용과 관련된 협력

적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정부의 역할, 운영 체제 또는 사회

문제 해결 방식 등을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정부 이외에 

다양한 공공·민간 주체가 신뢰와 상호의존성에 기반하는 

12 돌돌탐험대에서 사용한 워크북을 사용한 학생들의 반응과 그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피드백은 교육 참여자의 설문조사와 현장 반응, 참여 교육 강사들과의 간

담회를 통해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도출되는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고고학 콘텐츠 개발 및 적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연

구를 통해 추후 다시 논의하고자 한다.

표 3 돌돌탐험대 주차별 학습 계획안 (체험 강사 유○○ 작성)

선사체험 돌돌탐험대 프로그램 계획(안) 

차시 1차시 대상 초등학생 4학년

주제 선사시대 사람들이 누구일까? 프로그램 학습 교재 - 스토리텔링

주목표 ‘선사’시대라는 개념을 형성하여 ‘유물’과 ‘유적’에 대해 학습한다. 

학습 

목표

1. 선사시대의 정의에 대해 말할 수 있다. 

2. 선사시대 대표 유물을 대답할 수 있다.

학습 자료 

및 재료 
학습 교재, 필기구, 색연필, 사인펜

학습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봉사자 지원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사항

(※)교사 활동 학생 활동

도입
학습 분위기 

조성
  출석 체크

바른 자세로 앉아 수업에 집중한다.

흥미 유발
수업 참여 돕기 5 준비물 배포

활동 1
흥미 유발

매체 탐색

  매체 설명

  본 차시 학습 목표와 활동 안내
함께 학습 목표를 큰 소리로 읽는다. 매체 도구 준비 5 ※ PPT 자료 제시

활동 2
선사시대

란?

스토리텔링

학습 교재 함께 채워나가기

선생님의 이야기와 함께 학습 교재를 작성한다. 

친구들과 선사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을 교환한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 도움
20 학습 교재 함께 작성

마무리
활동 소감 

나누기

- 피드백 

- 다음 차시 안내
활동 소감을 나눠본 후 다함께 청소·정리

뒷정리

마무리
10 학습지 배포

기대 효과 ‘선사시대’라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선사시대’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고, 유물 및 유적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형성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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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수평적 상호작용을 통해 공공 정책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공 가치를 창출하는 구조와 과정으로 설명되

기도 한다(이명석 2002; 장영기 2021: 185).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고고유산 교육의 협력

적 네트워크 구축은 결국 해당 지역의 문화유산 교육이 

공공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산·관·학·민이 연

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최근 

문화재 분야에서도 공공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지속가능

성, 공공 서비스 확장성을 위해 거버넌스 관련 연구가 다

양하게 이루어졌고, 2019년에 발표된 문화재청의 ‘문화유

산 미래 정책 비전’13처럼 문화유산과 관련된 협력적 거버

넌스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문화재청 거버넌스 정책(사업)의 유형별 운영 사례

는 다양하지만, 고고유산 교육과 관련하여 참고해볼 만한 

유형은 공공 서비스 활성화 유형으로서 관·학·민이라는 

NGO 전문기관, 지역 주민, 학교와 함께 관리·홍보·교육

지원·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장영기 

2021: 189).

이러한 맥락에서 대구시 달서구청의 ‘선사 체험 돌

돌탐험대’ 사례를 통해 고고유산 교육의 산·관·학·민의 협

력적 거버넌스 형태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대구시 달서

구청은 달서구의 선사시대 고고유산 콘텐츠 발굴·홍보·

교육 등을 진행하는 ‘선사시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

다. ‘선사문화체험축제’, ‘돌돌투어’, ‘돌돌탐험대’ 등과 같

은 프로그램들은 달서구청의 문화유산해설사, (재)세종

문화재연구원, 달선사(달서 선사유적 사람들) 등에 의해 

협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달선사는 지역의 문화유산 홍보 및 문화재 정책 활

성화 등을 위해 설립된 지역 주민 협의체로 문화재 보호 

및 보존, 지역 문화유산의 홍보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선사시대로 투어와 선사체험축제 등에 참여

하여 지자체의 공공 정책에서 발생하는 한계점과 개선사

항을 지역 공동체의 입장에서 정책 보완을 진행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리고 달서구의 고고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선사 체

험 돌돌탐험대와 선사체험축제는 구청의 지원과 기업, 관

련 학계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그간 민·관이 협력하여 진

행하는 사업들은 나름의 전문적 체제를 구축하였지만, 정

책 운영의 환경과 조직, 협력 방식, 전문성 결여 등과 같

이 분명한 한계점과 개선사항도 관찰되었다. 이러한 문

제들을 해결하는 한편 목표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으로 성

장시키기 위해서는 기업과 학계의 협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탄탄한 재정 구조와 운영 환

경이 마련되어 있어 해당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총괄 관리

는 물론 세부 프로그램을 조성하기 위한 제반 여건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계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기획과 실행, 전문가 

확보에서 강점을 가진다. 즉 고고유산을 대상으로 한 콘

텐츠 확보와 세부 프로그램의 기획, 체험을 직접 운영하

는 인력 확보 부분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학계는 지

역의 고고유산에 대한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재발굴하여 

지역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고, 고

고유산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교육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고유산 교육과 관련된 실무를 

위한 학제적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 

돌돌탐험대의 예를 통해 보면 체험 교육을 진행하

는 강사는 대부분 학교에 소속된 고고학 전공 대학원생으

로서 이들은 유적과 유물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춤과 동

시에 다양한 강사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전문성 있는 체

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센터, 교육 전문 기

관과의 협업을 통해 교육적 콘텐츠 개발 쪽으로도 협업이 

진행되고 있다. 

13  향후 협력적 거버넌스 실현 정책 과제로서 기존 문화재 NGO, 기업 사회공헌, 문화유산국민신탁 등의 지속적인 지원·협력 촉진, 정책 자문과 조정 기구로서 국

가유산위원회 설치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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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달서구가 추구하는 ‘문화도시’ 정책을 위한 협

력적 네트워크 혹은 거버넌스 구축에서 필수적인 요소들

이라 생각한다. 지역의 고고유산 체험 교육이 보다 교육

적이고 학술적이며 장기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위

해서는 앞서 살펴본 콘텐츠 북과 워크북 제작, 강사 교육, 

체험 환경 구축 등과 같은 협력적 네트워크 체계가 잘 갖

추어질 필요가 있다.  

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고고유산 체험 

교육이 가진 융합적 성격을 최대한 살려 해당 지역의 교

과 과정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3~4학년 과정부터는 교과 과정

에 ‘우리 동네’나 사회문화를 학습하기 시작하는데, 그러

한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다양한 문화유산 학습은 

물론 해당 지역의 문화유산을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현재 초등학교는 정규 수업 이외에 다양한 수업 활

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고유산 체험 교

육은 지역의 고고유산을 다루면서도 체험이 가지는 장점

을 살려 교실 안팎에서 다양한 융합 교육을 진행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활동은 초등 교과 과정에서 추

구하는 ‘지역의 문화유산을 통해 학생들의 심미적 감성 

역량 신장’이라는 부분에서 매우 적합한 교육 활동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 고고유산 부교재 제작 및 고고

유산 체험 교육’과 관련하여 전문 강사, 현지 학교에서 직

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

하다. 이러한 협업을 통해 교과 과정에 부합하는 전문 부

교재를 개발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는 교사들을 대상으

로 한 고고유산 교육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

한 활동 역시 관과 학, 기업이 협동하여 해당 지역 역사 기

반 플랫폼을 구축해야만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Ⅳ.   언택트 시대 고고유산 교육의  
효과와 전망

1. 현장형 체험 교육의 비대면(온택트) 교육 전략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단체 및 외부 활동이 제한됨

에 따라 현장형 체험 교육 역시 사실상 진행되기 힘든 실

정이다. 그에 따라 문화재 교육 역시 상당수가 언택트 방

식으로 전환되었으나, 비대면이라는 제약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다양한 문화유산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이 진행되

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문화재 교육이 가지는 여러 

장점인 실물 자료를 통한 구체물 조작과 경험, 공간 탐험, 

친밀한 상호작용 등이 온라인상에서 충분히 진행되고 있

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따라서 비대면 교육이 가지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선은 온라인상이지만 상호 교

감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의 확보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 다양한 문화재 언택트 교육이 진행되고 있

는 가운데 주목되는 사례는 비대면 전문 교구재, 문화재 

기반 게임, AR과 같은 특정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재 교육

이다.14 교구재는 교육에 필요한 보조 교육 교재가 되었지

만 언택트 시스템이 확대된 지금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교구재를 활용한 수업은 실시간 혹은 녹화 강의

로 진행되는데 유튜브나 줌 등의 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앞서 기술했듯이 언택트 교육에 대한 여러 우려사항

이 제시되었으나, 실제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도출되는 

피드백을 보면 접근 방법, 관심과 흥미를 위한 몰입감 등

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었고 높은 집중도와 반복 학습, 장

소 및 교육 시간의 효율성 등에서 높은 만족도가 있었다

는 결과도 확인된다(이기정 2020). 다만 이러한 교육 프

로그램들은 대개 흥미 또는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미리 

14  게임은 어린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경험하고 성취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은 선사시대

의 문화상을 연계하여 구성하는 데 매우 최적화된 프로그램으로 보인다. 마인크래프트의 게임 속 세상을 돌아다니며 수렵 채집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역

사를 체험하도록 설정한 것은 오랫동안 집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콘텐츠가 될 수 있다(이상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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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된 개괄적인 정보를 구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문화

재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는 지적

도 있다(김준식 2021: 122). 

 따라서 고고유산 교육 프로그램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체계적인 고고

학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활발한 상호작

용을 위한 온라인 수업 설계이다. 상호작용은 학습 과정

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얼마나,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따

라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온라인 수업에서 고려

하고 설계해야 할 상호작용의 주요 구성 요소를 참고하

여(이지연 외 2020: 677~678) 고고유산 온라인 교육 설계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고유산 온라인 교육 설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콘텐츠의 상호작용성과 교수자-학습자 간 상호작

용의 촉진이다. 콘텐츠의 상호작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완

성된 정보를 보여주는 것, 보다 완성되는 과정을 보여주

는 것, 강의자의 시선에 변화를 주는 것, 강의 중 학습자에

게 내용을 요약하도록 하는 것, 자막을 제공하는 것이 효

과적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15 우선 교육 영상에는 고고학자 혹은 선사시대인으

로 분장한 사람 2명 이상이 등장한다. 그들은 미리 준비

된 대본을 통해 해당 수업의 목표와 수업 방향을 대화 혹

은 대담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시되는 

교구재-예를 들어 곡옥 만들기-를 직접 시연하는 과정-원

석의 옥을 갈아 곡옥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선사시대, 곡옥, 생활상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곡옥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시되

는 적절한 자막, 참고 자료, 참고 영상은 필수적인 요소이

다. 곡옥 제작이 끝난 후 이루어지는 학습은 미리 준비된 

교재를 활용하여 대담 형식으로 진행하고 학습자와의 피

드백 역시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매우 부분적인 수업 방식의 제시였지만 고고학 콘텐

츠를 통한 교육 방식은 역시 단순한 정보 전달보다는 고

고학 콘텐츠의 특징을 살리되 학습자의 수준과 관심을 고

려한 양방향 교육을 중점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고고유산 ‘온택트’ 교육은 대상별·수준별로 적용 가능

한 고고학 콘텐츠를 활용하고 다양한 맥락에서 정보를 제

공하는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또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노력으로는 학습자 특성 분석, 녹화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퀴즈, 과제, 피드백, 토의·토론 활동은 물론 학습자

들과의 원활한 대화, 질의 응답, 오개념 수정, 학습자들의 

불안감 해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고고유산 콘텐츠

의 상호작용 촉진은 문화유산 교육이라는 큰 틀을 적용하

여 진행하되 역사문화 교육의 관점과는 다른 맥락에서 진

행될 필요가 있다. 대면 상황에서 진행되었던 기존의 고

고유산 교육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온라인상에서 적용하

지만 그러한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과 목적의 변화가 필요

하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 교육을 통해 정신적·육체적 치

유 혹은 힐링이라는 맥락에서 생각해본다면 온라인상에

서 진행되는 문화유산 교육은 치유·치료라는 맥락에서 

집중적인 콘텐츠 개발과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

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부분들이 제한됨으로 인해 성장기의 어린아이들은 

물론 어른들 역시 무기력과 우울감, 학습 능력 저하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으로 고

고유산 체험 교육 역시 특유의 장점을 살려 문화예술 교

육 측면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질 향상을 위

해 진행되는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한 요소인 문화적 문

해(cultural literacy)는 문화유산 교육과도 깊은 관련이 있

다. 특히 문화예술 교육의 한 측면에서 유물 문화재 프

로그램이 중요한 부분인 점을 감안한다면(곽삼근 2016: 

15 교육은 녹화 또는 실시간 교육에 따라, 학습 대상에 따라 시간과 방향이 달라지지만 이 글에서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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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현재 진행되는 문화유산 교육은 문화예술의 학습 커

리큘럼과 연계하여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활용될 수 있

을 것이라 생각한다.

2. 평생 교육과 생애 주기별 고고유산 교육

 최근 생애 주기별 문화유산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문화재청에서는 생애 주기별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고, 문화예술 

교육 역시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는 추세이

다. 생애 주기는 개인이 태어난 후에 성장·발달하여 죽음

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말하는데, 개인이 일생 동안 겪

는 변화의 발생 빈도와 중요도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생

애 주기는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변화에 

따라 분류되는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

기로 구분된다. 이러한 사회적 발달 단계에 따른 발달 과

정과 필요한 덕목들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정체성과 가치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공해

준다(김미영 2015: 28). 

이러한 발달 과정에 따라 문화재 교육도 생애 주기

별로 필요한 덕목과 가치를 위해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그간 생애 주기별 교육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문화예술 

측면에서 다루어졌고, 그 중에서도 학교와 학생, 노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급변하는 사회에서 새로

운 생활 양식의 변화와 생애 주기별 차이와 가치에 대한 

문화재 교육의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애 주기별 문화재 교육은 평생 

교육의 입장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개인의 잠재 능력을 

발전시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진행되는 평생 교육은 

문화예술 교육은 물론 문화유산 교육의 목적과도 부합되

는 측면이 많다. 

생애 주기별 문화예술 교육의 목적과 연령별 교육

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참고해보면(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이숙영 2020) 문화예술 교육은 감수성, 친숙성, 공

감 능력, 행복감, 자기 표현력, 자아 존중감 향상 등과 같

이 정서적·문화적으로 큰 효익을 제공한다(이숙영 2021: 

11). 특히 에릭슨이 구분하는 생애 주기별 발달 단계에 따

라 추구되는 중요 역량과 지각된 가치가 존재하는데, 이

러한 중요 효과들은 문화유산의 교육 역시 생애 주기별로 

교육하는 가치 및 효과와도 동일한 맥락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화예술 교육에서 드러나는 교육의 효과를 참고해

보면 유아(7세 이하)의 경우 공감 능력, 행복감, 문화 수

용력, 창의성, 자기 표현력에서, 아동(8~13세)의 경우는 

행복감, 창의성, 자기 표현력, 친밀감을 향상시키는 효과

표 4 생애 주기별 발달 과정과 문화예술·고고유산 교육의 목표 설정(김미영 2015 수정 후 전재)

단계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덕목
문화예술 교육 특수 

지표 분석에 따른 효과

고고유산 기반 학습자 

교육 중점 교육 지표
고고학 적용 콘텐츠 (가안)

유아 (7세 이하)
자율성 획득, 

주도성 발달 시기 

가치 있는 목적을 직시하고 

추구할 수 있는 용기, 

성취를 위한 주도성 발달

공감 능력, 행복감, 

문화 수용력, 창의성, 

자기 표현력 향상

문화 수용력, 

행복감, 창의성

감각 통합, 창의력 중점 

고고학 콘텐츠=유물 만들기, 

유물 퍼즐, 블록=스토리텔링

아동 (8~13세)

자아 성장의 결정적 

시기, 기술 습득, 

근면성 강조

사회성 학습. 성취감
행복감, 창의성, 자기 표현력, 

친밀감 향상
행복감, 창의성, 친밀감

유물 복원, 제작, 

변형 유물 콘텐츠 제작, 

모의 발굴-culports  

청소년 (14~19세)
자아 정체감 확립, 

기본 신뢰감 형성
충실함

행복감, 창의성, 자기 표현력, 

친밀감, 자아 존중감

자기 표현력, 친밀감, 

자아 존중감

자기 주도 학습과 관련된 

고고학 콘텐츠=주제별 유물·

유구 실측, 측량=culports 

성인 (20~64세)

성숙한 태도 형성, 

자신을 위한 창조성, 

생산성 형성

배려, 돌봄, 존엄과 사랑

공감 능력, 행복감, 

자기 표현력, 소통 능력, 

자아 존중감

행복감, 자기 표현력, 

소통능력, 자아 존중감

유적 답사, 강연, 

문화재 취미, 힐링, 휴식, 

자기 개발 콘텐츠=

유물 콘텐츠 제작 

노인 (64세 이상) 통합, 정서적 통일감 지혜, 인간의 존엄과 사랑 행복감, 친밀감, 자아 존중감 행복감, 자아 존중감 관람, 감상, 답사, 유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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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14~19세)의 경우 자기 

표현력, 친밀감, 자아 존중감 향상이 특히 두드러지는 효

과가 나타났고, 성인(20~64세)의 경우는 행복감, 자기 표

현력, 소통 능력, 자아 존중감에서 높은 효과가 나타났고, 

노인(64세 이상)은 행복감, 친밀감, 자아 존중감이 특히 

유의미한 통계치를 나타낸다고 한다(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 2018). 

이러한 특수 지표들을 참고하여 고고유산 교육 역시 

연령에 따른 특수 지표를 향상할 수 있는 콘텐츠, 교육 프

로그램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지역의 문화유산 교육은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

은 물론 삶의 만족도와 자긍심을 고취시켜줄 수 있고, 학교 

외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여 현 정규 교육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주는 등 사회적 웰빙의 매개체로서 기능한다. 최근 

문화재청의 정책 중에서 지역의 문화유산 산업 활성화와 

공유·상생이라는 부분 역시 지역의 문화유산이 미래 전략

의 하나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필자는 지역의 문화유산 중에서도 고고유산을 활용

한 문화유산 교육의 필요성과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전략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즉 대중고고학 측면에서 고

고학이 가진 융합적 성격을 활용한 고고유산 콘텐츠의 확

보와 교육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고

고유산 체험 학습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진 지식을 활용하고 성장하

고자 하는 역량 중심의 교육 과정을 중요시하는 현재의 

교육 목적과도 부합된다. 즉 고고유산 교육은 학습자들

의 역사적 사고력 신장과 창의 융합 사고력 향상, 문제 해

결력, 의사소통 역량 강화 등에서 장점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고학 체험 교육은 고고학 콘텐츠 

개발과 발전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교육적 역할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고유산 체험 교육 중에서 필자가 장기적으로 진행

해온 ‘돌돌탐험대’를 통해 현재 고고학 체험 교육의 한계

를 인식하고 장기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몇 가지 체

험 전략을 제시해보았다. 우선 고고학 체험 교육의 전문

화와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체적인 지역 고고유

산 운영 지침서인 전문 매뉴얼 제작의 필요성을 제시하

였다. 이러한 문화유산 교육 매뉴얼은 체계적인 교육 프

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강사의 역량

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방향과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체험 교육 전문 인력 양성은 체

험을 진행하는 강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고고유산 교육의 효과와 체계는 

체험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의 역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체험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의 전문화와 창의적 교

수법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체험 교육은 역시 맞춤형 고고학 체

험 프로그램의 기획과 콘텐츠 개발은 물론 고고유산 교육

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

의 문화유산 교육에서 필요한 교육 시스템 구축과 맞춤형 

콘텐츠의 개발은 지역의 문화유산 활용과 관련된 협력적 

거버넌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유산 교육 콘텐츠가 실제로 지역의 여러 

문화유산 교육 현장에서 ‘부교재’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과 개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라는 중차대한 재난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고고유산 교육의 한계를 인식하고, 

체계적인 고고학 콘텐츠가 온택트 교육에서 어떻게 효과

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보았다. 고고유

산 온택트 교육의 중요 전략은 활발한 상호작용 수업 설

계와 교수자-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촉진이다. 이러한 구

성 요소를 고려한 다채로운 교육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

다. 또한 이러한 고고유산 교육은 현 상황에서 평생 교육

으로서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의 입장에서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개인의 잠재 능력을 발전시켜 삶의 질

을 향상하기 위해 진행되는 평생 교육은 고고유산 교육이 

목표하는 지향점과도 부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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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presents several reasons for the necessity of  archaeological hands-on training and strategies for its 

implement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produce a specialized manual for local cultural heritage education that can 

enhance the specialization and educational effectiveness of  archaeological experience education. In addition, in 

order to secure professionalism in hands-on education and conduct it systematically, the ability of  instructors to 

conduct education is important, so instructor competence reinforcement education needs to be conducted regularly. 

In addition, hands-on education needs a strategy of  planning and content development of  archaeological education 

programs, with consideration given to the subjects of  learning, and the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network. It is 

time to cooperate with various experts to establish an education system necessary for cultural heritage education in 

the region and develop customized content for local archaeological heritage supplementary textbooks. Finally, due 

to Covid-19, we agonized over effective education plans for online archaeological heritage education, which requires 

active interaction class design and a strategy to promote interaction between professors and learners. In addition, 

such archaeological heritage education should be compatible with the goal of  providing customized lifelong 

education.

Abstract

KIM Eunkyung  Research Professor at BK21 Research Team, Stage 4 Department of Culture and Anthropology, Yeungnam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camy03@ynu.ac.kr

Keywords     Local archaeological heritage, hands-on education, hands-on manual, archaeological content, 
lifelong education

Received  2021. 06. 25. ● Revised  2021. 07. 14. ● Accepted  2021. 07.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