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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우리나라 선사시대 사적의 지정·보존·관리의 전반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선사시대 사적의 활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한국의 선사시대 사적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

해 시대 및 유구 성격에 따른 선사시대 사적의 지정 현황을 비롯하여 선사시대 사적의 지정 면적, 지역별 분포 양상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울러 현 선사시대 사적의 보존·정비·관리 현황에 대한 전반적 상황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선사시대 사적의 보존·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답사를 통해 울주 검단리 유적, 부여 송

국리 유적, 홍성 석택리 유적 등 몇몇 유적의 현황을 점검하고 선사시대 사적의 보존·정비·관리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였다. 울주 검단리 유적은 유적의 성격을 고려하여 유구 관련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복토현장보

존 뿐만 아니라 노출현장보존이나 이전보존을 병행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부여 송국리 유적은 유적의 전체적인 범위와 

유구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지표조사와 시굴조사가 선결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뚜렷한 목적을 가진 학술발굴이 계

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홍성 석택리 유적과 같이 획기적이고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고고 자료가 확인되고 

역사적 가치와 고고학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보존조치 유적의 경우, 보존 현황과 관리 상태를 우선 점검하여 국가지정문

화재의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국가사적의 문화유산 보호보전 및 운영관리 체계, 학술조사연구 프로젝트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선

사시대 사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의 교육·연구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 

모두를 고려한 활용 방향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문화유산의 적극적 활용이 유적의 지속적인 보존·관리로 이

어지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선사시대 사적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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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우리나라의 문화재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

법>에 의해 정의되고 있다.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문화

재란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

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

치가 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의 네 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기념물은 다시 사적, 명

승, 천연기념물로 구분되는데, 사적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유적

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

적 가치가 큰 것’을 일컫는다(제25조). 선사시대의 유

적 및 고분, 제사와 신앙에 관한 유적, 정치 및 전쟁에 

관한 유적, 산업·교통·토목 관계유적, 교육·사회사

업 관계 유적, 분묘와 비석 등이 사적에 속한다. 1963

년 사적 제1호인 경주 포석정지를 비롯 102건이 지정

된 이래 2021년 12월 삼척도호부 관아지까지 모두 521

곳이 지정되었다. 

이 중 선사시대 사적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

조 제1항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따르면 역사

적·학술적 가치가 크고 ‘가.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

의 사회·문화생활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가질 

것’, ‘나.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과 상징성이 뛰

어날 것’이라는 항목에 해당하며, 유형별 분류기준으

로 ‘가.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마. 제단, 고인돌,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장례

에 관한 유적’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지정된 한국의 선사시대 사적은 35곳으로 

역사시대 사적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사와 역사 사적 지정에 있어 현저한 편차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보다 선사시대 유적의 경우 지석

묘를 제외하면 역사시대 유적과 달리 지상에 드러나

는 유구가 거의 없는 바 대부분 발굴조사라는 선제 조

건이 수반되어야만 하는 유구 성격에 있다. 또한 구제

발굴시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선사 유적들이 찾아

지더라도 이미 발굴이 완료되었거나 상당부분 진행되

어 대다수의 유구가 훼손되고 모든 유물이 수습된 상

태인 바 해당 유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감안하

더라도 사적 지정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

이기도 하다. 

본고는 선사시대 사적의 지정 건수가 역사시대 

사적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황 자체를 문제 제기하

고자 하는 의도로 작성된 것이 아님을 모두(冒頭)에서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필자는 우리나라 선사시대 사

적의 경우, 보존·관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과 연

구에 있어서의 활용적 측면에 있어서도 많은 한계와 

적잖은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

고자 한다. 이에 본문에서는 현 한국의 선사시대 사

적 현황을 파악하고 상기 사안들과 관련된 몇몇 문제

점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금번 현지답사를 

통해 조사한 울주 검단리 유적, 부여 송국리 유적, 홍

성 석택리 유적의 사례를 들어 현 우리나라 선사사적

의 보존과 관리, 활용 실태 현황을 점검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국가사적(National Historical Park)의 

문화유산 보호·보전 및 운영관리 체계, 학술조사연

구 프로젝트 사례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선사시대 사

적의 활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덧붙

이고자 한다.

Ⅱ. 선사시대 사적 현황

본장에서는 한국의 선사시대 사적에 대한 전체적

인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우선 시대 및 유구 성격

에 따른 선사시대 사적의 지정 현황을 비롯하여 선사

시대 사적의 지정 면적, 지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고

자 한다. 아울러 현 선사시대 사적의 시대 구분에 있어 

철기시대 명칭 사용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현 선사시대 사적의 보존·정비·관리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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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사시대 사적의 지정 현황

한국의 선사시대 사적은 1963년 김해 봉황동 유적

을 시작으로 최근 2012년 제주 용담동 유적까지 모두 

35곳이 지정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선사시대 사적의 

시간적 범위는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구분하고 있다. 

<표 1>과 <표 2>와 같이 시대별로 살펴보면 구석

기시대 5개소, 신석기시대 9개소, 청동기시대 15개소, 

철기시대 6개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취락이나 패총의 

경우 특정 시기에 한정되지 않고 누대에 걸친 중층 유

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하남 미사리 유적과 

시흥 오이도 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 이래 삼국시대 이

후까지의 유구·유물이 확인되며 김해 봉황동 유적, 부

여 송국리 유적, 제주 삼양동 유적, 공주 장선리 유적, 

사천 늑도 유적, 서천 봉선리 유적의 경우 청동기시대

에 이어 철기시대, 삼국시대 이후에도 점유의 흔적이 

이어진다. 유적의 성격을 살펴보면, 주거유적이 15곳으

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패총이 8곳, 지석묘 5곳, 야외

유적(한데유적) 5곳, 그리고 저습지와 입석이 각각 1곳

씩 있다. 유적의 성격 또한 주거나 무덤에 한정되지 않

고 여러 유구가 공반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부

여 송국리 유적, 울주 검단리 유적, 속초 조양동 유적, 

제주 삼양동 유적, 공주 장선리 유적, 광주 신창동 유

적,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은 생활유구와 무덤

이 공존하는 복합취락유적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김해 

봉황동 유적, 사천 늑도 유적, 통영 연대동 패총에서는 

주거지와 패총, 무덤 등이 함께 조사되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고 다음해인 1963

년부터 사적 지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선사시

대 사적의 경우 1960년대 4건, 1970년대 7건, 1980년

대 0건, 1990년대 13건, 2000년대 10건, 2010년대1 1

건, 2020년대 0건으로 매 10년당 약 5.83건 정도가 지

정되었다. 지정 건수가 워낙 적어 역사 사적의 연도별 

지정 건수와의 비교가 사실상 무의미하지만 2010년대 

이후 제주 용담동 유적의 1건을 제외하면 선사시대 사

적의 지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선사시대 사적은 대개 발굴조사와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역사시대 사적과 달리 지정 범위가 

이미 발굴된 지점이나 주변으로 한정된 경우가 많다. 

물론 아직 발굴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이루어진 

지석묘군, 야외유적, 취락, 패총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

정 면적을 넓게 설정하기도 한다. <표 2>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전체적인 선사시대 사적의 면적을 비교해보

면, 대규모 지석묘군이 분포한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이 2,474,562㎡으로 가장 넓으며 이어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이 1,011,219㎡ 크기이다. 반면 부산 

동래 패총과 창녕 비봉리 패총의 경우 각각 1,365㎡과 

4,183㎡으로 가장 작은 지정 면적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별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경남지역

이 6곳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경기 5곳, 충남과 강원 4

곳, 전남과 제주 3곳, 전북 2곳, 충북 1곳, 서울특별시 

및 인천·부산·울산·대구·광주 등 광역시에 각각 1

곳이 분포한다(표 2). 역사시대 사적과 달리 특정 시도

에 집중되지 않고 전 남한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것으

로 보아 지역과는 무관하게 유적의 성격과 입지조건의 

상관관계에 따라 지정된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구석기시대 야외유적이 주로 분포하는 대하천의 하안

단구, 패총의 입지에 적합한 해안지대, 대규모 취락과 

지석묘군이 분포하는 저구릉지와 충적대지가 발달한 

지역의 유적을 중심으로 사적 지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1 2010년대 이후는 지정요건과 심사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선사시대 사적뿐만 아니라 역사 사적 모두 지정 건수가 감소하였다(홍보식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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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의 선사시대 사적 현황

연번 지정 명칭 소재지 시대 지정일 면적

1 2 김해 봉황동 유적 경남 김해시 청동기~철기 1963-01-21 133,201㎡

2 103 부안 구암리 지석묘군 전북 부안군 청동기 1963-01-21 4,800㎡

3 137 강화 부근리 지석묘 인천 강화군 청동기 1964-07-11 69,293㎡

4 148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 경기 파주시 청동기 1966-03-22 12,986㎡

5 192 부산 동래 패총 부산 동래구 철기 1970-05-01 1,365㎡

6 240 창원 성산 패총 경남 창원시 철기 1974-11-02 54,230㎡

7 249 부여 송국리 유적 충남 부여군 청동기 1976-12-31 535,108㎡

8 266 부산 동삼동 패총 부산 영도구 신석기 1979-07-26 11,811㎡

9 267 서울 암사동 유적 서울 강동구 신석기 1979-07-26 98,354㎡

10 268 연천 전곡리 유적 경기 연천군 구석기 1979-10-02 799,022㎡

11 269 하남 미사리 유적 경기 하남시 신석기~삼국 1979-10-25 56,479㎡

12 332 울주 검단리 유적 울산 울주군 청동기 1990-08-21 6,338㎡

13 334 공주 석장리 유적 충남 공주시 구석기 1990-10-31 108,681㎡

14 335 통영 연대도 패총 경남 통영시 신석기 1990-10-31 5,888㎡

15 375 광주 신창동 유적 광주 광산구 철기 1992-09-09 260,715㎡

16 376 속초 조양동 유적 강원 속초시 청동기 1992-10-10 23,135㎡

17 389 파주 가월리와 주월리 유적 경기 파주시 구석기 1994-12-21 41,565㎡

18 391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전북 고창군 청동기 1994-12-21 1,011,219㎡

19 394 양양 오산리 유적 강원 양양군 신석기 1997-04-18 135,614

20 398 단양 수양개 유적 충북 단양군 구석기 1997-10-10 212,208㎡

21 410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전남 화순군 청동기 1998-09-17 2,474,562㎡

22 411 대구 진천동 입석 대구 달서구 청동기 1998-12-23 6,178㎡

23 412 제주 고산리 유적 제주시 신석기 1998-12-23 98,465㎡

24 416 제주 삼양동 유적 제주시 청동기~철기 1999-11-16 18,363㎡

25 426 고성 문암리 유적 강원 고성군 신석기 2001-02-05 66,722㎡

26 433 공주 장선리 유적 충남 공주시 청동기~철기 2001-09-11 52,431㎡

27 441 시흥 오이도 유적 경기 시흥시 신석기~통신 2002-04-01 439,461㎡

28 449 해남 군곡리 패총 전남 해남군 철기 2003-07-02 83,557㎡

29 450 사천 늑도 유적 경남 사천시 청동기~철기 2003-07-02 250,671㎡

30 458 순천 월평 유적 전남 순천시 구석기 2004-12-27 176,521㎡

31 472 마산 진동리 유적 경남 창원시 청동기 2006-08-29 103,761㎡

32 473 서천 봉선리 유적 충남 서천군 청동기 2006-11-06 256,924㎡

33 486 창녕 비봉리 패총 경남 창녕군 신석기 2007-08-28 4,183㎡

34 489 춘천 신매리 유적 강원 춘천시 청동기 2007-11-14 91,236㎡

35 522 제주 용담동 유적 제주시 청동기 2012-05-17 10,279㎡

표 2   한국 선사시대 사적의 세부 분류 일람(*입석, **저습지)

구분

시대                      유구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강원 제주 합

구석기 야외 2 1 1 1 5

신석기
주거지 1 1 2 1 5

패총 1 1 2 4

청동기
주거지 1 1 1 2 2 2 9

지석묘 1 1 1* 2 1 6

철기
주거지 1** 1 2

패총 1 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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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선사시대 사적의 시대 구분은 구석기시대, 신석기시

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이른 시기까지는 비

교적 명확한 고고학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 별다른 문제

가 없다. 그런데 현재 철기시대로 설정된 선사시대 사

적은 초기철기시대 또는 원삼국시대 모두에 해당하는 

유적으로, 대개 선사와 역사 사이의 경계지점에 위치하

는 바 시대명칭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

히 청동기시대 후기에서 삼국의 성립 이전까지의 시기

는 지역에 따라 문화적 편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1986년 김원용에 의해 발간된 『한국고고학개설』 

제3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구석기-신석기-청동기-

초기철기-원삼국-삼국시대로 시대 구분된다. 이중 

초기철기시대는 ‘서기전 300년간(B.C. 300~0)으로 Ⅰ

기(B.C. 300~100)와 Ⅱ기(B.C. 100~0)’로 세분된다. 

이어 원삼국시대는 ‘서력기원 개시 전후부터 서기 300

년경까지의 약 3세기’에 해당한다. 이후 연구에서는 

전국계 주조철기가 보급되어 철기문화가 시작되는 기

원전 300년에서 기원전 100년까지를 초기철기시대, 

이후 철기 생산이 본격화되는 기원전 100년부터 기원

후 3세기 중엽까지를 원삼국시대로 구분하고 있다(한

국고고학회 2010). 

현 분류체계상 사용되고 있는 철기시대라는 명칭

은 상기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를 통합하는 시대

명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원사시대까지를 철기시대로 

묶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철기 등장의 지역 간 편차를 

설명하기에도 적합하지 않는 바 한국 고고학의 시대구

분안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

로서 초기철기시대나 철기시대 대신 삼한시대, 고조선

시대, 원삼국시대 조기라는 명칭이 제안되고 있다. 그

런데 이러한 편차 역시 대상지역의 공간적 범위나 정

치체에 대한 인식, 새로운 자료에 대한 해석이나 편년

안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향후 다각적인 논의를 통한 

용어정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선사시대 사적의 보존·정비·관리 현황

사적은 엄격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 지정된 후 

국가로부터 보호·관리 받는다. 문화재보호법 제1장 

제3조에 따르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문화재는 어떠한 형

태로도 변형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본래의 자

리와 공간에 있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며, 주변 자연환경·역사문

화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문화재청 2002). 이와 

같은 원칙에 준용하여 국가에서는 사적의 원형유지와 

사적에 어울리는 경관의 확보를 위해 유적의 핵심구역

인 지정구역과 사적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사적지 주변 건축행위 시 고도나 현상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노중국 2021).   

한편으로 사적지는 발굴조사를 통해 얻어진 고고

학적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유적에 대한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비롯하여 교육 및 문화재 향유의 기회

를 시민에게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사적에 

대한 정비 및 복원을 실시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유적

의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판을 설치하는데 이

에 대한 몇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우선 유적 유

물에 대한 용어가 일반인에게는 생경하며 고고학적 의

미나 중요성에 대한 설명도 난해한 부분이 있다. 물론 

사적 내 박물관이나 전시관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라면 

실내에서 유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

고 있어 현장 설명판이나 유적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유적 입구에 세워진 1~2

개의 설명판이나 안내판은 방문자들에게 그다지 효과

적이지 않다. 사적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도 설명되어

야 하지만, 해당 지점에 있어서의 개별 유구나 유물에 

대한 고고학적 정보도 제공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세

부적으로 사적지 설명판이나 안내판 자체에 있어 비문

이나 맞춤법 및 영문 철자의 오류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노중국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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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복원물에 대한 부분이다. 유적 복원의 목

적은 전시와 교육에 있다. 이미 발굴조사가 완료되어 

지하 유구가 드러났거나 지상의 구조물이 남아있는 경

우 사적지의 여건에 따라 복원이나 정비가 이루어진다. 

대개 발굴 결과를 종합하여 과거 축조 당시 구조를 재

현하고자 하며 상부구조를 복원하기도 한다. 주지하듯

이 이미 여러 사적지에서 유적의 진정성과 원형 유지에 

대한 지적과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

한 해결 방안으로 남아 있는 유적에 대해 진정성을 확

인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복원하는 방향이 제안되고 있

기도 하다(송길상 2021). 발굴조사가 실시된 사적지의 

경우 지하 유구와 지상 구조물 모두 충분한 자료 확보

와 검증 절차를 거쳐 문화재의 사실성에 기초한 최소한

의 복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약 현 상태에서 복

원의 정당성이 미흡한 수준이라면 문화재보호법 제3조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정비나 복원은 유보하

고 원형을 보존·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선사시대 사적의 경우 지정구역의 일부나 전체가 

발굴된 바 유적의 성격과 유구 특징에 적합한 보존정

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선사 유적의 입지와 생

태환경과 같은 고고학적 정보도 제공되어야하기 때문

에 사적 내외 경관의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 기본적

으로 사적 관람을 돕기 위한 유적 안내판이나 유구 유

물 설명판이 설치되어야 하며, 대부분 매장 문화재에 

속하는 선사시대 사적의 특성상 유구 노출전시나 복원

물을 활용하여 고고학적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장 여건이나 예산이 허락된다면 박물관과 전

시관, 체험시설 같은 시설물이 건립된다면 유적에 대

한 이해와 교육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선사시대 사적은 발굴종료 후 

잔디로 피복하고 있으며 유적 설명판이나 탐방로 안

내판을 제외하면 유적과 관련된 별다른 시설물이 없어 

유적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공주 장선리 유적, 파주 가월리와 주월리 유

적, 울주 검단리 유적 등은 설명판 1~2기 정도만이 설

치되어 있을 뿐 진입로 또는 탐방로 안내판이나 출입

시설이 없어 유적으로의 접근 방법을 알기 어려운 실

정이다. 또한 유적 인근 및 주변으로 공업단지나 상업

지역, 주택단지, 골프장 등이 들어서 있어 사적의 장

소성 및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과도한 

추정에 의해 과거 선사 취락을 복원하여 재현한 일본 

요시노가리유적의 사례를 굳이 따를 필요는 없지만, 

단순히 잔디로 피복된 유적지와 설명판, 복원된 움집 

정도가 과연 선사시대 사적의 역사적 가치를 잘 전달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와 달리 연천 전곡리 유적, 공주 석장리 유적, 서

울 암사동 유적, 제주 삼양동 유적, 시흥 오이동 패총, 

김해 봉황동 유적은 지리적 접근성도 좋고 주변 자연경

관도 잘 보존되어 있으며 방문객을 위한 관람동선이나 

산책로, 휴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등이 마련된 선

사시대 사적의 사례이다. 또한 박물관이나 전시관, 체

험교육장, 야외 역사공원(유구 노출 및 복원물 전시, 발

굴재현) 등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 교육프로그램이나 현

장학습을 운영하고 있어 문화재 향유 기회 제공 및 교

육적 차원에 있어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선사시대 사적은 대부분 발굴-보존-정비·복원

이라는 수순을 거쳐 관리된다. 선사시대의 유적은 대개 

매장문화재에 해당하는 바 발굴조사를 실시하기 이전

에는 유구유물의 종류와 특징을 비롯한 유적의 성격을 

판정할 수 없으며 유적의 범위 또한 예측하기 어렵다. 

예외적으로 지석묘는 상석이나 지석, 묘역시설 등이 지

상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 유적의 존부나 범위 정도

는 어느 정도 인지 가능하다. 그렇지만 지하에 위치하

는 매장주체부를 비롯하여 동일 유적 내 공존하는 여타 

상부시설이 없는 무덤(예를 들어 석관묘, 옹관묘, 토광

묘 등)의 존부나 분포밀도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바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발굴조사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사시대 사적은 발굴이라

는 유적의 훼손 행위가 불가피한 바 이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후속조치로 유적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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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대한 철저한 보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더하

여 선사시대 사적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

비·복원과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향후 추가 학술

(발굴)조사에 대한 계획도 수립되어야 한다.  

Ⅲ. 선사시대 사적의 보존·관리 사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해서는 관리·

운영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보

존·관리를 위해서는 홍보와 교육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종래 유적 보호에 있어 시민

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 

선사시대 사적 중 박물관이나 전시관, 야외역사공원 

등 전시교육공간이 마련된 곳은 연천 전곡리 유적을 

비롯하여 일부 사적에 한정되어 있으며, 나머지의 경

우는 설명판과 같은 최소한의 유적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장에서는 우리나라 선사시대 사적의 보

존·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필자가 직접 현지답사

를 통하여 조사한 몇몇 유적의 현황을 점검하고자 한

다. 지면 관계상 사적 2곳과 현지보존유적 1곳2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며 나머지 현지조사 유적 현황은 본문에 

다루고자 한다. 

1. 선사시대 사적의 보존·관리 사례

1) 울주 검단리 유적  

검단리 유적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조사된 환

호취락으로 청동기시대 집자리 92동을 비롯하여 굴립주

건물지, 도랑, 구덩이, 무덤 등이 확인되었다(부산대학

교박물관釜山大學校博物館 1995). 울산 컨트리클럽 증

설공사에 앞서 실시된 1989년 지표조사에서 검단리 산 

62번지와 고현리 일대에서 청동기시대 토기와 석기가 

수습되어 1990년 1월에서 4월까지 부산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동년 8월 전체 발굴 범위

인 12,000㎡ 중 6,338㎡에 해당하는 면적이 사적 제332

호로 지정되었다.

구릉 정상부에 조성된 환호는 평면 타원형으로 폭 

0.5~2m, 깊이 0.2~1.1m 정도의 구상유구로, 규모는 

총 연장 298m에 달한다. 내부 면적은 5,974㎡이며, 남

북 최대 너비 118m, 동서 70m 정도이다. 남쪽과 북쪽 

모서리에는 폭 3m 내외의 출입구 시설이 확인된다. 집

자리는 이른바 울산식 주거지로 평면 장방형 또는 방

형의 6주식 또는 4주식 구조이며, 토광형의 화덕자리

는 단벽에 치우쳐 설치되어 있다. 출토유물로는 짧은

빗금무늬토기와 횡선무늬토기, 구멍무늬토기, 손잡이

달린깊은바리모양토기, 붉은간토기 등의 토기가 다수 

확인되는데 특히 민무늬토기류는 검단리식 토기로 불

리운다. 석기로는 반달돌칼, 홈자귀, 돌낫 등이 확인되

는데 주로 농경문화와 관련된 농공구의 수량이 다수를 

차지한다. 환호 외곽의 서쪽 지점에서는 지석묘 1기와 

석관묘 2기가 군집되어 있는데 취락 경관구조에 있어 

주거구역과 무덤구역을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기획하

였음을 엿볼 수 있다.

검단리 유적은 한국 청동기시대 환호취락 조사연

구의 효시이자 농경사회 연구에 있어 매우 지대한 역할

을 하였다. 청동기시대의 환호취락은 농업경제의 발전

으로 인한 대내외적 위계가 형성되는 시점에 등장하는 

바 대개 방어시설의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농경 집약화에 따른 잉여생산물의 증대, 농경지 확보를 

위한 경쟁 심화, 취락 간 차별적 성장은 집단 사이의 빈

번한 갈등과 충돌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방어시

설, 화재주거지, 간돌검·돌화살촉과 같은 무기류의 증

가는 이와 같은 사회적 긴장관계를 잘 보여준다. 

2 홍성 석택리 유적으로, 청동기시대 이래 원삼국~삼국시대, 고려~조선시대 유구·유물이 조사되었다. 가장 주목되었던 환호는 원삼국시대에 조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원사~역사시대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비록 유적의 중심시대가 선사시대는 아니지만 현지보존유적의 사적 지정 필요성 제기와 함께 사적의 조

사와 연구, 활용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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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울주 검단리 사적지는 양산 서창동에서 울주

군청으로 향하는 7번 국도 북서편의 울산 컨트리클럽 

골프장 북서편 구릉에 위치한다(그림 1A). 유적은 골프

장 내부에서 출입이 불가하여 북쪽의 고연로 방향으로 

우회한 후 소로를 따라 남쪽으로 진입해야 한다. 주변

은 산업단지 밀집 지역으로 공장과 창고건물이 들어서 

있어 유적으로의 접근 방법을 알아내기에 다소 혼란스

럽다(그림 1D). 산업단지와 골프장 사이에 곡천검단로

라는 소로에 유적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그림 1E) 유적 

진입부에서 숲길로 약 150여m 남동쪽으로 걸어 들어

가면 유적 입구에 대형 설명판 1기와 근래 제작된 설명

판 1세트가 유적 입구에 설치되어 있다(그림 1B). 현재 

유적은 잔디로 피복되어 있는데 강수에 의해 군데군데 

움푹 꺼져 있고 주변 골프장에서 폐기된 초목과 석재

들이 침범해있는 등 전체적으로 관리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그림 1C).

울주 검단리 사적의 보존·관리 현황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향후 개선방향을 찾아보고자 한

다. 우선 유적의 접근성 문제로, 유적 경계 울타리를 

비롯하여 출입시설이나 안내소, 탐방로와 같은 안내판

이 없어 유적의 진입이 어려우며 유적 내에서도 관람 

동선을 정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유적에 

대한 정보 제공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유적 

내 전시교육공간을 비롯하여 야외 유구 유물 관련 시

설물이 전무하여 사실상 유적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다. 주차장, 

화장실, 매점 등 편익시설이나 벤치나 정자와 같은 휴

게시설도 없어 단체답사 시 여러 불편을 야기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주변의 골프장과 공장 및 중소기업, 창

고 건물들로 인한 지형의 훼손과 변경은 사적지로서의 

경관 및 장소성과 진정성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라 할 수 있다.

2) 부여 송국리 유적

본 유적은 1974년 비파형동검과 청동끌, 간돌검, 

돌화살촉, 대롱옥, 곱은옥 등이 부장된 1호 석관묘의 수

습조사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정식 학술조사는 1975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시작되어 1987년(제7차)까지 실

시되었다. 1975년 첫 조사에서 청동기시대 집자리를 비

롯한 선사-역사시대 유적들의 광범위한 분포가 확인

됨에 따라 학술적 중요성이 인정되어 송국리 일원(면적 

535,107㎡) 사적 제249호로 지정되었다. 1991년부터는 

국립공주박물관(제8차~제10차)과 국립부여박물관(제

11차)에 의해 연차 발굴이 진행하였다. 이후 2008년 제

12차 조사부터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고학연구소가 

유적 조사를 전담하고 있는데 작년 2021년까지 제26차 

조사가 이루어졌다(김경택 외 2020).

2021년까지의 발굴결과 집자리 117기, 구덩이 107

기, 소성유구 8기, 굴립주건물지 11기, 목주열 16기, 

울책 20기, 주공렬 10기, 주공군 5기, 구상유구 2기 등

의 생활유구와 석관묘 4기, 움무덤 7기, 독널무덤 7기 

등의 분묘유구가 확인되었다. 최근의 가장 주목되는 

유구로는 건물지와 주공렬, 울책 등이 있다. 대형건물

그림 1   울주 검단리 유적의 현황 A: 위성사진(붉은색 직사각형이 유적의 범
위), B: 유적 입구에서 바라본 전경(북서-남동), C: 유적 입구 쪽을 바
라본 전경(남동-북서), D: 고연로의 유적 표지판1, E: 곡천검단로의 
유적 표지판2(A: daum 지도 수정 후 전재, B~E 필자 촬영)

A

B C

ED

울주
검단리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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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모두 3기가 조사되었는데 54지구 설상대지에서 2

기, 52지구와 53지구 사이에서 1기가 확인되었다. 목

주열은 54~57지구 일대에서 확인되었는데 주로 2열의 

주공이 쌍을 이루어 진행된다. 특히 구릉 정상부 평탄

면에서는 서쪽 4조, 동쪽 9조 등 13조의 목주열이 최대 

200여 미터 이상 이어진다. 목주열의 성격을 확정하기

에는 아직 더 많은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로서는 대형 굴립주 건물이나 건조물일 가능성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폭이 좁은 도랑 내부에 나무 기둥을 세

워 만든 울타리 구조인 울책은 대지 구획시설로 추정

되는데 1호·2호 대형 건물지와 3호 대형건물지 주변, 

구릉 상부 평탄대지에서 확인되고 있다. 

부여 송국리 유적은 한국 청동기시대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학술적 토대가 되었다. 청동기시대의 편

년, 도구의 제작기술, 생계경제, 무덤형식, 취락 경관, 

사회구조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을 뿐만 아

니라 건축, 농경, 수공업, 의례 등 과거 생활문화사를 

복원하는데 있어 수많은 고고학적 자료를 제공하였다. 

현재 송국리 유적은 부여군 석성면에서 공주시 탄

천면으로 향하는 799번 지방도로의 남동쪽인 초천면에 

위치하는데 초촌초등학교의 동쪽 맞은 편 구릉 일대에 

해당한다(그림 2A). 유적으로 향하는 선사로에는 망루 

형태의 유적 표지판 2곳이 시설되어 있는데 각각 응편

천의 동쪽과 석성천의 서편 도로 위에 위치한다(그림 

2B). 유적의 입구 및 자료관, 주차장은 선사로에서 바

로 진입할 수 있어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유적 

입구에는 문화관과 자료관이 건립되어 있으며 부여 송

국리 문화체험 축제 시 사용하고 있는 체험교육장이나 

행사장이 마련되어 있다(그림 2C~2D). 

발굴이 완료된 지역은 야외 역사공원 형태로 활용

하고 있는데, 실제 조사지점에 해당하는 무덤군 및 집

자리와 건물지, 인근 산직리 지석묘 등을 복원하여 전

시하고 있다(그림 2E~2H). 그런데 유구 복원의 적절

성이나 효율성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된다. 

대형건물지의 경우 기둥구멍 자리에 목재를 박아 재현

하였는데 현재 대부분의 목재가 부식·파손되거나 뽑

혀져 있어 원형을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이다(그림 2E). 

또한 본 복원물을 통해 청동기시대 당시 건물지의 규

모나 실제 발굴시 확인되었던 기둥 구덩이의 크기도 

전혀 가늠할 수 없으며 최근의 발굴성과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무덤군의 복원은 실제 석재나 토기, 구덩

이를 이용한 3차원 구조가 아닌 사진과 그림을 결합하

여 평면에 표현한 기법(그림 2G)으로 이루어졌는데 아

마도 이전 복원물에 대한 여러 지적으로 인해 최근 교

체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과연 이와 같이 재현된 

복원물을 통해 청동기시대 무덤 구조와 특징을 이해할 

수 있을까? 석관묘, 토광묘, 옹관묘 등 총 7개의 무덤

이 재현되어 있는데, 매장주체부의 깊이와 같은 제원

을 비롯하여 재료의 질감이나 두께, 축조 방식 등 대부

분의 고고학적 정보를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입구 뒤편 

광장에는 부여 산직리 지석묘가 복원 전시되어 있다

(그림 2H). 불과 1㎞ 남짓 떨어져 실제 지석묘군이 위

치하고 있는 바 굳이 현 지점에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

그림 2   부여 송국리 유적의 현황 A: 유적 전경(최근 구릉 일대를 ‘송국리유적 
바람의 언덕’으로 명명), B: 망루 형태의 유적 표지판, C: 송국리유적 
문화관 및 자료관, D: 야외 체험교육장(토기 소성장), E: 대형건물지 복
원, F: 수혈주거지 복원, G: 비파형동검 출토 석관묘 및 무덤군 복원, 
H: 산직리 지석묘 복원(필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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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

G

D

F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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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모조품을 전시한 의도가 의아하며 실제 상석의 규

모나 지석의 구조가 반영되지 않은바 유적의 장소성 

및 진정성에 기초한 복원으로 보기 어렵다. 고고유적

의 활용은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한 철저한 고증

이 요구되는 작업이기에 역사적 진정성을 찾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바 원형을 훼손하거나 

핵심적 가치를 망각한 문화유산의 활용은 철저히 제한

되어야 한다(신희권 2014).  

3) 홍성 석택리 유적 

석택리 유적은 충남도청 내포신도시와 예산 수덕

사 IC를 잇는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앞서 확인되어 2011

년 10월부터 2013년 4월에 걸쳐 한얼문화유산연구원에 

의해 발굴되었다.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비롯

하여 원삼국시대 주거지와 고상가옥, 수혈, 도로, 가마, 

분구묘, 백제시대 석곽묘, 고려~조선시대 분묘 등 무려 

1,072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한얼문화재연구원 2015). 

특히 A-2지구 1지점에서는 구릉 정상부를 중심으로 설

치된 2중의 환호와 대규모 주거군이 발견되었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삼국시대 환호취락이라는 학술적 가

치와 그 중요성으로 인해 학계의 커다란 주목을 받았다. 

해당 지점은 주거공간, 생산·저장공간, 광장, 분

묘공간, 도로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방어하

기 위한 환호가 취락 외곽으로 둘러져 있다. 환호는 평

면 장타원형으로 내환호와 외환호 이중으로 시설되었

다. 외환호를 기준으로 볼 때 장축 155m, 단축 70~90m, 

추정 전체둘레 약 400m 정도로 국내에서 발견된 환호 

중 최대 규모이며, 내부에는 주거지 174동과 수혈 206기 

등이 조성되어 있어 유구의 빈도수도 매우 높다. 

이 같은 고고학적 조사 성과로 인해 유적 보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2년부터 환호의 보존조치 및 

사업시행과 관련된 학술자문회의, 문화재위원회 매장

문화재분과 회의(1차~7차)가 연이어 진행되었다. 심의 

결과, 환호취락이 확인된 1지점에 대한 조사중지 및 이

그림 3   홍성 석택리 A-2지구 1지점 유구분포도(S:1/600): 내부에 색이 채워진 것들이 내부 조사가 이루어진 유구들이며 윤곽선만 그려진 것들은 미조사 유구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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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내용은 한국청동기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https://www.bronzeculture.or.kr:6029/?c=user&mcd=bcg0001).

전 복원, 현지 원형보존조치가 결정되어, 유적 보존을 

위해 터널을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고 

노출된 유적은 전면적으로 복토 보존이 이루어졌다. 

이에 발굴 진행 중인 77기의 유구만을 마무리 조사하

였고 노출된 356기의 주거지와 수혈에 대해서는 더 이

상 내부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그림 4, 5 참조). 또

한 환호 및 도로 유구에 대해서는 간략한 샘플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현황만을 파악하였다(표 3).

문화재청의 보존 결정에 대해 학계(한국청동기학

회)3에서는 보존 입장에는 동의하지만 발굴 중단에 있

어서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전면 발굴의 당위성을 

제안하였다. 유적 기반층의 풍화가 심하고, 성토작업 

시 발생하는 토압으로 인해 노출된 유구들이 원형을 

망실할 것이라는 우려를 이유로 복토 보전에 반대하였

으며 무엇보다 환호취락의 고고학적 가치와 중요성에 

비해 발굴이 턱없이 미진한 바 유적의 전모를 밝힐 수 

없다는 점에서 전면 발굴을 주장한 것이다.

석택리 환호유적은 학계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기원후 3~4세기 고대국가의 형성과 성장과정을 설명

할 수 있는 고고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바 여느 국가 사

적에 비교해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한 유적

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석택리 유적 A-2지구 1지점은 충청남도청에

서 당진영덕고속도로로 향하는 602번 지방도로의 홍복

터널 주변 구릉 일대에 해당한다. 유적은 터널 위에 위

치하기 때문에 홍복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석택리마을회

관으로 향하는 홍복로를 따라 1㎞ 정도 이동하여 진입

해야 한다. 곳곳에 민가와 축사, 민묘군이 남아 있으며 

주변은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유적 입구에 소형 주차

장이 있으며 유적 설명판이 설치되어 있다(그림 5A). 유

적 진입부에는 주구묘 복원물이 시설되어 있는데 서쪽

그림 4   홍성 석택리 A-2지구 1지점 유적: 구릉 중앙 서편의 일부 주거지만
이 내부 조사가 진행되었고, 환호를 비롯한 도로와 수혈 그리고 대부
분의 주거지는 유구 윤곽선만을 확인하였다. 

그림 5   홍성 석택리 유적의 현황 A: 유적 설명판1, B: 주구묘 복원, C: 유적 설
명판2, D: 유구 위치 표시석(주거지 및 무덤), E: 유적 알림판 및 보존
유적경계 표시석, F: 환호 위치 표식석 및 유적 내 배수로(필자 촬영)

A B

C D

E F

표 3   홍성 석택리 A-2지구 1지점 유구 조사 현황

시대 유구 기수 완료 미조사

청동기 주거지 4 1 3

원삼국

주거지 174 26 148

수혈 206 35 171

구 20 2 18

소성 2 2 0

옹관묘 2 0 2

도로 1 샘플 조사

환호 2 샘플 조사

백제
석곽묘 2 1 1

수혈 1 1 0

고려~조선 토광묘 18 8 10

기타 구 1 1 0

합계 433 77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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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A-1지구에서 조사된 15기 중 5기를 이전 복원한 것

이다(그림 5B). 환호와 주거지가 위치하는 구릉 일대에 

들어서면 유적 설명판이 1세트가 더 세워져 있다(그림 

5C). 유적은 전면적으로 잔디로 피복되어 있으며 곳곳

에 유구 위치를 알리는 표시석을 시설하였다(그림 5D). 

또한 유적의 경계에는 보존유적경계석과 유적 알림판

이 설치되어 있다(그림 5E). 지하에 매장된 유구의 훼손

이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구릉 중단부와 능선을 따라 

배수로를 설치하여 강수를 조절하고 있다(그림 5F).   

이와 같이 홍성 석택리 A-2지구 1지점은 보존조치 

유적으로 현장보존과 이전보존을 병행하여 보존·관리

되고 있다. 그럼에도 몇몇 문제가 확인되는데 예컨대 주

구묘 복원물의 경우 상면 도포된 경화제가 대부분 풍화

되어 박락된 상태이며 매장주체부의 목관 모조품도 부

식·파손되어 있다. 또한 지면보다 낮은 주구와 토광에

는 강수에 의해 주변 초목과 경화제 가루가 쌓여 있으며 

이끼 등 선태식물이 번식하고 있다. 복토된 현장 구릉 

일대에도 고사된 초목과 생활쓰레기들이 버려져 있는 

등 전체적으로 관리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상태이다.

2. 선사시대 사적의 보존·정비·관리 방안

우리나라 사적의 보존 및 정비 현황은 대체로 양

호한 편이지만 일부 유적의 경우 관리나 전시 상태에 

있어 미흡한 점이 확인된다. 전술한 울주 검단리 유

적 외에도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 공주 장선

리 유적, 서천 봉선리 유적, 해남 군곡리 패총 등은 지

리적 접근성이 좋지 못하며 주차장, 화장실, 매점, 관

리안내소 등 편익시설이나 관리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관람객들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벤치나 쉼

터, 정자 등) 정도는 마련하여 시민들의 지속적인 방문

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유적 박물관·전시관의 건립

이 어렵다면, 관람객에게 유적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극히 제한적인 내용

만을 담을 수 있는 유적 설명판은 일반인들에게 도움

이 되지 못한다. QR코드나 매장문화재 관련 어플리케

이션, 증강 현실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발굴 당

시의 상황이나 출토 유물, 주변 자연경관 등 다양한 고

고학적 정보를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면 보다 효과적인 

전달 매체가 될 수 있으며 일반인의 이해와 관심을 증

진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허의행·안형기 

2012, 손준호 2016). 

한편 교육·활용적 측면에서의 대안과 개선 방향

의 마련이 시급하다. 현 사적지의 전시관, 야외 체험

교육장, 유구 복원 전시장, 발굴 재현장 등은 시민들

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학술

적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기에는 다소 수동적이며 학습 

효과 또한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한 대

안으로 현장 학습형 활동이나 체험교실과 같은 정기·

주말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가 필요한데, 현재 

운영 중인 공주 석장리 유적과 연천 전곡리 유적의 교

육프로그램, 서울 암사동 유적의 어로체험 프로그램, 

제주 고산리 유적의 활쏘기 체험, 강화 지석묘 유적

의 밀당 체험 프로그램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더

불어 서울 암사동 유적의 강동 선사문화축제, 연천 전

곡리와 석장리의 구석기문화축제와 선사문화축제, 강

화·화순 지석묘 문화축제, 제주 고산리 유적 선사축

제는 현재 우리나라 선사시대 사적 활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의 확대 및 고고학 

대중화에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현지 조사한 울주 검단리 유적

과 부여 송국리 유적, 홍성 석택리 유적에 대한 보존·

관리현황 실태 파악의 후속조치로서 향후 유적의 활용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현재 울주 검단리 사적지에는 전시관이나 학습장

을 비롯하여 유적 관련 시설물이 전무하여 일반 방문

객의 경우 유적의 정보를 얻을 수 없는 형편이다. 유적

의 성격을 고려하려 유구 관련 시설물(주거지나 환호 

일부)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보존관리적, 교육활용

적 측면 모두를 감안한다면, 복토현장보존 뿐만 아니

라 노출 현장보존이나 이전보존(원형 이전, 전사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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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이전 등)을 병행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향후 

유적 주변에 대한 보존·관리 및 추가 조사지점에 대

한 검토와 점검도 수시로 진행되어야 한다. 

부여 송국리 유적은 현재 극히 일부만이 발굴되어 

취락의 전체적인 모습을 복원하기 어려우며 대형건물

지, 목주열 등 여러 유구의 기능 또한 정확히 알지 못

한다. 유적에서 쌀과 조, 밀, 기장, 콩, 팥 등과 잡초류 

종자 등의 곡물 자료와 수확도구, 저장시설이 확인되

었지만 논 유구는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다. 최근 

주변 조사 현황을 참고하면 송국리 유적의 분포는 현 

사적으로 지정된 범위 외곽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연구과제 및 유적 조사와 관련된 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적의 전체적인 범위와 유구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지표조사와 시굴조사가 선

결되어야 하며 주변 유적의 조사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다 뚜렷한 목적을 가진 학술발굴

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연구 및 

교육활동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문화재청과 지자체, 지역주민, 고고학계, 대학 등이 연

계된 조사, 보존, 홍보, 연구, 활용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다(이기성 2021). 

역사 사적과 달리 선사시대 사적은 대부분 매장문

화재에 해당하는 바 발굴조사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선

사시대 사적의 대부분은 지정 구역의 전체 또는 상당부

분에 대한 발굴이 대부분 완료되어 추후 조사연구에 대

한 계획을 수립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면적인 

발굴 이전에 사적 지정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적인 한계가 적잖다. 홍성 석택리 

유적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는 점에서 매우 주목되는 사례로 판단된다. 즉 현 A-2

지구 1지점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4에 

의해 현지보전 된 발굴 보존유적(김종승 2015)으로서 

향후 지정문화재의 등록 및 보존·관리 계획수립, 학술

조사수행, 교육·전시·활용 등의 체계적인 절차를 시

행할 수 있다. 홍성 석택리 유적과 같이 획기적이고 학

술적 가치가 높은 고고 자료가 확인되고 역사적 가치와 

고고학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보존조치 유적의 경우, 보

존 현황과 관리 상태를 우선 점검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의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 더 나아가 발굴보존 유적의 행정적 보존·관리가 

아닌 역사적·학술적 가치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보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와

의 논의를 거쳐 장기적 계획을 수립, 체계적이고 과학

적인 학술 연구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Ⅳ. 선사시대 사적의 활용 방안

우리나라 선사시대 사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

존·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의 교육·

연구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 모두를 고려하여 접

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장에서는 미국의 국가사

적 활용 사례를 참조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방향성에 따른 우리나라 선사시대 사적의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선사시대 사적의 활용 사례: 미국 국립 역사공원

미국 국립 역사공원(national historical park)은 미

국 연방 정부 기관의 하나인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 NPS)에서 소관한다. 역사공원 내에는 테

마 박물관과 전시관, 야외 학습장 등 기본적인 교육학

습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유적 경관과 주변 생태환

경을 체험하기 위한 야영장, 하이킹 트레일, 투어 등이 

4 제14조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유적의 경우 ‘1. 현지보

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 전 상태로 복토하여 보존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보존하는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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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된다. 전문교육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으며 방문

한 견학생, 관련 연구자, 일반인들에게 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그림 6).5 국립공원은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 

학교와 대학교 그리고 지역주민, 지역문화보존회 등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국내외 여러 학회 및 유관기

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제 프로그램을 통

해 알 수 있듯이 역사 공원은 유적 그리고 문화유산의 보

호·보존과 적극적 감시, 유적의 정비와 활용, 유적 보호

에 있어 시민 참여, 지역 문화에 대한 교육 기회 및 전문

가 훈련과정 제공, 체계적 학술조사 연구 프로젝트라는 

연동된 목적에 최적합화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상기 사례에서 학술조사 프로젝트를 주목할 수 있

는데 미국의 국가사적은 우리나라와 달리 연구자가 프

로젝트연구팀을 꾸려 국립 연구기관(예를 들어 미국

국립과학원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에 연

구비를 신청해서 학술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하

나의 사례로 2005년 미국 뉴멕시코대학교 연구팀(Drs. 

W. H. Wills and Patricia L. Crown)이 미국국립과학

원의 지원($223,745)을 받아 고고학적 조사가 실시된 

프로젝트6가 있다(그림 7). 과거 1920년대에 발굴했

던 미국 남서부지역 콜로라도의 Pueblo Bonito(A.D. 

850~1140, Bonito phase)의 Chaco 문화의 취락을 재

발굴하여 수로시설을 파악함으로서 당시 그랜드 캐년

에서 리오그란데에 이르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경제적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이 프

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조사연구에 참

여하는 대학원생과 학부생, 연구원 등은 현장 조사방

법을 비롯하여 이론적 응용 분야에서 중요한 교육을 

받아 학문후속세대로 성장하게 된다는 점이다. 

2. 우리나라 선사시대 사적 활용 방향에 대한 제언

현 우리나라 사적에 대한 교육, 문화, 사회, 경제, 

자원, 환경 등 활용적 측면은 미국 국립 역사공원과 비

교해 볼 때 다소 미진한 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선사

시대 사적의 활용은 더욱 소극적이다. 국가 사적은 교

육·연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부분에 있

어서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있어 매우 유효한 

공공자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적 유적의 특성에 

맞는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하며 학술적, 문화적, 경제적 

기대효과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게 체계적이고 계획적

인 방향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5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면 관련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nps.gov/klgo/getinvolved/volunteer.htm   

https://www.nps.gov/chcu/learn/historyculture/archeological-collection.htm

6 관련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nsf.gov/awardsearch/showAward?AWD_ID=0408720

그림 6   미국 국립 역사공원 사례 A: 알래스카 Klondike Gold Rush 
National Historical Park, B: 뉴멕시코 Chaco culture National 
Historical Park

A

B

그림 7   Chaco culture National Historical Park의 고고학 조사연구 지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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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선사시대 사적 활용에 있어 지속가능하

고 영구적인 부분은 단연 교육·연구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교육·연구

적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미

국의 경우 개별 주마다 공공기관과 주립대학이 공동으

로 ‘고고학 인식의 주(Archaeology Awareness Week)’로 

명명된 고고학적 행사를 매년 1~2회씩 개최하여 각급

학교 학생들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야외 유적 조사

와 도구 제작 기회, 유적지 답사, 선사문화 체험 등을 

제공하고 있다(강봉원 1998). 이러한 교육 활동은 궁

극적으로 과거 문화와 고고학 이라는 학문에 대한 전

반적 이해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시민의식 

고양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 바 크다. 우리나라의 선사시대 사적 또한 교육적 

자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자와 학문후속세대에게 유적과 문화에 대한 학

술적 기회를 제공해 교육연구의 장으로 활용되어야만 유

적의 체계적 보존과 정비·복원, 시민 참여·교육과 관광

자원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연구자(대학, 연구소 등)

와 학계-문화재청-지자체 간 연구 협력하여 선사시대 

사적에 대한 장기적인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이고 지속적인 조사가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경우 선사시대 사적에 대한 관심이 낮

거나 예산 투입에 소극적인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낮

은 경제적 효용성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역사 유적

에 비해 비가시적인 바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와 활용

성도 낮다고 여겨질 수 있다. 학술적 측면에 있어서도 

그러한데 역사 사적은 학술 발굴 후 특별전, 도록발간, 

학술대회 개최, 논문 발표 등 연구 성과가 비교적 단기

간 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선사시대 사적의 경우 우선 

유구 존부 여부조차도 불투명 하며 발굴 유물 또한 역

사 사적 유물에 비해 극히 소량이거나 파편에 불과한 

바 즉각적인 후속 연구로 이어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

다. 그러나 선사시대 사적 또한 역사 사적과 동일한 역

사적 가치와 학술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 

너무도 당연하지만 선사시대 사적 역시 교육·연구

적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으

로서 재인식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조사연구 로드맵을 

수립하여 지역의 고고학적 문화를 명확히 규명한다면 관

련 연구 또한 활성화될 수 있다. 문화유산은 개발의 걸림

돌이나 장애요인이 아닌 지역주민7과 시민사회가 보호하

고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재이다. 사적은 지역의 역사를 알

려주며,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교유한 특성을 보여주

는 중요한 자원으로서 지역과 연계하여 보존되고 활용되

어야 한다(강현 2021).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지역 문화유

산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유적에 대한 이

해와 관심을 높여 유적 보호·보존에 있어 자발적 참여

를 유도하게끔 노력해야 한다. 이에 지차체는 도출된 조

사연구결과에 기반한 지역 고고학적 문화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예를 들어 

지역문화축제, 테마파크, 역사엑스포, 참여형 관광, 문화

재 체험 등) 및 산업적 활용8(문화산업과 상품개발, 애니

메이션이나 게임, 영화, 드라마, 음악 등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Ⅴ. 맺음말

우리나라의 전체 사적 521곳 중 선사시대 사적은 

35곳으로 역사 사적과는 현저한 편차가 있다. 이는 선

7 지역주민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있어 직접적 영향권에 놓인 당사자라는 측면에서 향유에 중점 둔 일반시민과는 달리 관련 제도와 정책의 공동생산

자이다. 이에 지역주민의 참여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 정책적 노력을 통한 문화유산과 지역주민 간 상호상생 및 지역 활성화가 필요하다(이명선 2021). 

8 전곡선사박물관의 선사예술 아뜰리에 공예품, 백제기와문화관 공예트랜드 페어 상품관, 강화 플리마켓 ‘선사시대 난전’, 고창 고인돌공원 오베이골 토요시장 

등은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를 제공하고, 유적을 홍보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고용창출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이화종·이정철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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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대 유적의 경우 대부분 매장문화재에 속하는 바 

발굴조사가 수반되며, 발굴시 대다수의 유구가 파괴

되기 때문에 사적 지정의 의미나 가치가 저하될 수밖

에 없는 조건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

안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선사시대 사적의 지정 건수

가 문제될 것은 없다. 정작 문제는 사적지로서의 장소

성과 진정성, 경관을 저해하는 보존·관리·활용체계

의 미비에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본 논문에서

는 우리나라 선사시대 사적의 보존·관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연구에 있어서의 활용적 측면에 대해 몇

몇 미흡한 점과 한계점들을 현 선사시대 사적의 현황, 

보존·관리 실태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미국 국가 사

적의 보존·활용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았으며, 이

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나라 선사시대 사적의 보존·정

비·관리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중요 국가 유적을 담당하는 국립문

화재연구소의 학술조사사업은 대개 역사시대 유적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여 송

국리 유적을 제외하면 사실상 추가적인 학술 발굴이나 

조사연구가 실시되는 선사시대 사적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부여 송국리 유적의 경우도 지자체의 행

정적 지원이 적극적이지 않으며, 최근 세계유산 등재 

추진으로 인해 행정이 이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선사시대 사적의 경우 비가시성, 학술성, 

경제 논리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역사 사적에 비해 불

균형적 지정 및 활용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사시대 사

적 또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 문화재청, 지

자체, 학계, 대학, 연구자가 협력하여 정밀지표조사, 최

소한의 유적 확인(시굴)조사, 계획적인 학술발굴과 같

은 조사연구 로드맵을 수립하여 장기적으로 중요 선사

시대 사적을 보존·관리·활용해야 한다. 더불어 보존

조치 유적 중 지정문화재로의 전환이 필요한 유적을 적

극적으로 찾아내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선사시대 사적에 대한 단순 지정, 정비복원에 앞

서 우선 고려되어 하는 것은 유적의 가치와 활용적 측

면에 대한 방향성이다. 본고는 우리나라의 국가 사적

이 무엇보다 교육·연구의 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

어야 하며 이를 위해 체계적 조사연구 로드맵이라는 

비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선사시대 

사적의 적극적 활용 자체가 유적의 지속적인 보존·정

비·복원으로 이어지는 구체적 방안이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선사시대 사적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지름

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본 논문은 문화재 행정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역사가 남긴 기념물, 사적』의 발표문 「선사 사적의 보존·관리 현황과 가치」를 대폭 수정·보완한 것이며,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다(This work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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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ation,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National Prehistoric Sit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status of  designation and preservation, management of  national 

prehistoric sites and to suggest future applications. Prior to the discussion, the overall status of  national prehistoric 

sites was reviewed. Specifically, the current status of  designation, designated area, and distribution by region of  

national prehistoric sites according to the period and nature of  the sites were examined in detail.

Next,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prehistoric sites, I report the results 

of  field trips to several sites, such as Geomdan-ri in Ulju, Songguk-ri in Buyeo, and Seoktaek-ri in Hongseong, and 

propose some measures for preservation,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the remains.

Finally, by referring to cases of  US national historic sites such as protection, conservation, operation and 

management system and academic research project of  cultural heritag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need for 

a direction of  the utilization that considers both socio-economic aspects as well as education and research on 

cultural heritage. The active use of  cultural heritage can be a measure that leads to the continuous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sites, and ultimately will be a shortcut to increasing the value of  national prehistoric sites.

Abstract

Keywords     Prehistoric National prehistoric sites, Preservation, Maintenance, Management, Utiliz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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