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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국의 문화유적분포지도가 172권의 책자로 발간되었으며, 고고학 조사 및 국토이용을 목적으

로 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웹을 통해 유적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유적분

포지도에 나타난 유적정보의 분포를 통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유적의 분포특성을 검토하

는데 있다. 이를 위해 지리정보로 구축된 문화유적분포지도의 유적(문화재)정보 87,859개소의 

정보를 토대로 유적의 분포현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남한에 분포하는 유적의 분

포특성은 주로 역사적 도시를 중심으로 유적이 분포하고, 시대와 유형에 따라 공간적 분포가 다

르게 나타나며, 하천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결과는 고고학적 연구에

서 시대와 유형의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세분된 시대와 유형에 대한 접근

이 필요하며, 향후 유적정보를 이용한 문화재의 공간적 분석과 해석에 대한 연구가 고고학 연구

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요어 : 지리정보시스템, 문화유적분포지도, 문화재, 유적 입지

ABSTRACT

Cultural remains distribution maps have been published in 172 volumes of books, and 

the information about the remains in South Korea is also disclosed via the Internet to 

those who are interested in conducting archeological examinations or to those who are 

planning the national land use for various purpo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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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ly review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sites appearing in cultural sites 

map, and to determine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se remains or sites. The 

location of sites was statistically analyzed based on the point density func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of 87,859 sites found in cultural site map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sites found in South Korea are mainly distributed around 

historical cities and the distributions are closely related to their proximity to rivers. 

Given that the period of time and type is very important to archeological stud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detailed period of time and type may be necessary 

for further analysis. This study has highlighted that the research into the spatial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can contribute to the field of 

archeological studies.

KEYWORD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Cultural Remains Distribution Map, Cultural 

Heritage, Remains Location

서   론 

최근 우리나라의 문화재는 국가의 문화유산

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가 인정된다. 국가의 

문화재는 국가의 문화유산으로서 그 국가의 

문화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부터 수많은 

문화유산을 소유한 우리나라는 문화재 관리와 

보존에 국가차원의 각별한 노력이 있었다.

국가 차원의 문화재 관리와 보존을 위하여, 

전국에 분포하는 문화유적에 대한 조사와 

‘문화유적분포지도’가 제작되었다. 문화유

적분포지도는 현장조사 및 문헌조사 등을 토

대로 지금까지 알려진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지도책으로 발간한 종합서이며, 전국을 172개 

지역으로 나누어 발간하였다.‘문화유적(유

적)’이라는 용어는‘문화재’라는 말과 유사

한 의미로 혼용되고 있으며, 사전적 의미에서 

‘유적’이란 과거 인류가 남긴 물질적 잔존

물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유적은 형태가 크

고 위치를 변경시킬 수 없는 잔존물을 의미하

고, 유물은 형태가 작아 운반이 가능한 토

기·석기·금속기 등의 잔존물을 의미한다. 

대다수의 유적은 지하에 매장된 형태로 보존

되고, 일부는 지표에 노출되거나, 지상에 나타

난다. 문화유적지도와 같은 다수의 조사자가 

참여한 지도는 문자와 함께 특정한 시점과 지

역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면서 함축적이고 일

반적인 의미의 역사적 정보를 포함한다는 점

에서 매우 주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과, 

조사자의 관심분야와 지식 정도에 따라 조사

되는 정보의 양과 질이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문화유적분포지도가 

전국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과, 유적과 관

련한 다양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그 중요도가 매우 높다.

문화재 지리정보체계(GIS)는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1996년부터 추진한 문화유적

분포지도제작 사업을 통해 발간한 문화유적분

포지도를 제공하기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이다. 

2001년 공주시 문화유적 분포지도 DB구축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2010년 현재 전국의 문화

유적분포지도의 지리정보구축이 완료되어 국

가지정문화재 정보와 함께 인터넷으로 서비스 

되고 있다. 제공되는 지리정보의 범위 또한 

확대되어 문화유적분포지도의 정보와 지정문

화재 정보, 문화재 조사보고서 정보, 지정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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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보까지 다양한 정보를 지리정보가 대상

이 되고 있다(문화재청, 2010). 문화재 GIS 

구축과정에서 문화재 정보의 활용을 위한 학

술적 연구가 병행되었다. 특히 문화유적정보

에 대한 표준화 측면에서 2002년 문화재 정

보 표준화 방안과 2004년 문화유적정보 데이

터베이스 구축지침이 배포되었다(문화재청, 

2004). 학술적 활용을 위한 연구에서는 다양

한 문화재에 대한 시대별, 유형별 문화재 분

포입지 특성에 대한 연구와 문화재의 분포가

능성을 사전 예측하기 위한 분석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내의 문화재지리정보체계와 관련한 연구

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문화유적분포

지도 제작사업과 병행하여 지역단위의 효율적

인 문화유적관리체계 구축과 전국적인 자료통

합을 위한 방안도출을 위한 연구(장문현, 

2008)가 있었다. 역사와 문화를 포괄하는 역

사문화지도의 개념을 토대로 진행된 연구는 

2001년 영산강 유역권을 대상으로 Web GIS 

기반의 역사문화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장문현과 이정록, 2009). 춘

천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유적에 대한 지리적 

분포 특징을 통해 조상들이 지니고 있던 지리

적 사상을 이해하고자 문화유적의 공간적인 

입지 특성을 분석한 사례에서 입지특성을 분

석하는 지리학의 일반적 개념과 입지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와 방법론으로 GIS를 활

용하였다(김창환과 배선학, 2006). 문화유적

에 대한 입지특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로서 자

연입지환경에 대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바 있고

(이진영 등, 2006), 가마터 유적의 분포가능

성을 GIS를 이용하여 분석한 사례(이진영 등, 

2005)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사

찰과 사지의 입지환경에 대한 연구(배선학, 

2007), 거창 가조분지의 선사유적 입지환경

에 대한 연구(김남신 등, 2003) 등이 있었다. 

이들 연구는 문화재의 입지를 연구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 문화재의 입지

를 정량적 해석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수행

하였다. 또 다른 중요한 연구로는 문화유적자

료를 이용한 문화재 예측관련 연구로서 공간

분석을 통해 유적의 입지와 관련된 자연환경

변수의 통계적 특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유적의 입지환경에 대한 해석

과 유적분포예측모델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09). 

외국의 문화재 정보 활용은 정보서비스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미 미국과 영국, 프랑

스 등 주요 선진국 및 중동국가 등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

으며,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

를 제공한다. 각 나라별로 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방향과 목적, 그리고 활용기술이 다양하

게 나타나지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다

양한 정보를 지도상에 서비스하기 위한 노력

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고, 기록보존의 측면

에서 지금까지 조사된  문화재 정보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한국문화재

조사연구기관협회, 2009). 부가적인 활용 목

적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의 공간분석기능을 이

용하여 통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단일 문

화재에 대한 공간 활용특성 연구와 광역 문화

재에 대한 공간특성연구, 그리고 이들을 활용

한 문화재 예측연구가 진행되고 있다(한국문

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09).

최근 지리정보시스템의 발전은 문화재 정보

의 관리측면에도 많은 발전을 이끌어 왔다. 

각 지역별로 조사된 정보를 지도와 함께 정보

를 조회하고 다양한 주제도 작성이 가능한 응

용프로그램으로 개발되는가 하면, 인터넷상에

서 웹을 통해 지리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 최근의 지리정보과학이 추구

하는 새로운 축으로서의 시간적 개념은 공간

사상과 더불어 중요한 명제가 된다(오충원, 

2009). 이러한 점에서 인류의 등장부터 현재

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한 시간적 흐름을 

연구하는 고고학적 연구는 구석기 시대, 신석

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등과 같이 

문화적 시간대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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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문화유적의 분포 현황과 분포밀도

우가 있다. 이러한 문화적 시간의 변화는 공

간적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지리정보과학은 

고고학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

면에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대한 정보화 방안

과 활용방안이 논의된 바 있으며, 전국적인 

표준화를 통해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

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을 통

해 구축된 남한의 문화유적정보를 행정구역별, 

시대별, 유형별로 통계분석하고 분포 밀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문화유적의 분포특성을 파

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문화재청에서 제공하는 문화유적분포지도의 

정보는 인터넷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http://gis-heritage.go.kr) 현재 

91,000건을 상회한다(2011년 02월 기준).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유적분포지도가 발간된 

이후 다양한 유적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발굴유적정보 등의 정보가 유동적으로 변화하

고 있음을 고려하여 문화유적분포지도 정보만

을 활용하였다. 문화유적정보는 위치정보와 

속성정보로 구분되며, 속성정보는 시대와 유

형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시대와 유형

의 경우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시대와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대와 유형의 구분이 명확

한 자료를 선별하여 활용하였다. 

본 논문에 인용되는 문화재의 통계정보는 

2010년 6월까지 발행된 문화유적분포지도의 

유적정보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선별된 유적

정보를 대상으로 분석한 정보이다. 그 결과 

국내에 분포하는 172개 지역의 문화재 정보

를 분석하여 통계에 활용한 문화유적은 총 

87,859개소이다(그림 1). 통계에 나타난 유

적정보는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 당시의 행정

구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 두 

권의 책자로 구분되어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제

작하여 관리한 경우도 있어, 현재의 행정구역

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특히 계룡시와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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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분 유적(건) 유적비(%) 면적(㎢) 면적비(%)
면적(㎢)당 

유적비(%)
강원도 4,609 5.2 16,613 16.6 27.7
경기도 10,687 12.2 10,136 10.1 105.4

경상남도 9,496 10.8 10,532 10.5 90.2
경상북도 16,905 19.2 19,029 19 88.8
전라남도 12,613 14.4 12,233 12.2 103.1
전라북도 10,144 11.5 8,061 8.1 125.8
제주도 1,507 1.7 1,849 1.9 81.5

충청남도 7,403 8.4 8,629 8.6 85.8
충청북도 6,556 7.5 7,433 7.4 88.2

광주광역시 676 52.6 501 0.5 134.9
대구광역시 987 1.1 884 0.9 111.7
대전광역시 933 1.1 540 0.5 172.8
부산광역시 1,240 1.4 766 0.8 161.9
서울특별시 1,598 1.8 605 0.6 264.1
울산광역시 1,649 1.9 1,058 1.1 155.9
인천광역시 856 1 1,027 1 83.3

총합계 87,859 100.0 99,897 100.0

TABLE 1. 행정구역별 유적분포 현황

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북제주군, 남제주

군, 서귀포시가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통합되

어 행정구역을 현재와 같이 조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밀도분포는 유적의 분포정보

를 점 정보로 변환하여 ArcGIS에서 제공하는 

점밀도(Point Density)기능을 활용하여 지도

상의 10km 원형 반경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본 논문에 제시한 유적의 밀도 분포 그림은 

유적의 분포밀도에 대한 정성적 경향을 확인

하기 위한 것으로 수치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짙은 색상이 높은 밀도를 나타내고, 옅

은 색상이 낮은 밀도를 나타내도록 표현하였

으며, 이에 대한 범례는 제시하지 않았다. 연

구에 활용된 유적과 수계와의 최소거리는 

1:5,000 수치지형도 상에 나타난 하천 및 저

수지(2111, 2112, 2113, 2114)와 유적으로

부터의 최단거리를 계산하여 막대도표로 작성

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계에 활용된 유적의 

시대구분과 유형분류는 가능한 문화유적분포

지도 책자의 분류를 적용하고, 시대와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나 본 연구에 사용

되는 유형에 적합하지 않는 유적정보는 분석

에서 제외하였다. 

우리나라의 문화재 분포 특성

1. 행정구역별 문화재 분포특성

광역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면, 경상북도

의 문화재가 16,905개소(19.2%)로 가장 많

이 분포하고 있으며, 전라남도가 12,613개소

(14.4%)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특

별)시의 경우 울산광역시가 1,649(1.9%)개소

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서울특별시가 

1,598개소(1.8%)로 두 번째로 유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그러나 행정구역의 

면적과 분포유적의 분포비율을 보면, 단위면

적(1㎢)당 유적의 비율(%)은 서울특별시가 

264.1%로 평균 117.6%보다 2배 이상 높다. 

인천광역시(83.3%)와 대구광역시(111.7%)

를 제외한 대전광역시(172.8%), 부산광역시

(161.9%), 울산광역시(155.9%), 광주광역시

(134.9%) 등은 모두 평균보다 높은 분포비율

을 보였다.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 행정구역 

면적에 비해 유적의 수가 매우 적어 유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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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우리나라 유적의 점밀도 분포현황 및 수계로부터의 거리 분포

분포비율이 27.7%로 다른 광역행정구역에 비

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표 1). 

유적의 공간적인 분포밀도를 보면(그림 2), 

주요 광역(특별)시의 경우 한강, 금강, 영산

강, 낙동강 등의 주요 하천유역에 분포한다. 

유적의 분포 밀도가 가장 높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한강을 중심으로 높은 밀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의 경우 금강, 광주광역시

의 경우 영산강,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경우 낙동강이 각 광역(특별)시의 중심을 지

난다. 공간분포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주요하천이 아닌 경우에도 하천 유역을 중심

으로 유적의 밀도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 있

다는 점이다. 경주시와 포항시의 경우 황룡강

을 중심으로 높은 밀도를 나타내고,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지역의 경우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 하류를 중심으로 높은 유적밀도를 보인

다. 강진군과 장흥군의 경우 보성강 유역을 

중심으로 유적의 밀도가 높게 나타난다.

표 1과 그림 2에서 지역별 문화재의 분포

를 보면 유적의 공간적 분포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분포한다. 통계적인 측면에서 유적

의 공간적인 분포는 경상북도가 가장 많은 문

화재의 분포를 보이고, 지역적으로는 경주시

와 포항시 일대에 그리고 황룡강 유역에 해당

된다. 이러한 분포 양상은 역사시대 유적의 

밀도분포 양상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그

림 4). 경주지역 일대에 통일신라시대의 유적

이 집중적으로 분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

대에 따라 유적의 분포특성이 달라질 수 있음

을 의미하며, 이는 유적으로 활용되는 지역이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동일한 측면에서 조선시대의 유적이 분포하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1㎢ 면적당 유적의 분포비

율(%)은 타 지역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나

타난다(표 1). 이는 역사유적이 선사유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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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비율을 보이는 이

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유적이 밀집된 지역의 대부분은 하

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와 포항시의 경우 황룡강을 중심으로 

유적의 밀도가 높게 나타나고, 전주시, 익산

시, 김제시 지역 또한 만경강과 동진강 하류 

유역을 중심으로 높은 밀도를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적의 밀도가 높은 지역은 각 

시대에 따라 인류가 활용하고자 하는 유적의 

입지선택 결과이며, 때로는 자연적인 발생으

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대와 유형

에 따른 유적의 입지가 다르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정계옥 등, 2006)와도 일치한다. 다만 

유적의 분포 특성이 시대와 유형에 따라 거시

적인 변화로만 해석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

대와 유형에 따른 유적의 입지와 관련한 세부

적인 연구는 고고학적 연구와 병행되어야 보

다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시대별 문화재 분포특성

문화재의 시대구분을 위하여 구석기, 신석

기, 청동기까지의 시대를 선사시대로 구분하

고, 철기,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근대, 

현대까지의 시대를 역사시대로 분류하였다.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개략적 구분은 가능하

지만 정확한 시대를 알 수 없는 경우 선사시

대의 시대미상 유적, 역사시대의 시대미상 유

적으로 구분하였으며, 시대를 전혀 알 수 없

는 유적의 경우 시대미상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역사시대 유적은 76,075개소로 전체 유

적의 86.6%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선

사시대 유적은 9,733개소로 전체 유적의 

11.1%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사시

대 유적 가운데 시대의 구분이 어려운 유적이 

866개소로 1.0%로 나타났으며, 역사시대 유

적 가운데 시대구분이 어려운 유적은 12,428

개소로 14.1%로 나타났다. 그 밖에 시대를 

알 수 없는 유적은 2,051개소로 2.3%의 유적

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대 구분이 

가능한 유적을 대상으로 구분된 세부적인 시

대구분을 살펴보면 선사유적으로 알려진 유적

이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특히 신석기 유적

이 320개소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구

석기 유적의 경우도 692개소로 매우 적은 수

치를 보였다. 시대미상인 유적을 제외하고 청

동기 시대의 유적은 7,855개소로 10.8%의 

비율을 보였다. 우리나라 유적 중의 대다수 

유적은 조선시대 유적으로 나타났으며, 

34,487개소(47.5%)로 시대가 구분 가능한 

유적의 절반에 가까운 유적이 조선시대의 유

적으로 나타났다. 선사 시대와 역사 시대의 

유적에 대한 공간적인 분포는 대체로 청동기 

유적의 분포와 조선시대의 유적의 비중으로 

이들의 분포 양상과 유사하다. 선사시대의 유

적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주시와 나주시, 장

흥군, 익산시 등의 지역으로 나타난다. 역사시

대 유적의 경우 포항시와 서울특별시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함안군, 완주군, 

울주군, 안동시, 문경시, 김제시 등이 역사시

대 유적이 많은 지역으로 나타난다. 선사유적

의 밀도 분포를 보면 전라도 일대가 선사유적

의 분포가 대단히 높게 나타나는데, 선사유적 

가운데 청동기시대 유적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동기시대의 유적의 특성을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

 

시대구분 개략구분 유적(개소) 비율(%)

선사시대
선사시대 8,867 10.1

시대미상 866 1.0

소계 9,733 11.1

역사시대
역사시대 63,647 72.5

시대미상 12,428 14.1

소계 76,075 86.6

시대미상 시대미상 2,051 2.3

합계 87,859 100

TABLE 2. 역사 및 선사 시대 유적의 분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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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선사유적의 분포밀도 현황 FIGURE 4. 역사유적의 분포밀도 현황

시대구분 유적(개소) 비율(%)
시대별 

비율(%)
구석기 692 0.8 1.0
신석기 320 0.4 0.4
청동기 7,855 8.9 10.8
철기 1,650 1.9 2.3
삼국 8,792 10 12.1

통일신라 1,637 1.9 2.3
고려 5,733 6.5 7.9
조선 34,487 39.2 47.5
근대 8,812 10 12.2
현대 2,536 2.9 3.5

시대미상 15,345 17.5
87,859 100.0 100.0

TABLE 3. 유적의 시대별 분포 비율

선사와 역사시대의 구분에 의한 개략적인 

시대구분을 통해 살펴본 유적의 분포특성은 

선사와 역사유적 사이에는 유적의 분포하는 

지역 즉, 선정된 유적의 입지에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표 2에서 제시되는 것과 

같이 선사시대에 비해 역사시대의 유적이 7배 

가까이 더 많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고, 표 3

과 같이 유적정보가 시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시대를 기준으로 보다 

세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고학에

서의 시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시대

의 구분 또한 학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가

능하다는 점에서 유적의 시대를 특정하고 시

대에 대한 유적의 분포특성을 밝히는 것은 지

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또한 구석기 유적

과 신석기 유적과 같이 적은 지역의 유적정보

는 역사시대의 유적정보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 이는 인구의 측면을 고려할 때 선

사시대의 인구보다 역사시대의 인구가 현저히 

많았음을 감안한다면,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에 

대한 개략적인 구분만으로도 두 시대에 대한 

유적의 분포지역이 달라진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그림 3,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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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략구분 유적(개소) 비율(%) 유형별비율(%)
무덤유적 12,702 14.5 40.4

산업생산유적 4,757 5.4 15.2
생활유적 1,747 2 5.6

유물산포지 12,189 13.9 38.8
미분류 56,464 64.2
총합계 87,859 100 100.0

TABLE 4. 우리나라 문화유적의 유형별 분포 현황

행정구분 무덤유적 산업생산유적 생활유적 유물산포지 미분류 총계
강원도 495 121 88 644 3,261 4,609
경기도 2,840 635 275 2,229 4,708 10,687

경상남도 1,186 259 195 878 6,978 9,496
경상북도 2,516 562 242 1,190 12,395 16,905
전라남도 1,401 759 96 1,389 8,968 12,613
전라북도 957 485 225 3,466 5,011 10,144
제주도 60 67 106 155 1,119 1,507

충청남도 1,198 716 270 643 4,576 7,403
충청북도 863 940 36 356 4,361 6,556

광주광역시 30 11 22 66 547 676
대구광역시 181 18 93 60 635 987
대전광역시 190 33 9 88 613 933
부산광역시 116 24 39 189 872 1,240
서울특별시 267 36 32 128 1,135 1,598
울산광역시 269 62 6 633 679 1,649
인천광역시 133 29 13 75 606 856

총계 12,702 4,757 1,747 12,189 56,464 87,859

TABLE 5. 유적의 유형별 분포 현황

3. 유형별 문화재 분포특성

문화재의 유형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

의된다. 문화재에 대한 분류체계도 고고학적 

측면에서의 분류체계와 역사학적 측면에서의 

분류체계가 다르고, 분류 기준에 따라서 다양

한 분류체계가 성립될 수 있다. 문화재의 유

형은 간략하게 무덤유적, 산업생산유적, 생활

유적, 유물산포지로 분류하였다. 전체 유적정

보 가운데 31,395개소(35.8%)를 대상으로 

유형의 개략적으로 분류한 결과, 무덤유적은 

12,702개소(40.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났고, 유물산포지역으로 분류된 유적이 

12,189개소(38.8%)로 많았다. 산업생산유적

은 4,757개소(15.2%), 생활유적은 1,747개

소(5.6%)로 나타난다. 생활유적은 주로 주거

지 유적이 해당되는데, 산업생산유적의 경우 

충청북도가 940개소로 가장 많은 유적이 분

포하고, 전라남도(759개소)와 충청남도(716

개소)에도 많은 유적이 분포한다. 상대적으로 

광역시에는 산업생산유적이 적게 분포한다. 

특히 산업생산유적의 밀도분포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와 금강하구, 만경강과 동진강 하

구, 대구광역시, 경주시, 낙동강 하구 지역이 

많은 밀도 분포를 나타낸다. 산업생산유적의 

경우 주로 요업(토기, 도기, 자기, 기와 가마

터 등)유적이 해당되는데, 생활유적의 경우 

경기도(275개소)와 충청남도(270개소)에 많

은 분포를 보이며, 경상북도(242개소)와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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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생활유적의 분포현황 FIGURE 6. 산업생산유적의 분포현황

북도(225개소)에도 많은 유적이 분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표 5). 밀도 분포 상으로는 경

기도 광주시 일대와 충청북도 일대에 높은 밀

도 분포를 나타낸다. 유물산포지의 경우 유적

이 있을 가능성이 지표상에서 확인된 지역을 

나타내는데,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성격과 

내용이 규명되지 않은 지역을 나타낸다. 유물

산포지의 경우 전라북도가 자장 많은 3,466

개소로 나타났으며, 경기도에도 2,229개소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포 밀도를 

살펴보면, 유물산포지역은 서울특별시를 중심

으로 한강남쪽에 높은 밀도를 나타내고, 만경

강 유역과 동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높은 밀도

를 보였다. 또한 경주시와 포항일대의 지역에

서 유물산포지역의 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무

덤유적의 경우 매몰된 형태로 보존되기 때문

에 상대적으로 잘 보존되는데, 선사시대의 무

덤유적에 비해 역사시대의 무덤유적이 많고,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무덤유적은 경기도

(2,840개소)와 경상북도(2,516개소)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며, 제주도가 가장 적은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포 밀도상에서는 서울

특별시를 중심으로 경기도 일대가 전반적으로 

높은 밀도를 보였으며,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에서도 영산강 중하류와 황룡강 유역을 중심

으로 높은 밀도를 보였다. 

문화재 유형의 통계분석 결과(표 4)와 유형

별 문화재의 분포밀도(그림 5, 6, 7, 8)를 보

면, 문화재의 유형에 따라 유적이 분포하는 

지역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문화재의 개략적인 유형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유적의 분포특성이 문화재의 유형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점은 문화재

의 유형에 따른 유적의 입지가 달라진다는 점

으로 해석된다. 이는 무덤유적(그림 8)과 산

업생산유적(그림 6)의 밀도분포에서 제시된 

결과와 같이 유적의 유형은 유적이 활용되는 

성격을 반영하고 이들은 각각의 유적의 입지

를 선택적으로 사용한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다만 유물산포지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국토이용 및 개발에 따른 발굴조사를 통해 문

화재의 유형이 확인되어야 하는 임시적인 상

태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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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유물산포지 유적의 분포현황 FIGURE 8. 무덤유적의 분포현황

토의 및 고찰

문화유적의 분포 특성에 대한 검토에 앞서, 

고고학의 학문적 특성과 학술적 자료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고고학은 인간과 관련한 학

문으로, 과거의 인간과 관련한 다양한 흔적을 

가지고 인류의 과거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고

고학은 인간이 남긴 유적 또는 유물과 같은 

물질 증거와 그 상관관계를 통한 과거의 문화

와 역사 및 생활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자

연계에서 인간이 남긴 각종 물질적 흔적의 성

격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밝혀 인간의 행위양

상과 사회, 문화, 경제적인 다양한 측면을 연

구하는 과학이다. 문화재 지리정보로서 의미

를 갖는 부분은 이동 가능한 유물을 제외하면 

인간의 행위에 의해 남겨진 유적에 대한 물질

증거가 위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리정보를 중심으로 설명될 수 있는 다

양한 현대의 분석방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

미하며, 고고학적 발굴과 관련된 정보의 데이

터베이스 구축과 연구 목적의 활용(Katsianis 

et al., 2008)의 이유가 된다. 

학술적 자료로서 고고학의 연구대상인 유적

과 유물, 특히 지하에 보존된 정보는 지질학

과 고생물학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고학의 학술적 자료는 인문사회과학적인 측

면과 자연과학적 측면의 성격을 동시에 나타

낸다. 고고학 영역에서 공간적 상관관계를 정

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물을 남긴 집단

의 문화적 또는 행위적 특징과 환경에 대한 

적응양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앞서 분석된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

에는 많은 문화유적이 분포하고 있으며, 지금

도 지속적으로 문화재가 발견되고 있다. 이러

한 문화유적정보는 고고학적 연구와 지리정보

과학의 연구대상으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정보

이다. 고고학적 연구가 시간적 대상을 공간적

으로 연구하는 특성은 지리정보과학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방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문화유

적은 시대에 따라 공간적인 분포가 달라지고, 

공간적인 활용 또한 문화재의 유형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나는 특성을 갖는다. 

고고학적 연구주제를 토대로 유적정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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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각각의 분야는 서로 

독립적이라기보다 상호 연계된 측면이 강하다. 

이는 각 연구 분야가 시대와 유형과 같이 밀

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 구분된 연구 분야

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지리정보과학이 적

용될 수 있는 분야를 검토해 보면, 첫째, 인간

집단의 기술에 관한 공간적 활용영역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겠다. 인간이 자연에서 얻는 원

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무엇을 가공하여 사용

하는가에 대한 연구에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어떠한 공간적 범위를 활용하는가에 대한 검

토가 가능할 것이다(Duke and Steele, 

2010). 작게는 단일 유적(Katsianis et al., 
2008) 안에서 석기제작소의 위치와 석기의 

공간적 분포를 통해 유적에 대한 성격과 집단

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에서 부터, 석기

제작소와 제작된 석기의 사용지역 등과 같은 

광역 문화권에 대한 연구에도 유용할 것이다. 

둘째, 유물의 양식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 어

떠한 양상으로 변화하는가에 대한 해석을 통

해 특정시점의 특정집단이 공유하는 비가시적 

문화요소를 공간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셋째, 인간의 생계경제와 관련한 공간의 

활용측면에서 볼 때, 자원의 획득, 생산, 분배, 

소비, 유통과 관련하여 이들이 시간적으로 또

는 공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검토가 지리정보과학에서는 가능하다. 넷째, 

희귀물품의 교환에 대한 연구는 공간적 이동

을 어느 정도 포함한다. 흑요석과 같은 광물

자원은 산지가 특정되어 있으며, 어느 곳에서

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산지의 흑요석이 여러 지역에서 발견될 경우 

원산지와 출토 유적 사이의 공간에서 나타나

는 구석기 집단의 영역성, 이동성 등을 파악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이정철, 

2008). 이러한 측면에서 어느 시점에 어떠한 

공간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동했는가에 대한 

정보는 고고학 연구에 유용할 것이다(Field 

et al., 2007). 다섯째, 주거 유형에 대한 연

구는 인간이 지표환경을 어떻게 이용하는 가

에 대한 연구와 밀접히 관련된다(Fletcher, 

2008). 인간의 주거지는 자연환경의 여러 요

인에 따라 활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연환경

요인을 분석하여 인간의 주거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아직까지도 많은 연구에서 고고 유

적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점

은 지리정보과학의 다양한 측면에서 고고 유

적에 대한 해석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Crema et al., 2010). 마지막으로 매장양식

과 관련한 무덤에 대한 연구 또한 시대에 따

라 선호하는 지형공간이 존재하는 관계로 공

간정보 분석이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

야이다. 매장 양식에 대한 연구는 고고학의 

영역이지만, 매장지역을 선택하는 지역의 공

간적 특성에 대한 연구 영역이 존재한다(정계

옥 등, 2006)는 점에서 단순한 무덤유적의 유

형에 대한 공간적 분포를 떠나, 무덤유적의 

시대별 변화와 공간활용 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하겠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

된 시대와 유형에 대한 결과에서 시대와 유형

의 변화에 따라 유적이 분포하는 지역에 변화

가 나타난 점은 고고학적 연구가 시간과 공간

적인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문화유적분포지도의 유적정보가 갖는 분포 

특징은 기본적으로 조사정보의 신뢰도를 기반

으로 한다. 그러나 서론에 언급된 바와 같이 

다수의 조사자에 의해 제작된 분포지도는 지

역에 따라 조사결과의 양과 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조사정보의 신뢰도

와 품질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며, 지속적인 

자료갱신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 문화유적분

포지도는 지금까지 알려진 문화재의 분포 현

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는 유일한 

정보로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문화유적

분포지도의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고학 연구자들은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주관적인 평가이기는 하나 문화유

적분포지도가 갖는 조사결과의 품질과 신뢰도

가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보가 갱신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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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력을 얻고 있다. 고고학 조사의 특성상 조

사자의 능력과 자질은 매우 중요하다. 인문과

학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조사의 품질과 객관

성을 단일한 척도로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화유적분포지도의 유적현황정보는 지속적인 

보완과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문화유적분포

지도 상에 제공되는 유적현황정보의 갱신을 

위해서는 가능한 다수의 전문가 집단이 상호

검토를 통해 수정 보완하는 방법이 유용할 것

으로 판단된다. 문화유적분포지도의 전문 분

야가 매장문화재를 비롯해 민속, 천연기념물 

등으로 광범위한 만큼 다양한 전공의 전문인

력이 참여하는 것이 정보의 신뢰도를 향상시

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사자의 조사 방법

과 조사내용을 정리하는 방식 등에 대한 표준

화를 통하여 조사자료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

지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문화재분포지도의 유적정보를 토

대로 문화재의 분포 특성을 분석하고 문화재

가 있을 잠재적인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는 해결되어야 할 많은 위험요인이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앞서 언급한 자료의 품질

과 신뢰도이다. 기존의 현황정보를 토대로 분

석된 문화재의 분포 특성은 기존의 지식을 토

대로 도출된 결과라는 점에서 문화유적분포지

도의 신뢰도에 좌우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전문가의 현장조사결과를 정리한 자료라는 측

면에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

는 점은 명확하다. 또한 문화유적이 갖는 인

문학적 특성상 인문변수의 적용 및 활용에 많

은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고학적 연구역량이 보다 증진되어야 하며, 

인문학적 특성을 보다 정량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고고학 조사에서 문화유적분포지도의 

정보는 그간의 연구결과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장 정확한 

문화유적 정보는 발굴조사를 통해 실체가 확

인된 정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새로운 사실

이 발견되었을 경우 지속적인 유적정보의 품

질관리를 통해 자료의 신뢰도 구축이 필수적

으로 선행될 필요가 있다. 

결  론

전국의 문화유적분포지도가 172권의 책자

로 발간되었으며, 고고학 조사 및 국토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웹을 통해 

유적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

재에 대한 분포 현황이 아직까지 학계에 보고

된 바 없어 문화유적분포지도의 유적(문화재)

정보 87,859개소의 정보를 대상으로 문화재

의 분포 특성을 통계적인 방법과 공간분석 방

법으로 분석하였다. 전국의 문화유적정보를 

대상으로 행정구역별, 시대별, 유형별 유적의 

분포 특성을 검토하였으며, 유적정보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남한의 문화유적은 선사

유적에 비해 역사유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조

사가 진행되었고, 주요 하천의 중류 및 하류 

지역에서 높은 밀도분포를 보였다. 전체적으

로는 과거 역사적 도읍지를 중심으로 분포밀

도가 높게 나타나 역사유적의 분포특성이 크

게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문화재의 시대와 

유형에 따라 유적의 분포 경향이 다르게 나타

났다. 광역 행정구역에 따른 문화재의 분포를 

보면 유적의 공간적 분포가 서울특별시와 경

상북도 등의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적의 시대적 특성

과 하천 유역과 같은 유적의 입지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와 같이 유적의 시대에 따라, 그리고 무덤유

적과 산업생산유적과 같이 유적의 유형에 따

라 분포 지역에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시대와 유적의 유형에 따라 유적의 입지를 선

택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으로 해석되었다. 향

후 유적정보를 이용한 문화재의 공간적 분석

과 해석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

된다면 고고학 연구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의 보존 및 국토이

용의 효율성 또한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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