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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개발과 역사 보존의 갈등 가운데 개발 행위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매장문화재이다. 매장문화재는 예측이 힘들고 대부분 사유지를 개발하는 도

중 발굴되므로 문화재 가치 판단에 대한 논란 외에도 복잡한 이해관계가 발생하

기 마련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개발 우선 정책으로 무분별하게 문화재가 훼손되

었으며, 역사적 흔적에 대한 사료를 살펴 볼 틈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

았다.  시대가 지나는 동안 주요 문화재 발견 및 훼손 사건을 거치면서 보존 체

제와 인식의 발전으로 이러한 경우는 점차 줄고 있으며, 관련 전문 인력 양성과 

기관의 성장으로 학술적 성과 또한 발전하였다. 무엇보다도 기존에 발굴 유구가 

단순히 문화재적 가치로서 학술적으로 인용되었다면 최근에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공간과 함께 활용되어 도시 내 문화·휴식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재 보존의 개념이 단순히 문화재의 원형보존뿐만 아닌 현대의 가치에 

따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확대되면서, 보존 범위 또한 문화재 주변 

환경, 도시전체까지 확대되어 도심 재생을 위한 역사적 요소의 활용, 또는 공공재

로서의 활용으로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다. 국제 원칙에서도 고고유산에 대해 공

공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제·국가·지역·지방·을 통합하는 방안

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외 원칙 및 이론의 개념적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도 개발 중 발굴된 매

장문화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70~80년대는 매장

문화재 중 유물을 중요하게 여겨 도굴과 거래가 성행했던 시기로 ‘축재(蓄財)를 

위한 물건’으로 인식되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과 택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 공사

가 급증했던 1990년대~ 2000년대 초는 보존과 개발 사이의 갈등이 가장 심화되

었던 시기로 ‘개발 사업의 적’으로 인식되었다. 각계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적극적

으로 요구하였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여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제도적 장치로 인해 매장문화재 발굴 건수와 관련 인력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소 및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

으로 애물단지로 취급되기도 하였으며, 한편 문화재가 빈번하게 발굴되는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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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구역으로 지정하자 ‘제2의 그린벨트’라는 반발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2000년

대 초까지 매장문화재 발굴과 개발의 갈등은 경주 등과 같은 지방 고도를 중심으

로 나타났으나, 2004년 청계천 복원 사업 중 문화재가 대거 발견되면서 도심부에

서의 매장문화재 발굴이 쟁점화 되기 시작하였고, 도심부 재정비 사업이 본격적

으로 진행되면서 최근에는 갈등요소 보다는 지역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지역 가

치 및 활용 요소’로 인식되어가고 있다. 

서울 도심부는 조선시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역사적 층이 켜켜이 쌓여 형성

된 도시이다. 이러한 역사 도시의 흔적들이 1970년대 지정되었던 도심부 재개발 

구역 사업이 한동안 진행하지 못한 이유로 대규모 토건사업이 벌어졌던 시대를 

피해 최근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발 사업과 함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종로 청진구역 6지구 종로 르·메이에르 빌딩 사업은 도심부 재개발 중 발굴된 

조선시대 유적을 보존 조치한 최초 사례로, 보존 조치가 결정된 일부 유구가 발

굴된 원래 위치가 아닌 서울역사박물관으로 이전 복원되어 본래 장소가 갖고 있

는 유산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었다. 

  비슷한 시기에 발굴된 종로2가 40번지 개발사례에서는 건물 지하층에 발굴된 

위치에 그대로 이전 복원 하여 박물관으로 활용하였다. 실내 전시를 통해 유구의 

훼손이 가장 적고, 역사성을 파악하는데 장점이 있지만 개인이 소유한 상업용도 

건물 지하에 위치하여 유지·관리와 접근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이는 비슷한 

과정을 겪은 종로구 관철동의 파고다어학원종로타워 개발 사업에서도 나타났다.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국제지명현상설계경기 당시에 대지 오른

편의 성곽 복원을 사전에 고려하여 계획하였지만 지표조사 결과 대지 왼편에 또 

다른 문화재가 발굴되면서 오픈스페이스로 계획했던 부분을 역사공원으로 변경하

는 등 기존 계획에서 1/3 이상을 수정하였다. 이는 도심부 개발 사업에서 매장문

화재가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린구역 19지구 개발 사업의 경우 보존 조치한 유구를 대지 내에서 이전 복원

한 사례로 야외 노출 전시하였지만 공개공지 안쪽으로 배치하여 인지하기 어려운 

사례이며 외부 공간과 발굴 유구의 조화로운 계획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중학구역 더케이트윈타워 개발 사업에서는 발굴 유구를 사업부지내 되도록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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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위치에 이전 복원하여 건물 필로티 공간 하부에 브릿지 형태로 전시하였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유리보호각을 사용하였고, 외부에 위치하였

으므로 환경 변화에 의한 훼손 방지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례이다. 

  청진구역 12~16지구 그랑서울 개발 사업은 청진구역 재개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지상 층 전반에 발굴 유구를 활용한 공간을 계

획한 사례이다. 이 사례를 통해 현재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도시 재개발 사업 과

정에서의 구체적인 개발과 보존 사이의 개념적 차이와 현재 활용 형태에 대한 원

인을 살펴 볼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서울 도심부 재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를 활용한 7

가지의 사례에서 발굴 유구의 활용 방식은 크게 현장 밖으로 이전 복원, 현장 내

에서 이전 복원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장 내에서 이전 복원 한 경우 사업의 

성격과 과정 상의 특성에 의해 건물 지하 전시장을 조성하여 보존 조치, 공개공

지 유리보호각 전시, 대지 내 공지 노출 전시, 대지 내 조경과 전시 하는 방법을 

혼합하여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구 활용 형태를 가장 크게 결정

짓는 것은 문화재심의위원과 시행사 2가지 관점에 의한 것이다. 이는 원형보존의 

원칙에 따라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과 이를 빠른 시간에 수용·적용하여 경

제적·시간적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서울 도심부의 재개발은 진행 중이다. 지금도 도심부 곳곳에서 매장문화재

가 발굴되고 있다. 복잡한 개발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심의를 통과하기 

위한 단계 중 하나이며, 심의에서 요구되는 역사적 가치는 아직 모두를 공감시키

지 못하고 일률적인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의 가치로서 보존 인식

과 과감한 활용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앞으로 도시 공간에서 발굴 유구가 

어떤 가치로 재생산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

구가 도심부 공간에 매장문화재 활용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그 방향에 대한 시사

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요어 : 매장문화재, 도시 발굴 유구, 도심부 문화재, 문화재 활용, 도심부 재개발

  학  번 : 2012-2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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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개요

2. 선행논의 고찰 및 연구의 차별성

1.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서울 도심부는 조선시대 도읍이었으며 과거부터 정치와 문화의 중심이었다. 

1970년대 대대적으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일부 구역에서 재개발이 

더디게 진행된 덕에 조선시대의 흔적들이 제자리에 보존되어 있었으며, 현재 도

심부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문헌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과거의 모습들이 세상

에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도심재개발구역에서 사업 추진 중 ‘긴급구제발굴1)’되는 매장문화재의 

경우 지상에 노출된 문화재보다 개발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훼손될 위험이 

크고, 사유지에 매장되어 있으며 오랜 기간 주거 및 상업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

문에 지표조사를 통한 예측이 어렵다. 일부 사례에서는 매장문화재의 존재를 예

측했음에도 추가로 유구가 발굴되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처럼 지하에 묻혀있는 유구는 발굴하기 전까지는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과

거에는 이러한 이유로 개발 행위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을 때 경제적 손해와 

1) 건설공사로 인해 유적이 파괴될 처지에 있을 때 행해지는 발굴 / 출처 : 국립문화재연구소(2002), 한국고고학사전, 국
립문화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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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조치의 어려움 등으로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문화재

에 대한 인식의 발전과 제도의 개선으로 그러한 사례가 줄었으며, 실제로 공사 

전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건수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2)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발전이 있었지만 현재도 공사 중간에 매장문화재가 

발굴되었을 때는 부과적인 절차가 추가되어 여러 측면에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

라 문화재 보존 활용 계획을 급하게 진행해야하는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

에도 최근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개발 사업 사례의 경우 문화재를 개발의 장애 요

소로 인식했던 과거와 다르게 발굴된 유산을 보존·활용하여 도심 속에서 교육 역

사 문화적 요소로써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역사문

화환경적 정체성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발시행자의 시

간적 경제적 부담 등으로 발굴된 유구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활용에 대한 깊이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고충이 있으며, 유구 중 일부만 이전복원하거나 그대로 

복토보존한 후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이런 어려움은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다. Allen Caitlin(NSW  

Govermment Architect’s Office)는 호주 내에서도 개발 중 발견된 매장문화재 활

용을 위해 박물관이나 공원 등을 조성하지만 이 결과물들이 과거의 맥락뿐만 아

니라 현재의 도시적 맥락 사이에서도 조화되지 못하고 있어 국토 전반에 걸친 계

획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3) 또한 Willem J.H Willems(Leiden University)는 보

존과 개발 갈등 사이에서 결정된 문화재 현장 보존 및 활용 방식은 좋은 방법 중 

하나일 수도 있지만, 문화재 보호를 위한 시설물들로 접근이 제한되어 일반일이 역사

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든 경우가 생기며, 이런 원칙이 오히려 어떤 나라에서는 합리

적이지 못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논하였다.4) 이처럼 예측불가능하고 발굴되는 

순간부터 훼손이 시작되는 특성을 지닌 유구를 현대의 가치와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

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끊임없는 연구와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1)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1950년대 26건, 1960년대 154건, 1970년대 284건, 1980년대 504건, 
1990년대 1,889건이며, 1994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 이후 에는 매년 약 900~1000여건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2004년 999건, 2005년 972건, 2006년 947건, 2007년 876건, 2008년 941건, 2009년 1093
건, 2012년 1,066건, 2013년 1,167건) 출처: 2003~2014년 문화재연감, 문화재청
3) Allen Caitlin(2005), Archaeology and Urban planning:Using the past in design for the future, Scientific 
Symposium(ICOMOS General Assemblies)
4) Willem J.H Willems(2014), Heritage and Social Conflict : A symbiotic pair, 매장문화재 가치 인식과 사회적 갈등관리,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p. 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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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까지 건축 및 도시를 설계함에 있어서 장소적 가치와 특이성 등

을 표현하기 위해 과거 도시조직의 흔적들을 지도와 문헌을 통해 파악하고 사용

해왔다. 이러한 과거의 흔적들이 실체로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이것을 박물관 속 

유물과 같은 존재가 아닌 현대 도시 공간 속에서 어떤 가치로 활용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매장문화재를 도시의 지속과 함께 언제든 다시 노출될 

잠재성이 크고, 노출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같이 계획된 건축물

이 다시 재개발되더라도 존속해야하는 대상이자 도시 공간의 일부로 판단하고자 

한다. 따라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개발 중 발견된 문화재에 대한 사회적�이론적 

인식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것이 도시 공간에서 어떻게 계획하여 활용되고 있는지 

고찰한다. 결과적으로 도심부에서 발굴된 매장유구가 도시 공간 속에서 지속 가

능하며 공공이 향유할 수 있는 가치로서 발전할 수 있는 활용 방향을 모색해보고

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매장문화재에 대한 선행 논의 

분석을 통해 인식의 변화와 관련 개념들을 고찰한 후, 사례지를 대상으로 매장문

화재 보존·활용 사항을 배경·과정·결과에 걸쳐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인식의 변화

와 개념이 도시공간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구 범위

서울시 도심부 내 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를 파악, 1)도심부 재개

발 사업, 환경정비사업 중 유구가 발견되었으며 보존조치 된 사례 2) 유구의 발

견으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현재 완공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지 3) 유구

의 가치가 크게 쟁점화 되었던 대상지 4) 민간 시행사에서 개발을 주도한 사례를 

중점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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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부 대규모 환경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매장문화재 발굴 및  보존조치 

관련 이슈가 확대된 계기인 종로 르메이에르빌딩(2004~2007)에서부터 기존 사

례들 중 문화재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최근 완공된 그랑서울

(2009~2014) 사례까지 총 7개 사례의 개발 연혁과 보존조치결과의 요인 및 특

성을 유적 발견 전·후의 계획 변경 사항을 통해 분석한다.

대상지들이 비슷한 현장 상황에 있었음에도 7개 사례에서 보존조치 방식이 

모두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각 사례의 보존계획과 개발 과정 등을 분석하여 문화

재 활용 현황의 요인을 도출할 수 있다. 사례들의 종합적인 분석 후 가장 최근 

완공하여 운영 중이며 기존 타 사례와 비교하여 공개공지에 많은 면적을 발굴된 

유산을 활용한 공간을 조성한 ‘종로 그랑서울’의 문화재 활용 과정과 계획을 구체

적으로 살펴본다. 

순번 대상지 보존 조치 방식

1 종로 르메이에르 빌딩 전사 이전 복원_서울역사박물관

2 육의전 빌딩 건물 내 박물관 조성 후 이전 복원 및 원형보존

3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이전 복원 및 원형 보존

4 파고다어학원빌딩 실내에 이전 복원 및 원형 보존

5 서울글로벌센터 이전 복원 및 외부 원형보존

6 더케이트윈타워 외부에 원형보존

7 그랑서울 외부(공개공지)에 원형보존

[표1-1] 선정 대상지 목록 

[그림 1-1] 선정 대상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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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행논의를 통해 문화유산의 보존 

방식의 변화와 그 과정에서의 도시 개발과 매장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현

재 도심부의 유산이 가져야할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파악하고, 앞서 파악된 가치

의 변화가 도시 공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의 매장문

화재 발견 및 보존조치 과정 결과와 관계자들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매장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위해 주요 용어 파악 

및 국내외 매장문화재 관련 원칙 및 제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매장문화재의 

보존 활용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립한다. 

앞서 고찰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1970년대 이후 신문기사 및 학술발표 자료 

등을 통해 국내에서의 매장문화재관련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살펴본다. ‘매장문화

재’, ‘매장유구’, ‘개발과 보존’을 키워드로 기사를 수집하였고, 주요 사건이나 변화

가 나타난 시점을 중심으로 매장문화재에 대한 사회적 변화 및 경향을 파악하였

다. 

국내외 이론 및 사회적 인식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 도심부 대상지 7곳

을 선정하여 발굴보고서와 건설지 및 현장 답사를 통해 계획과 내용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그리고 문화재관련 전문가, 개발 시행사, 설계자, 공무원 인터뷰를 통해 

도심부 재개발과정에서 발굴된 유구의 보존과 활용에 대해 문헌에서 알 수 없었

던 현실적인 상황이나 각 관계자들의 입장을 파악한다. 내용적 분석에서는 구체

적으로 보존계획 측면에서 발견된 유구의 보존방법과 보존 장소, 유구의 이전이 

있었다면 이전 방식이 무엇이었는지, 유구의 발견으로 인해 기존 개발 계획이 어

떻게 변경되었는지 분석한다. 활용 내용에서는 계획 변경으로 통해 현장에 유구

가 조성되었을 때 보행과 연계, 주변 인접지들과의 관계 같은 접근성 및 시각적 

인지성을 살펴본다. 관리 측면에서는 관리 주체와 관리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현

황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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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소분류 내용

1)
매장문화재보존 
가치 인식의 
변화 고찰 

문헌 분석, 선행연구 고찰 관련이론, 선행 연구, 국내외 원칙·제도

사회적 가치 인식의 변화 고찰 1970년대~현재의 신문기사, 학술발표 자료

2)

 보존·활용 
내용 및 과정 

분석

사업 및 발굴 배경 및 과정 사업 시행 배경 및 개요, 발굴 과정

보존 조치 결정 과정 보존 조치 결정 요인, 과정

문화재 보존·활용 방식
이전 복원 방식, 설계 변경 내용, 변경 요인, 

유지 관리 방식

현장조사를 
통한 실태분석

현장 방문 현황 조사

관련자 인터뷰 고고학 전문가, 개발시행사, 설계사, 공무원

[표1-2] 연구의 방법 및 세부 내용 

(3) 연구의 내용 및 흐름

1장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을 제시하고,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과 방향을 밝힌다. 

2장에서는 매장문화재 관련 개념을 용어 정리 및 관련 국내외 원칙·제도·이

론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한다. 이는 도심부개발과 매장문화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파악하기에 앞서 개념을 구성하기 위함이다. 

3장에서는 관련 1970년대 이후 신문기사 및 학술발표 내용을 수집하여 개

발 중 발굴된 매장 유구에 대한 기존 인식과 보존·활용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

펴본다. 2장과 3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에서의 개발과 매장문화재에 대한 이

론 및 사회적 인식과 경향을 파악하여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틀을 구성한다. 

4장에서는 앞에서 밝힌 개념을 바탕으로 현재 서울 도심부 재개발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조치·활용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과정과 결과에

서의 쟁점 사항들을 도출한다. 결과적으로 도심부 발굴 유구의 보존 및 활용 방

향을 모색해 본다.

5장은 연구의 결론으로 앞선 연구 내용을 정리하고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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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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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름 연구 개요 내용

문화
유산 
보존
관련 
정책 
사항

이왕기, 
이기승 

외

1997, 역사적문화환경이 효율적 보
존을 위한 문화재 보존 관련법 고
찰, 대한건축학회

문화재보호 보존 관련 현행 법률을 검토, 분석하여 건축
계획적 연구에 적용하고자 함. 문화재 지정의 체계화, 
문화재 주변 시설 규제, 관련 규정이 공공의 이익을 우
선해야 함을 언급

임승빈
2002,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방안, 
정부행정

국민들의 생활 의식수준의 향상에 따라 문화재 수요가 급
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재보존 및 활용정책에 관한 
합리적 체계 구축, 이를 통해 보존 정책의 질적 향상 필요

2. 선행논의 고찰 및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 고찰

(1) 문화유산 보존 활용관련 선행연구 고찰

문화유산의 보존 활용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는 1) 문화유산 보존관련 정책 

사항 2)문화재 보존 활용 인식 변화 3)문화유산 보존 활용 방안 이 있었다. 본격

적으로 문화재 보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시점인 1990년대에는 문화재 보존 관

련 정책의 개선 사항을 주로 언급하였고, 단일 문화재를 올바른 방식으로 수리 복

원하기 위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후 2000년대 초부터 문화재 보존의 개념이 단순히 문화재의 원형보존이 

아닌 보존하여 현대의 가치에 따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확대 되었다. 

강대일, 이수정은 문화재 보존 개념이 과거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서 ‘누구를 

위해 무엇을 보존할 것인가’의 논의로 전개되고 있으며 보존 범위 또한 문화재 

주변 환경, 도시전체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문화유산의 보존 활용 인식의 변화와 함께 보존 활용 방식에 대한 논

의도 단일 문화재 수리와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에서 면적 범위의 보존 방안과 

도시적 관점에서 도심 재생을 위한 역사적 요소의 활용, 또는 공공재로서의 활용

으로 다양한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하지만 문화유산 보존 활용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 주로 언급하는 문화유

산은 전통 건축물, 근대 건축물과 같은 노출된 문화재에 대부분 한정되어 있어, 

매장되어 있는 문화유산의 잠재성과 발굴된 후의 보존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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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2006, 지방문화재의 보존 활용을 위
한 법제개선 및 정책 방향, 한양법학

지방역사의 상징인 지방문화재의 의의 규명과 현행 문
화재 보호법상의 개선방향 제시 및 지방문화재 등록 활
성화, 관광자원화를 통한 보존 활용 방안 제시

문화
재 

보존 

활용 
인식 
변화

이상해
1993, 건축역사환경의 보전과 복원
의 문제, 문화재

건축문화재 및 건축역사문화환경의 보전과 복원을 조선
총독부청사 철거 논의를 바탕으로 개선책 제안. 건축역
사문화환경과 도시설계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건축역사문화환경 보전의 개념을 확대해야 함을 언급

이수정
2003, 현대 보존이론의 변화하는 
관점에 있어서의 원형보존의 원칙, 
경주문화연구

현대의 문화재보존이론은 실질적인 보존처리경험과 사례
를 통해 단순한 가치평가와 추상적 이론 제시 보다는 
현실적, 실질적 적용을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 문
화재 고유의 가치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

강대일 
외

2003, 문화재 보존의 개념과 이론, 
전통문화논총

문화재의 원형보존이라는 초기 보존 개념에서 20세기 
문화재 활용이라는 새로운 관점이 중요한 요인으로 부
각.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보다 ‘누구를 위해 무엇
을 보존할 것인가’에 관심. 주변환경이나 도시전체에까
지 범위 확대

홍순연, 
옥선호, 
김기수

2010, 역사적 건축문화유산의 인식
변화와 보존가치의 형성

문화유산의 보존가치의 변화를 18세기 서양의 보존 철
학부터 20세기 국제적 헌장에 따른 사회적가치의 반영
을 통해 설명. 인식변화-보존가치에 대한 시대적 형성과
정과 상호 관련성을 밝히고자 함

문화
유산 
보존 

활용 
방안

김 식
1994, 문화재 보존 수리 수복에 대
하여, 미술사학회지

문화재의 원형 보존과 현상 보존을 위한 수리, 수복에 
대해 설명

조원석
2004, 일본에서의 문화재(건조물)보
존활용계획,건축역사연구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면
서 보존활용대책 강구의 필요성 또한 증대, 이에 참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사례를 소개

박철희
2013,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중소
도시의 가로 재생방안, 한국도시설
계학회지

중소도시인 강경의 중심가로에 남아있는 근대건축물의 
보존 활용을 통한 가로재생 방안 모색

이주헌
2013, 고도경주의 문화재보존과 활
용, 고고학

역사도시인 경주의 현재 고도보존관련 계획을 살펴보고 
경주고도의 보존관리를 위한 기본방향과 진정성을 확립
을 경주 월성과 신라고분 사례를 통해 논의

황보봉

2013, 역사적 도시환경보존을 위한 
건축문화재 활용방안 연구/일본 카
와고에시 쿠라츠쿠리를 중심으로,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상생과 발전전략을 제시. 전통건축물의 잠재적 가치 발
견과 지속적 민관 협력,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를 성공 요인으로 파악

[표1-3] 문화유산 보존 활용관련 선행연구

(2) 매장문화재 관련 선행연구 고찰

매장문화재와 관련하여 건축·도시 분야에서의 쟁점 사항은 개발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훼손되어온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

가 대부분이었다. 주요 문제점으로 논의되어 온 것은 1)매장문화재 보존원칙 수

립 및 제도화 2)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한 지표조사 및 관련 정보의 공유의 의무

화 3) 보존조치를 위한 문화재 평가 기준 마련 4) 매장문화재 발굴 및 보존을 위

한 지원책 마련 5) 발굴 전담 기관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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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름 연구 개요 내용

매장
문

화재
관련 
제도
개선

박은정 
1999. 매장문화재보호를 위한 대책 : 
문화재보호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법
학논집 

매장문화재는 가시적 문화재들 보다 보존상태나 피해정
도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문화재보호법상에서 지표조사
를 의무화, 행정전문화를 위한 정책적 장치마련 필요

허수중
2002.매장문화재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중앙법학 

매장문화재 보호원칙을 법정화하고, 재원확보 방안 마
련, 전문인력양성과 특별지구지정 제도 도입, 관련 보상 
제도를 통해 매장문화재의 멸실 방지 및 적합한 보존 
제도 구축

이 훈 
2003.충청남도 매장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 방안, 열린충남 

충남도내 매장문화재 현황을 살펴보고 보존관리체계의 
체계적인 개선 방안 모색. 충남 문화재 중장기 종합계
획 필요, 담당 전문기구 및 정보화 시스템 구축

이인재
2011.매장문화재법 하위법령의 두 가
지 현안과 과제, 역사비평

2010년 문화재보호법 전면개정에 의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분법되면서 하위 법령 
중 발굴조사규정에 대한 문제점 및 보완 사항 주장

매장
문화
재 

보존
과 

도시
개발 
갈등

김광배
2006,부동산 개발사업에서의 매장문화
재에 대한 리스크 관리방안 연구, 강원
대학교

부동산 개발사업에 있어 매장문화재 발견에 따른 리스
크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결론적으
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매장문화재 보호제도 개선
방안 모색

김준혁

2009, 도시개발과 매장문화재보존 간
의 갈등구조에 관한 연구 : 풍납토성 
내부 경당연립재건축사업을 중심, 서울
대학교

현행 제도 하에서 도시개발과 매장문화재가 갖는 특징
을 도출하고 풍납1동 경당연립재건축사업부지를 사례로 
갈등진행과정과 갈등 파급효과를 분석

박종웅
2011,원인자부담원칙이 갈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풍납토성 매장문화재 훼
손 사례를 중심으로

매장문화재 보호와 개인 재산권 사이 갈등을 풍납토성 
사례를 통해 문화재보호법의 원인자부담원칙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정책적 함의 도출

매장
문화
재의 
현황
과 

활용

김진,
정은

2012, 문화유적 공원 조성방법과 활용
방안 연구-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호남
고고학

전북지역 문화유적 공원의 조성과정과 현황 등을 검토하
여 문제점과 활용방안 모색. 관리주체 명확하게 선정, 관
리 및 지자체와 기관, 지역민이 상호 연계해야 함을 언급

위광철
2013. 서울지역 발굴유구 보존현황 및 
보존바업에 관한 검토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최근까지 발굴된 유적의 보존현황
을 파악. 원형의 현장보존 조치, 실내 개방형의 보존조
치, 체계적인 관리를 제안

김헌, 
조경수 

2014, 개발과정에서 발견되는 매장문
화재의 건축적 활용유형에 관한 연구, 
디자인융복합연구

도시 개발 과정에서의 갈등요소인 매장문화재를 보존하
면서 활용한 국내외사례를 통해 유형을 4가지로 분류
하고 특징을 분석

[표1-4] 매장문화재 관련 선행연구

다른 쟁점은 민간 개발 중 매장문화재가 발굴되었을 때의 재산권 침해에 대

한 사항이다. 이는 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문화재를 장애 요소로 인식하는 것과 

문화재를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인식이 상충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나

타나는 경제적 손실을 갈등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분석하고 있다.  

발굴된 매장문화재를 활용하기 위한 논의는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활용 유형에는 유구 전체의 공원화, 박물관으로 이전 복원, 유구 보호시설을 이용

하여 함께 개발하는 것이 있다.5) 

5) (재)한울문화재연구원(2012),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유적 정비방안,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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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 전시 유형에는 수직적으로 활용한 유형에는 필로티형 단층 지하형 다층

지하형이 있고, 공원화 활용방법에는 가든형 테마형, 공간으로 활용한 유형에는 

공간형 공간 활용형, 수평으로 활용한 방법 등이 있다. 6)

2) 연구의 차별성 및 필요성

매장문화재관련 기존 선행 논의는 고고학적 입장에서 매장문화재의 훼손을 

막기 위한 체계 마련과 제도 개선, 매장문화재 보존과 도시개발 과정에서 나타나

는 갈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문화재 보존의 기반마련을 위해 진행되어 온 주요 논의이다. 현재 관련 

제도 수립 후 발굴되는 문화재의 수는 도심부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과 맞

물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1990년도부터 시작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 논의로 

제도적 개선과 함께 문화재 훼손에 대한 인식은 바뀌었으나, 외부에 공개되어 과

거의 모습을 드러낸 후 문화재가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존속하고 있고, 그 활용 

방식이 유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가에 대한 판단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심부에서 발굴된 이후의 매장문화재 현황과 구체적인 

보존·활용과정을 분석하여 유산이 도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치를 나타내게 되었

는지 파악함으로써 도심부 유산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보존·활용 방안을 모색하

는 것에 차별성이 있다.

6) 김헌,조경수(2014), 개발과정에서 발견되는 매장문화재의 건축적 활용유형에 관한 연구, 디자인융복합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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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도심부�개발�시�문화재�발굴�관련�개념�및�이론�

고찰

1. 매장문화재 관련 개념 정립

2. 매장문화재 관련 원칙·제도

1. 매장문화재 관련 개념 정립

1) 매장문화재관련 주요 용어 정리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

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7) 매장문화재

란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로 정의한다.8)

매장문화재로 발굴되는 것에는 크게 유물과 유구가 있다. 유물(遺物)은 인

간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움직일 수 있는 잔존물로써 과거의 인간들이 살아나

가면서 필요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도구이다. 유물은 발굴되면 기관으로 

옮겨 복원·정리된다. 19세기 고고학이 성립될 당시에는 유물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유구, 유적 등 고고학적 자료 모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

다.

7)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시행 2015.01.29
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시행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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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遺構) 역시 인간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괴되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 없는 잔존물이다. 유구는 대지 위에 구축한 것이므로 유물처럼 이전하게 되면 

사료 가치가 떨어지는 특성이 있다. 유구는 과거의 건축양식, 의례 생활, 사회조

직 및 경제 활동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이다. 

유적(遺蹟)은 고고학적 자료를 포함한 공간적인 단위로 앞서 설명한 유물, 유구 

등이 출토되거나 포함되는 일정한 공간을 의미한다. 즉 한 유적 안에서는 다양한 

유구와 유물들이 나타난다. 9)

(1) 문화재 조사의 종류

문화재 조사의 종류에는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가 있다. 지표조사는 

문화재가 매장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전조사로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만㎡의 건설공사에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시굴조사는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다고 판단된 대상지의 일부를 발굴해보는 조사

로, 과거에는 지표조사 후 시굴조사를 거쳐 발굴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과정이 

오래 걸려 현재는 지표 조사 후 문화재위원심의를 통해 발굴조사를 진행한다. 발

굴조사는 유적의 존재가 확인되었을 때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다. 

(2) 문화재 발굴 종류

매장문화재 발굴의 종류에는 크게 학술 발굴과 구제 발굴이 있다. 학술발굴

은 순수하게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 조사를 하는 경우이다. 구제 발굴은 건설공사

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발굴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건설공사 시행 중 그 토

지 및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부득이 발굴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3) 보존조치 유형

보존조치 유형에는 원형보존과 이전복원이 있다. 원형 보존은 발굴이 끝난 

유적을 발굴된 위치에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고, 이전 복원은 발굴된 유적을 다른 

위치에 이동시켜 놓은 후 복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9) 고고학사전(2001),국립문화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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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형보존

발굴이 완료된 유적의 현상을 그 위치에 유구를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

한다. 유적 상부를 흙 등으로 덮어 다시 매장하여 보존하는 복토원형보존방법과 

유구를 그대로 노출하여 보여주는 노출 원형보존 방법으로 구분한다. 건물지 유

적 등은 일부 유구는 노출 원형보존하고 일부 유구는 복토 원형보존으로 병행한

다.

• 복토 원형보존

발굴이 완료된 유적의 일부 혹은 전부를 원 위치에 원형 그대로 두고, 그 

상부에 유적이 변형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일정두께로 흙 등을 복토하여 보존. 

복토면 상부에는 잔디 식재 및 보호펜스 등을 설치하고 표지석 및 안내판을 설치

하여 역사교육의 장소 등으로 활용하거나 개발 사업 지역의 경우 상부를 다른 용

도로 사용한다. 복토 원형보존 유적지 중에는 국가 또는 시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하여 보존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 (예: 서울시 송파구 풍납토성)

• 노출 원형보존

발굴이 완료된 유적의 일부 혹은 전부를 원위치에 원형 그대로 두되, 유적

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노출하여 보존한다. 노출원형보존 유적지 중에는 국가 

또는 시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경우도 있으며, 건물지 유적 등

은 복토 원형보존과 노출 원형보존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 이전 복원

이전복원은 발굴이 완료된 유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 전사 및 모형 제

작등을 하여 원 위치에서 유구를 분리하여 이후에 원 위치 혹은 인근 지역 등 다

른 장소로 이전하여 복원하는 방법이다. 이전복원은 이전하는 유구 내용에 따라 

원형 이전복원, 해체 이전복원, 전사 이전복원, 복제 이전복원으로 구분된다.

• 원형 이전복원

보존 조치 유적을 최대한 원형 그대로 이전하여 복원하는 방법.보통 소형 

유구를 이전복원할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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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 이전복원

여러개의 석재, 벽돌 등으로 이루어진 유구들을 원형 전체 혹은 분할하여 

원형 이전복원하기 어려울 경우, 유구를 구성하고 있는 석재 혹은 벽돌 등을 하

나씩 해체하여 이전복원하는 방법이다.

• 전사 이전복원

수평적, 수직적 혹은 굴곡진 토층이나 문화층 등을 이전복원하는 방법으로 

실제 토양과 형상을 그대로 떼어내어 이전한다.

• 복제 이전복원

전사 이전복원과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유구에 특수처리를 하여 동일한 형

상을 본 떠 복제된 형상물을 이전하여 복원하는 방법이다.

2. 매장문화재 관련 원칙·제도

1) 매장문화재 발굴·관리 관련 국제 협약 

유네스코에서는 매장문화재를 고고유산(Archaeological heritage)로 지칭하

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 유물과 유적은 고고학(역사)적 기록

— 고고학적 기록을 바탕으로 한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이 확립

— 여러 민족의 역사를 바탕으로 인류역사가 형성 됨

— 다양한 역사를 바탕으로 문화의 다양성 이해

고고유산 발굴에 대한 최초의 국제 협약은 1956년 유네스코 협약으로 유적

지의 발굴은 해당 민족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규명하는 학술적 사업이므로 

학술의 교류와 인류문화의 복원을 위해 회원국들은 각국의 문화와 재정 상태에 

따른 적절한 매장문화재 보호법 제정과 관련 부서를 조직 할 것을 권고하였다. 

1964년 제정한 베니스헌장10)은 역사적 기념물과 사적지 보존·복원을 위해 

10) IICOMOS(1964), International charter for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onuments and sites(The Venice 
Charter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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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국제 기념물·유적위원회의 창설과 함께 협약으로 채택되었다. 베니스헌장

에서는 1956년 유네스코에 의해 채택된 발굴원칙을 준수하였으며, 출토된 유구와 

유물을 영구 보존 해야 하고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모든 학술적 방법을 강구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또한 해체 복원이 불가피할 경우 부재들의 재조합만 사용하

며 추가된 현재 재료와 식별할 수 있도록 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1965년 협약한 베니스헌장에 기초하여 제정한 1990년 ICOMOS 고고유산

의 보호와 관리헌장 (Charter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 

Archaeological Heritage)11)에서는 고고유산을 고고학적 방법을 통해서 역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주는 물질 유산이며, 인간이 존재한 모든 자취와 흔적·인

간 활동과 관계된 표식과 장소로 정의하고 있다. 유산의 보존과 연구를 위해 고

고학 외 타 전문분야와 협력을 도모할 것, 유적과 주민의 전통적 생활 조화 및 

지역 주민 참여의 중요성, 공공의 접근성과 유산의 활용 강조, 국제적 차원에서 

전문가를 양성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고고유산은 파손되기 쉽고 재

생이 불가능하므로 토지개발을 최소화할 것과, 여기에 문화환경보존 및 교육정책

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국제·국가·지역·지방을 통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나타내고 있다. 유산 보호의 법규와 제정은 고고유산이 개인이나 국가에 한정되

지 않은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는 개념에 기초해야하며 유적의 파괴행위(발굴)이 

승인되었을 때는 완전한 고고학적 조사와 기록을 요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기존 문화재 보호법 내에 규정되

어 있다가 2010년 02. 04년 제정되어 분법 되었다. 매장문화재 보호법은 문화재 

발굴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사 

기관을 통해 문화재 조사의 공익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제정되었다. 

(1) 주요내용

□ 매장문화재의 보호원칙(안 제4조 및 제5조)

•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허가 없이 조사·발굴하여서는 안됨

11) ICOMOS(1990), Charter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 Archaeologic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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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문화재의 보호원칙과 이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건설공사 

시행자의 책무를 정할 필요가 있음

• 매장문화재는 조사ㆍ발굴보다는 보존ㆍ보호를 우선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개발 사업을 시행ㆍ계획할 때에 매장문화재의 훼손

을 방지하도록 하는 책무를 지도록 함

• 매장문화재의 보호ㆍ조사 및 발굴에 따른 원칙을 정함으로써 매장문화재

의 보호ㆍ조사 및 관리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건설공사 등의 시행에 따라 훼손될 우려가 있는 매장문화재를 보호할 필

요가 있음

•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지역의 문화재 매장 및 분포에 관하

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매장문화재를 건설공사 등으로 인한 훼손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함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 건설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건설공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려면 문화재청장

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발굴이 종료되면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문화재청장은 필요한 경우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발굴의 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매장문화재는 발굴보다는 현지 보존원칙을 준수하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경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ㆍ관리를 가능하도

록 하기 위함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처리(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

요가 있음

•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공고 등을 통하여 소유자를 확인하도록 

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하도록 함

•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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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사전에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정당한 소

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가 체계적으로 문화재를 보존ㆍ관리하기 위함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안 제24조 및 제25조)

•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이를 수행

할 수 있는 전문조사기관을 둘 필요가 있음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은 전문조사인력을 갖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기관 또는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책임을 정함.

•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 및 발굴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장문화재의 보존ㆍ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

•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보존조치로 개발사업을 완료할 수 없

게 된 경우 대상토지의 매입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실을 

보상해 줄 필요가 있음

•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라 개발사업을 완료할 수 없게 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자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

재와 국민의 재산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함

(2) 건설공사 중 발견된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보존조치 절차12)

매장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전조사인 지표조사는 사업

면적 3,000㎡이상, 고도보존지구·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지자체 조례로 정해진 구

역에서 행해지도록 규정되어있다. 지표조사 후 조사 결과를 관할 지자체장과 문

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하며, 조사 결과 매장문화재가 발견됐을 경우, 문화재청 매

장문화재분과위원에서 조사결과를 통한 협의 후 건설공사 허가기관에 보존조치 

사항을 10내 통보한다. 

기준 외 개발 공사 시에 매장문화재가 발견됐을 때는, 모든 공사를 멈추고 

문화재청에 신고 신고서를 제출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의탁해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후 과정은 위와 동일하다. 협의 결과 보존조치가 결정되면 시행사는 관할 

12)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2014.08.29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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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문화재청에 문화재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발굴허가 신청을 한다. 관할 

지자체와 문화재청 협의 후 전문기관을 통해 발굴을 하며, 발굴문화재 평가를 통해 

문화재청은 구체적으로 보존 방식을 결정 및 지시한다. 시행사에서는 이를 반영하

여 계획안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지자체와 매장문화재분과위원이 심의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매장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존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계획안이 승인되면 시행사는 착공하고 완공 후 지자체 및 문화재청에 

보존조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한 매년 1월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점검내용

을 제출하고, 10년 주기로 보존조치 유적 재평가를 실시한다. 

[그림2-3] 매장문화재 발굴 및 보존 조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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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개발�중�발굴된�매장문화재에�대한�인식의�변화

1. 도심부 개발 중 발견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기존 인식

2. 도심부 매장문화재 발굴 및 보존 활용에 대한 인식의 변화

1. 도심부 개발 중 발견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기존 인식

매장문화재는 도시개발에 있어서 장애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땅을 파보기 

전까지는 실체를 알 수 없고, 발견된 이후에도 처치 곤란한 대상으로 여겨졌다. 

실제로 서울시 종로구 청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지 중 1988년에 가장 처음 개

발된 청진구역 19지구(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와 1991년 완공된 7지구(현 삼공

빌딩)의 경우  지표조사 및 문화재관련 조사 없이 재개발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청진구역 전반에서 시전행랑, 조선시대 문화지층관련 문화재가 계속 발굴되는 상

황으로 보아 90년도 공사 진행 당시 문화재가 상당부분 훼손되었을 것이라 추정

하고 있다. 서울시 송파구 풍납토성 경당연립재건축사업의 경우 문화재 발굴 때

문에 사업이 늦춰지자 관련 시행사 및 주민이 자발적으로 문화재를 훼손한 사례

로 매장문화재가 도심부 개발에 있어서 갈등요소로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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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심부 매장문화재 발굴 및 보존 활용에 대한 인식의 변화

• 1970년대~1980년대 : 도굴과의 전쟁, 보존의 대상이 아닌 ‘축재를 위한 

물건’

 전 국토를 대상으로 택지개발사업과 도로 조성 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으로 문화재가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였으며, 암암리에 공사 중 발견된 유물은 

밀거래되었다. 매장문화재에 대한 인식도 유적보다는 동산문화재에 초점이 맞춰

져 있어 유물이 옮겨진 후 유구는 보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문화재 보존 수

단과 정책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발 주체와 문화재 관리국, 거주민들이 갈

등을 겪는 사이 도굴꾼들이 출몰하여 문화재 훼손정도와 유실이 심각한 상태였

다. 따라서 당시 정부의 주된 방침은 우선적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문화재를 막는 

것이었고,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정책은 도굴꾼들을 처벌하기 위한 방안이 주를 

이루었다. 

구획정리나 건설공사등 개발에 의한 문화재파괴는 땅밑을 파들어가기 때문에 도굴보다 더 

훼손의 정도가 심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현재 영남대박물관이 발굴중인 경남 경산군 압량면 

부유동일대의 고분군이다. 이 고분군은 토지개발공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전체 6천평 중 천여평의 

유구가 파손되었다. 영남대 측의 강력한 항의와 여론의 조성 등 제동이 걸려 뒤늦게 발굴조사가 

책정되었으나 항의 기간에도 파손은 계속 되었다. (1987.12.23.경향신문_개발에 밀려 문화재 날로 훼손)

아직 착공 전에 문화재 유무에 대한 지표조사 단계를 의무로 하지 않아, 문

화재가 이미 훼손된 이후 언론에 보도되는 예가 많았으며, 발굴 기술력에 비해 

무리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많아 발굴을 자제하고 미래에 맡기자는 목

소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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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 신문기사, ‘문화재 발견 신고 해마다 줄어’/출처:1989.12.24. 한겨레

당시 개발우선정책에 문화재보존이 밀려나 있던 상황이었으며 최소한의 장

치로 공사 중 문화재발견 시 신고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절차가 복잡하다 여겨져 

국토 개발 시기와 맞물려 해마다 늘었던 문화재 발견 신고가 오히려 1989에는 

줄어든다. 이는 문화재가 발견되었음에도 복잡한 절차와 경제적 이유로 신고하지 

않는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편에서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외국인들의 선호도가 높아지자 밀매 경로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갔

다는 해석도 있었다. 이전에는 도굴꾼들에 의해 유실 훼손되다가 개발 공사가 본

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발굴되어 세상에 나오면서 매장문화재에 대한 인식은 ‘축재’

의 대상이었다.

매장문화재 발견으로 횡재한 사실이 많이 알려지고 문화재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웃지 못할 일화도 많이 생겼다. 서울 성동구 암사동에서 벽돌공장 인부들이 언덕을 

깎아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묘곽을 발견, 열어보니 백자가 10여점이 나왔다. 인부들은 다투어 

덤벼들어 백자기를 하나씩 움켜쥐고 도망갔으나, 몇 점을 회수하여 감정해보니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 물건으로 밝혀졌다. (1975.05.24. 경향신문. 문화재 발굴 사건과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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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 신문기사,‘아파트에 짓밟힌 
천년유적’/출처: 1995.09.08. 한겨레 

• 1990년대~2000년대 초 : ‘개발의 사업의 적’, 보존과 개발 사이의 갈등 

심화로 인한 정부의 개입 요구

1990년대 경부고속철도 건설, 택지와 공단부지 조성 등 전 국토에서 대규모의 

개발공사가 급증하는데 비해 보존관련 인력, 문화재보호제도 미비 등으로 문화재훼

손이 사례도 급증하였다. 대규모 개발 공사 이전에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하도록 절차

를 마련하였으나 의례적인 행정절차로 진행되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일부에서는 건설공사장에서 작업도중 출토된 매장문화재를 문화

재 보호법의 무리한 규정으로 사업시행자가 경비를 부담하므로 상당수 문화재가 사

장되는 것이며 법개정 및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문화재발굴에 의한 공기에 대한 부담과 보상 혜택이 없어 시공업자들이 출토된 유물을 

신고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가치 있는 유물들이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에도 

강릉의 건물신축공사현장에서 주변일대가 사지였음을 입증하는 문화재가 발견되었는데도 

사업시행자가 관청에 신고만 해놓고 콘크리트공사를 해버리는 바람에 사료가치를 밝히지 못하고 

그대로 사장시키고 말았다. (1993.10.29.동아일보_공사장 문화재 매장 많다.)

그러나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과 문화유산

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였으며, 은연 

중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박혀있었다. 

현재 건설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110개의 

골프장 건설공사 현장에서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이뤄진 곳은 단 1곳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업자들이 공사중 문화재가 

발견됐을 경우 발굴비 전액을 부담해야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신고를 회피했을 외혹이 있다. 

(1994.09.29.한겨례_골프장 공사 때 문화재 발굴조사 규정 무시)



- 24 -

무분별한 공사 강행과 이미 훼손된 이후 급하게 이루어지는 긴급 구제 발굴에 

위기를 느낀 학계는 90년도 중반부터 공개적인 논의와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

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백제초기 유적으로 예상되었던 풍납토성의 경우 성곽만 사적

으로 지정되어 성곽 내외부의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부분은 발굴 조사 

없이 아파트와 건물들이 들어서 가치를 밝혀낼 시기를 놓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학

계는 문화재 보존에 대한 정부의 무능함을 주장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1997년은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하여 개발과 보존의 갈등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훼

손되었던 문화재 가치를 재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나타났다. 

[그림3-3] 신문기사, ‘문화유산의 해 570억원 쓴다.’/출처:1997.03.17. 매일경재 

문화재관리국은 문화재의 훼손을 막기 위해 모든 공사의 시작 전에 문화재가 

매장돼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토록하는 ‘사전 지표조사제’를 토입키로 했다. 문화재관리국의 한 

관계자는 ‘공사를 진행하다 문화재가 발견됐을 경우 공사를 중단하고 ’구제발굴‘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훼손과 공사중단에 따른 비용손실 등 적잖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며 ‘공사전 사전지표조사를 실시하면 매장문화재의 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1997.05.03. 경향신문_착공전 문화재 매장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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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이 증가하면서 문화재 발굴허가 건수 또한 90년도 후반에는 

1,216건 이상이 된다. 그러나 발굴기관과 보존시설이 부족하여 사업시행자가 절

차에 맞게 신고를 하더라도 공사 재개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급증하여 개발의 장애 방해 요소로 인식되었다. 

“... 사업자가 신설부지를 마련할 때 거기에 매장문화재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원래부터 자기사업지에 매장문화재가 있음을 알았다면 억울하게 여길 일은 

아닐 것이다. 또 행정기관의 사업허가절차 중에 알게 되었어도 비교적 덜 억울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막상 공사착수 직전이나 진행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억울하게 여길 일인데, 설상가상으로 발굴할 기관조차 모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든다면, 
이야말로 땅속에 이름도 모르는 먼 조상의 물질유산은 소중한 문화유산이 아니라 후손을 

심각한 곤궁에 몰아넣는 개발사업의 적으로만 여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13)

• 2000년~2005년 : ‘애물단지’또는 ‘제2의 그린벨트’

급증하는 개발사업과 맞물려 발굴되는 문화재 또한 증가하자 보존 장소 마

련과 전문인력부족이 쟁점 사항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렇게 발굴이 급증하자 발

굴유산의 관리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었다. 발굴문화재가 특히 많이 출

토되었던 울산 포항 경주 등에서는 지역 박물관 설립을 추진하여 자체적인 발굴조

사와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근래 들어 국토개발계획으로 인한 긴급구제발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1991년 77건에 

이르렀던 학술발글은 1996년 55건, 2003년 60건으로 줄어든 반면, 구제발굴은 1991년 30건, 

1996년 137건, 2003년 344건으로 크게 늘어났다.…더욱이 구제발굴 후 현장이 보존되는 사례는 

약 1%에 불과하다 나머지 99%의 유적은 조사 후 일부 유물만 수습하고 대부분 파괴된다. 

이런 유물의 보존처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은 국립기관, 공립기관, 대학, 민관기관을 합해 총 

95명에 불과한 상황이다.(2004.12.03.내일신문_국토난개발로 긴급구제발굴 급증)

발굴 지원 정책도 개선되어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정부에서 발굴 비용

을 지원해주며 3만㎡ 이상의 공사 시 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 특정 구역에서는 

공사 전 지표 조사를 의무화 하였다.  또한 문화재청은 문화재발굴전문기관에 발

굴현장을 지역민에게 공개하도록 권고하였다.

13) 조영현, 1997, “ 매장문화재 용역발굴의 합리적 체계”, 97 문화재연구 학술대회,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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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에서는 문화재 발굴이 빈번하게 나타나 지역 전체가 유산으로서의 가치

가 있다고 판단, 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조사를 이뤄지는 것에 대해 매장문화재

가 제2의 그린벨트가 되어 지역 발전에 해가된다는 인식이 나타났다. 

 정부가 춘천지역을 대거 매장문화재가 있는 지역으로 표시해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이들 지역은 보존 지역으로 정해지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주택 신축 및 증·개축을 제한하고 

공공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게된다. 지역주민들은 매장문화재 지역은 제2의 

그린벨트로 또다시 이중삼중 규제가 불가피하다며 지역실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2004.06.24.강원일보_‘제2의 그린벨트’ 강력반발)

 

• 2005년~2010년: ‘지역 가치’, 문화재 부실조사와 파괴 행위는 비난 받아

야할 행위

70년대 이후 문화재 발굴이 잦았던 지역의 경우 이를 지역의 가치로 인식, 

활용하고자 다양한 계획을 수립한다. 한동안 지속되었던 개발 사업이 주춤해지면

서 지역 정체성에 대해 문화유산을 통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 

한국토지공사 본사 사옥 1층에 위치한 박물관에는 지난 30여년간 국토개발과정에서 

수습된 유물들이 소장돼 있다.…조유전 관장은 “문화유산은 개발의 장애가 아닌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밝혔다.(2006.03.19.경향신문_분당 토지박물관)

발굴비 원인자 부담 원칙에 대한 판례로 시행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위헌

이 아님이 내려졌고 이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기 시작한 한편,(2010.11.04.파이낸셜뉴스_건설현장 문화재 발굴비

용 공사 시행자 부담은 ‘합헌’)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시행사에서 발굴비용 부담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항의가 꾸준히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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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들이 최근 정부의 강남권 재건축규제 등으로 지방분양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지방공사현장에서 문화재가 대거 발견돼 현장이 모두 중단되는 사태가 잇따라 발생,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05.05.25.파이낸셜 뉴스_건설사 ‘울고싶다’)

기존 발굴유산에 대한 주된 쟁점 지역은 고도로 지정된 곳 중심이었다. 

2004년 당시 이명박서울시장의 청계천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고, 

이곳에서 문화재가 대거 출토되면서 중요 발굴유산이 지역에 국한된 것 아니며 

이미 밀도 있게 개발되어 알 수 없었던 서울 도심부 지하에 역사적으로 사료 깊

은 유산이 매장되어 있음을 밝히게 된 사건이었다. (2005.04.07.연합뉴스_서울의 

지하, 그곳엔 역사가 있다.)

서울 청계천 복원 현장에서 옛 

사진이나 기록으로만 전해오던 문화재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이들 

유적과 문화재들은 청계천의 전체 

복원구간 가운데 극히 일부인 6곳을 

대상으로 한 발굴에서 나온 것이어서, 

발굴지역을 확대할 경우 출토되는 

문화유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04.02.20.한겨례_청계천 복원현장서 

문화재 쏟아져‘계획전면 수정해야’)
[그림3-4] 청계천 복원 현장에서 발견된 문화재 

/ 출처 : 2004.02.20. 한겨레신문 

2007년에는 1970년대 지정된 청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 중 청진구

역 6지구 사업지에서 조선시대 발굴문화재가 다량 출토됨으로써 청계천 복원사업

과 더불어 도심부 발굴문화재에 대한 쟁점이 화두가 되었다. 발굴 이후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기록 보존 이후 관련 유물과 일부 유구만이 서울역사박물

관으로 옮겨져 보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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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 역사문화적 가치 요소, 정체성 형성을 위한 활용 요소

2010년에는 기존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

사에 관한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나뉘어 개정·시행되었다. 이를 통

해 매장문화재를 비롯한 문화재들을 보호함에 있어서 체계를 강화하고 훼손 행위

에 대한 제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서울 내 청계천 복원사업 및 서울신청사 건설과 도심부 재정비 사업 과정에

서 조선시대 주요 유적들이 대거 발견되면서 3만㎡ 미만의 면적에서도 사업인허

가권자인 자치단체장이 지표조사 시행여부를 결정하여 지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

여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서울시는 사료 분석 등을 통해 매장 문화재 분포를 조사하는 문화재 지표조사에 '공영제' 

개념을 도입해 4대문안 전역에 대해 일괄적으로 직접 지표조사를 해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지표조사 공영제가 도입되면 시민들은 개발사업 때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 대상지에 어떤 유적이 분포해 있는지 등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돼 사업의 불확실성도 줄일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2010.01.28.연합뉴스_서울 4대문안 매장문화재 일괄 조사한다.)

서울 종로구, 중구 등에서 도심부 재개발 사업으로 대규모 PF사업들 뿐만 

아니라 각종 건설 공사가 진행되면서 조선시대 유물, 유구가 잇달아 발견되었다. 

앞선 사례들을 통해 사업 착공에 앞서 사업 시행사 측에서는 문화재의 존재를 잠

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표조사 절차 및 발굴결과와 문화재심의회 내용

을 적극 반영하여 계획하였다. 시행사에서는 이를 통해 절차적으로 시간을 단축

하고,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하여 사업 결과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회적 인식을 좋

은 방향으로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올레플렉스는 오피스빌딩으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역사와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새로운 공간가치 창출에 노력을 기울였다.… kt는 ‘올레플렉스’를 건립하면서 세종로가 상징하는 

전통문화와 역사성의 보전을 위해 발굴된 문화재를 전시하고 전통요소를 반영한 역사성 있는 

가로망을 조성키로 했다. 뿐만아니라 중학천과 연계하여 친수공간과 문화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2012.05.03.이투데이_과거의 문화공간이었던 청진동에 새로운 미래가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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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5] 개발 중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 

3. 소결

1970년대 매장문화재는 유구보다는 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도굴을 

막는 것이 주요 쟁점 사항이었으나, 1980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규모 인

프라 및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개발과 보존의 대립 양산으로 변화하였다. 당시 개

발 우선주의적인 사회 분위기에 의해 많은 문화재가 훼손되었고, 1990년대 중반

을 기점으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가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매장문화재 

관련 논의가 경주, 포항, 울산과 같은 지방 고도에서 중점적으로 나타나던 것에서 

2000년대 중반, 청계천 복원 공사 중 조선시대 유적이 대규모로 출토되고, 청진6

지구에서 시전행랑 유구 등이 발견되면서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서울 도심부가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조성 계획과 함께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최초로 매장문화재

가 발굴 현장 보존 조치된 시기가 2008년으로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 따라서 서

울도심부와 밀도와 환경이 다른 고도에서 고도보존 및 보존구역 설정을 통해 관

리하던 것과는 다른 논점으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매장문화재에 대한 사회

적 인식이 점차 변해가는 과정에서 도심부 대규모 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매장문

화재라는 변수가 재개발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며 도시공간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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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서울�도심부�재개발�과정에서�발굴된�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및�활용�

1. 대상지 선정 배경

2. 선정 대상지의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와 활용

3. 선정 대상지 매장문화재 활용 계획 종합 분석

1. 대상지 선정 배경

연구의 대상 범위인 서울 도심부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정의된 퇴계로·다산로·왕산로·율곡로·사직로·의주로를 경계로 하여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이곳은 조선시대 도읍이었으며 국가의 중심으로 서울의 다론 

곳과 다르게 역사적인 고유한 정체성이 나타나는 곳이다. 

[그림4-1] 서울시 사대문 범위/ 출처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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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조선시대 도시 조직이 남아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청진 6구역 르메이에르 빌딩을 시작으로 유적의 발굴과 보존조치가 이루

어졌다. 도심부의 경우 사유지가 대부분이며, 대규모 PF사업을 통한 재개발과 함

께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한 특징이 있다. 따라서 문화재라는 계량적인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요소와 경제적 성과를 최대한 이끌어내야 하는 요소가 충돌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발굴 유구가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계획 되었고, 현재의 일상에서 어떤 가치로 재생산되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1) 도심부 개발 시 발굴된 문화재 현황

□ 문화재 발굴 현황14)

전국적으로 집계된 매장문화재 발굴건수는 매년 평균 900여건이며 그중 건

설공사 시 행해지는 구제발굴 건수가 학술발굴의 10배 이상 높다. 구제발굴 내에

서도 주택건설 건물신축에 의한 발굴이 30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철도건설 도로

건설에 의한 발굴이 250여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그림4-2] 2007~2012 발굴 유형 현황

14) 문화재연감 2007~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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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문화재명 발굴 기간 발굴위치 보존위치

1 종로시전행랑유구 2004~2005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66번지 (청진
6지구)현 르메이르빌딩 건설현장

서울역사박물관

2 육의전부근 시전행랑 유구 2008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영동빌딩(육의전박물관) 
지하1층

3 동대문 운동장 조선초기~중기 유구 2008~2009 서울시 중구 을지로7가 동대문운동장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 
파크

4
서울글로벌센터 서린동 유적3호 건
물지

2010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38번지
서울글로벌센터 건설현장

서울글로벌센터 옆 공개
공지 및 서울시청유적전
시관

5
조선시대 초기~중기 건물지 및 관
청 관련 시설

2009.3.16. 
～10.29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35-1번지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35-1번지 올레플렉스

6 군기시유적
2009.6.12~12.

10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일
원

서울시청 군기시유적전시관

7 조선시대 시대별 문화층(16~20세기)
2009.8.18~201

0.2.22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88번지 일원 
(청진5지구)
시그나타워 건설현장

-

8 조선시대 전기 문화층(15세기) 2009.10.6~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5-13번지
종로파고다빌딩 건설현장 (다이렉트
코리아빌딩)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5-13번지
종로파고다빌딩 지하2층

9
조선시대 중부학당 관련 건물지, 중
학천 동측 호안석축

2008.11.20~20
09.12.15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62번지(중학구역)
더케이트윈타워 건설현장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62번지 
더케이트윈타워 공개공지

10
고려, 조선시대 건물지, 토광묘, 환
곽묘, 탄요

2007.7.12~200
8.11.30

서울시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3-A)공구

-

11
조선시대 시대별 시전행랑지, 건물
지 및 문화층(15～20세기

2009.5.6~2009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19-1번지 일
원 (청진구역 제12-16지구)
그랑서울 건설 현장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19-1번지 일원
그랑서울 공개공지

12 신문로 유적 건물터 등 7기
2009.10

~2010.02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1-158번지 
일조각건물 건설 현장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
가1-158번지 일조각건
물 1층 로비

13 조선시대 건물지, 백운동천 석축
2010.10.7. 
～6.10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29번지 (세종
로구역 2지구)
세종로호텔 건설현장

-

14
조선시대 건물지 50개소, 피맛길, 
대형우물

2011.04.25.～1
0.20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49번지 일원
(청진구역 제8지구)

-

15
조선시대 시대별 시전행랑지, 우물
지, 건물지 및 문화층(15～20세기) 

2009.07.27.～2
010.10.07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67번지 일원
(청진구역 제 2~3지구) 
D타워 건설현장

-

16 조선시대 시대별 문화층(16~20세기)
2009.8.18~201

0.2.22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88번지 일원
(청진구역 제 5지구)
시그나타워 
(구 스테이트타워광화문) 건설현장

-

17
조선시대~현대 건물지 44기, 도로
2개소,우물3개소, 6개문화층(3.8M)

2012.11.27~20
13.7.30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88-5번지(장
교구역 제4지구)
장교4지구 오피스빌딩 건설현장

-

□ 서울 도심부 개발 중 매장문화재 발굴 현황(2008~2014) 

서울 도심부 개발 중 매장문화재가 발굴되어 유구가 보존조치된 현황은 다

음과 같다. 최초로 발굴된 시점은 2004년이며 조사가 이루어진 2014년까지 총 

20개의 발굴 및 보존 조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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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조선전기~근대 건물지 5동
2013.08.09~09

.13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1-9번지 일원 -

19

격자형 도로유구, 수혈건물지 23기, 
굴립주건물지 99기, 
초석건물지 3기, 우물지 4기, 집수
시설 2 등

2011.01.19~20
13.11.19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441-6번지 일원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지

-

20 시전행랑 유구, 토층
2014.03.05~
2014.05.30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지하54 종각지하
철역사 공사 현장

-

[표4-1]개발과정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 현황(2014현황, 서울 사대문 안)/출처:매장문화재위원회 회의록

(2008~2014)

파악된 20개의 사례 중 1) 도심부 재개발 사업, 환경정비사업 중 유구가 발

견되었으며 보존조치 된 사례 2) 유구의 발견으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현재 완공

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지 3) 유구의 가치가 크게 쟁점화 되었던 대상

지 4) 민간 시행사에서 개발을 주도한 사례를 중점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민

간 시행사에서 개발을 주도한 사례를 중점으로 보는 이유는 사업 목적이 수익 창

출에 있으므로 공공에서 행해지는 사업과 근본적으로 발굴 유구를 다루는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며, 앞으로 진행될 재개발 사업들 또한 대부분 민간 시행사

에서 행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앞서 살펴 본 보존 개념의 확대와 사회

적 인식의 변화가 도시 공간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확

인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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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매장문화재 발굴 개요

건물 위치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66번지(청진구역 6지구)
문화재발굴조사

기관
(재)한울문화재연구원

시행인가일/완공일 2001.07.02. / 2007.07 발굴 문화재
-조선시대 시전행랑 유구
-조선건국~현대 문화지층

개발 규모

대지면적 : 6,783.4㎡
건축면적 : 3,574.24㎡

건폐율/용적률 : 52.69%/798.93%
층수 : 지상20층 지하 7층

발굴 문화재 
보존 방식

서울역사박물관으로 일부 유구를 
이전하여 복원

시행사/설계/시공 르 메이에르 건설 문화재 관리주체 서울역사박물관

[표 4-2] 청진구역 6지구 사업 및 매장문화재 발굴 개요

2. 선정 대상지의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와 활용

1) 청진구역 6지구 종로 르 메이에르 빌딩

(1) 청진구역 6지구 매장문화재 발굴 배경 및 과정

□ 발굴 배경 및 과정15)

대상지가 포함된 서울시 청진구역 도심재개발사업지역은 1979년 11월 재개

발구역으로 지정 이후 2000년대 초까지 총 19개 지구 중 대부분이 미시행지구로 

남아있었던 대표적인 도심부 재개발 사업 미시행구역이었다. 현재 르메이에르 빌

딩이 위치한 청진6구역 사업은 1988년 사업을 완료한 청진1구역(현 청진19구역 

SC제일은행)과 1991년 완공된 청진5-2구역(현 청진7구역 삼공빌딩) 이후 10년

만에 본격적으로 진행한 도심부재개발 사업의 일환이었다. 

[그림4-3] 청진6구역 사업 전 전경 / 출처 : 서울 청진6지구 
발굴보고서Ⅰ,2007,명지대학교부설한국건축문화연구소,pp,16

15) 서울 청진6구역 발굴보고서(2007),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르메이에르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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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 청진6구역 발굴 구역 / 출처: 서울 청진6지구 
발굴보고서Ⅰ,2007,명지대학교부설한국건축문화연구소,pp.44 

바탕으로 재작성

2001년 서울시 도심부 정비수법을 철거형에서 철거 및 수복형 정비계획 방

향으로 변경한 후, 같은 해 7월 청진구역 6지구에 지하 7층, 지상 20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건설계획이 수립·인가되었다. 2004년 1월 24일 본격적인 착공에 들

어가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장대석 등의 유구와 조선시대 기

와 등의 유물이 발견되어 공사가 전면 중단되었다. 문화재청과 관계 전문가는 현

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해당지역에 조선시대 시전과 관련된 유구가 존재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2004년 1월 26일 공사에 앞서 해당지역에 대해 사전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지표조사 결과 청진구역 6지구 전반에 조선시대 유적이 존재 가능성을 판

단, 지도위원회는 2004년 3월 3일 존재 유무 확인을 위해 시굴조사를 실시하도

록 지시하였다. 2004년 4월 14일부터 실시된 시굴조사 결과 조선시대 유구가 대

상지 전면에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5월 24일 조사지역 전체에 대한 발굴조

사 실시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조사지역 북쪽 기부체납지의 경우(라 지역)에는 

시굴조사를 통해 유구의 존재가 

확인되었으나 공사구역에서 제외

되었으므로 파괴사유가 없어 복

토하여 보존토록 결정하였다. 

발굴조사는 대상지 남측으

로부터 ‘가·나·다’ 세 지역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 

결과 ‘가’ 지역(종로1가 25,26번

지)에서는 시전행랑과 관련된 초

석, 장대석, 배수시설 및 온돌시

설 등이 발견되었다. 발굴된 시

전행랑지는 행랑지 상부 유구에 

의해 보존상태가 완벽하였고, 종

로1가 26번지 유구를 ‘행랑지 1’, 

25번지 유구를 ‘행랑지 2’로 명

명하였다. 가 지역의 경우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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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전행랑 유구 보존조치가 결정되었고 보존처리 후 이전 

복원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전 복원할 장소로 서울역사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

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장소 협소 문제로 선정 전까지 양평에 콘테이너를 설치

하여 그 내부에 임시 보관하였다. 

□ 청진 6구역 발굴 유구의 가치

청진 6구역에서 발굴한 조선시대 시전행랑은 과거 조선왕조의 상업 정책을 

실현하고 도성인 서울의 도시 기능을 갖추는 데 필수적인 요소였다. 서울과 같은 

행정도시에서 경제 생활은 외부로부터 유입된 물화 공급에 의지할 수 밖에 없으

므로 시장을 국가 통치에 중요한 요소로 여겼다. 시전행랑의 건설은 태종 12년인 

1412년부터 141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세종·성종 때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계속해서 정비·유지하였다. 이후 세종 8년(1426년)에 발생한 현재 종로 

2가 일대의 대화재로 소실된 시전행랑 재건사업을 통해 국가 행정력 정비를 단행

하기도 하였다. 16)

청진 6구역에서 발굴된 시전행랑 유구는 문헌에서만 볼 수 있었던 조선시대 

서울 상업 발달의 중심지였으며 당시 행정 체계가 반영된 도시조직인 시전행랑과 

피맛길 주택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사례이다. 

[그림4-5] 한양도의 시전모습(서울역사박물관) 
/2014,서울2천년사,서울시,pp.27

[그림4-6] 시전과 피맛골 전경/ 
2014,서울2천년사,서울시,pp.54 

(2) 청진 6구역 발굴 유구의 보존 조치 과정 및 활용

발굴 조사 후 보존조치가 결정된 ‘가’구역의 시전행랑 유구는 서울역사박물

관으로 이전 복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미 기존 사업계획 인가 후 착공된 

16) 서울2천년사(2014),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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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서 유구가 발견되고 발굴 조사와 보존조치 결정까지 약 10개월이 걸렸으므

로 발굴된 유구를 현장 보존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을 지난 상태였다. 또한 이

곳은 피맛길, 해장국 골목 등 도심부의 독특한 장소성이 있던 곳을 철거하는 과

정에서 이미 많은 논란이 불거지고 있던 구역이었다. 따라서 가장 논란이었던 피

맛길에 대한 사항을 주로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유구의 발견은 계획 변경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림4-7] 청진구역 6지구 발굴 및 계획 내용

경기도 양평 컨테이너에서 임시보관 중이던 발굴 유구는 2009년 8월 서울

역사박물관 남측 공원으로 이전·복원하였다. 발굴된 시전행랑 유구 전체

(16m×6m,96㎡) 중 일부 주요 부분(8m×6m, 48㎡)을 보존하였고, 이중 화재 

흔적이 남은 부분(4.6m×4m, 18.4㎡)은 경화처리 하여 보존하였다. 공원과 보행

로 사이에 강화유리 보호각 전시를 통해 노출 유구를 보호하였으며 안내판을 세

워 피맛골 일대 재개발 과정에서 발굴되어 이전한 시전행랑유구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3) 청진 6구역 발굴 유구의 보존 활용에서의 시사점

청진구역 6지구에서 발굴된 유구들은 2003년 청계천 사업과 더불어 



- 38 -

[그림4-8] 청진구역 6지구 유구 현재 위치 
(서울역사박물관 남측 공원)

[그림4-9] 청진구역 6지구 유구 조성 현황 
(서울역사박물관 남측 공원)

도심부 조선시대 매장문화재의 존재를 모두에게 인식시킨 중요한 사례이다. 조선

시대 도시조직의 특성뿐만 아니라 많은 유물들도 출토되어 문헌에서만 볼 수 있

었던 기록들을 고증할 수 있었으며, 서울이 역사·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개발방식

으로 도심재개발사업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인식이 발생한 전환기가 되었다. 

그러나 유물과 다른 속성을 갖고 있는 유구를 발굴된 원래 위치가 아닌 다

른 장소로 옮겨 본래 장소가 갖고 있던 유산의 역사적 가치가 희석되었으며, 이

는 도심부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 개념 및 방식이 문화재 속성과 가

치에 맞게 구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모든 사업 계획이 완료되고 

착공한 상태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적합한 보존 방식

을 고려할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다. 매장문화재 발견부터 발굴하기

까지 약 10개월의 시간이 걸렸고, 이는 개발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실

제로 발굴 기간 동안 발굴 현장 옆에 모델하우스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동시에 발

굴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런 현장에서의 총체적인 상황이 도심부에서 

최초로 발견된 시전행랑 유구를 도시적 맥락과 상관없는 전혀 다른 장소에 옮겨

지게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유구의 특성을 통해 잠재적 가치를 활용하기보다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과 같은 방식으로 보존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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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로 육의전빌딩

(1) 종로2가 40번지(현 육의전빌딩) 매장문화재 발굴 배경 및 과정

사업 개요 매장문화재 발굴 개요

건물 위치 종로구 종로2가 40번지 문화재발굴조사기관 (재)한울문화재연구원

시행인가일/완공일 2004 / 2010 발굴 문화재 조선시대 육의전 시전행랑 유구

개발 규모

대지면적 : 689.3㎡
건축면적 : 412.15㎡

건폐율/용적률 : 59.9%/471.50%
층수 : 지상9층 지하3층

발굴 문화재 보존 
방식

건물 지하1층 내 원형 이전 복원

시행사/설계/시공 영동시티개발/한림보존테크/- 문화재 관리주체 문화유산정책연구소, 건축주

[표 4-3] 종로2가 40번지(현 육의전빌딩) 사업 및 매장문화재 발굴 개요

□ 발굴 배경 및 과정

2005년 착공 예정이었던 종로2가 40번지 재개발 사업지는 고려시대 원각사

터와 조선시대 시전행랑 유적이 있을 것이라 예측하던 장소였다. 일전에 2003년 

종로구 청진6구역(르메이에르빌딩)사업지에서 조선 초기부터 근대까지의 서울 도

심부 역사가 발견된 사례가 있었으므로 현 대상지에서도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를 예측한 문화재청과 종로구청은 건축주에게 문화재 지표조사와 발굴

조사를 지시하였다. 200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지표조사를 통해 유적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2007년 10월 발굴조사를 하여 유물과 유구를 발굴하였다. 발굴 결과 

조사 진행기관을 포함한 발굴지도위원회에서 유적보전 의견을 제시하였고 2008

년 1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통해 보존이 결정되었다. 일전에 르메이에

르 빌딩 개발 때 벌어졌던 유구의 현장보존의 중요성 부각으로 건축주와 관계전

문가, 문화재위원회 및 종로구청 협의를 통해 건물 지하 1층에 전시장을 조성하

여 현장보존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조건하에 현상변경 허가신청 승인 및 

앙각 완화 적용을 받았다. 또한 기존 영동빌딩이었던 건물 명칭도 육의전 빌딩으

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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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조치 과정

일 시 내 용

2005.11.12 명지대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12.5)지표조사 실시
2007.10~2008.5 1차 발굴 조사 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발굴 유적 보존 결정

2008.8~9 2차 발굴 조사 실시, 15세기 유적 보존 결정
2007.10.1. 한울문화재연구원: 2차 발굴조사 실시
2007.12.1. 자문회의 결정 (조선 초기의 시전 행랑 터가 잘 보존되어 현장 보존)

2008.1.25.
문화재위원회: 보존 결정(유적은 복토 후 보존, 신축여부는 문화재에 

대한 경관분과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따를 것)

[표 4-4] 종로2가 40번지(현 육의전빌딩) 보존조치 과정

□ 종로2가 40번지 발굴 유구의 가치

현 육의전 빌딩이 위치한 종로2가 40번지는 조선 전기 국찰인 원각사지터

로 알려진 사적 제 354호 탑골공원 동쪽에 위치하여 관련 유구와 조선시대 시전

행랑 유구가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다. 발굴 결과 2007년 1차 발굴에

서 16세기 시전행랑 건물지, 피맛길 등이 확인되었고, 2008년 2차 발굴 결과 15

세기 시전행랑 건물지와 피맛길, 수로 등이 발굴되었다. 발굴 결과 조선 전기에 

국가적 사업의 일환으로 도성 내 주요 가로변에 건설된 시전행랑은 대규모 지반 

개량을 통해 일정한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조선 전기 동안 도성 내의 가로 선형

과 폭을 유지했음을 알 수 있었다. 2007년 발굴된 1차 시전행랑은 2004년 발굴

된 ‘청진구역 6지구(르·메이에르빌딩 사업 부지)’에서 발굴된 유구와 규모, 온돌방

과 토방이 반복되어 배치된 점, 출토유물 양상등이 일치하므로 연계성있는 동일

한 유구로 판단할 수 있었다. 또한 1차 시전행랑에서 피맛길에 접한 방화벽으로 

두텁게 조성된 북벽은 세종 8년(1462) 도성 대규모 화재 이후 도성 행랑에 방화

장을 쌓은 기록과 부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발굴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문헌에

서만 볼 수 있었던 과거 도성 내 도시 조직들이 청진6구역(르·메이에르 빌딩) 유

구와 연장선상에서 확인되었다. 이는 서울 사대문안에 지표 기준으로 지하 5미터 

이내에 조선시대 도시조직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진행될 도심재개발·재정

비사업 중 매장문화재가 발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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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로2가 40번지 발굴 유구의 보존조치 과정 및 활용

□ 보존 계획 수립 및 유구 전시 과정

육의전 빌딩은 2007년 발굴조사 이후 발굴 유구를 보존하기로 문화재청 문

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한 후 보존 방법으로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다.17) 하나는 

발굴된 시전행랑 유구를 비롯한 그 밖의 유구들을 다른 장소로 이전 보존하자는 

의견이었고, 다른 하나는 시전행랑 유구를 현장보존하여 탑골공원과 연계하여 역

사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이었다. 이후 건축주는 노출된 유구의 보존과 건물 

신축을 위해 문화유산 보존운동가 ‘황평우’에게 대안을 의뢰하였다.18) 발굴 유구

의 현장 보존과 재개발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 위해 발굴 조사에서 노출된 유구층

을 그대로 전사하여 신축될 건물 지하층에 그대로 다시 옮겨 보존하는 방법을 생

각했으며, 이 지하층을 전시관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

존 명칭인 ‘영동빌딩’에서 ‘육의전빌딩’으로 변경하였다.19)

이 보존 방식 계획을 바탕으로 2008년 문화재위원회로부터 유적보존 및 건

물 신축과 사적 탑골공원 주변 경관심의를 통과하였다. 이후 2009년 7월~9월 동

안 전시관 설계 공모·설계기관 선정을 통해 구체적인 전시 방안을 계획하였다. 뿐

만 아니라 지하 2층에 박물관 학예실, 행정실 등을 확보하여 유구 전시관을 지속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다. 여러 차례 전문가의 회의와 자문을 

받아 유구 현장보존 조치 및 전시장 조성 완료하였으며, 문화재청과 서울시의 검

토 후 시설 보완작업을 거쳐 2012년 8월 개관하였다.

17) 한울문화재연구원(2010), 종로2가 40번지 시전행랑유적 발굴보고서, p.193
18) 육의전 박물관 연혁, http://www.yujm.org
19)  ‘발굴된 유적을 현장에 적극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시키기 어려울 것
이다, 매장문화재를 활용한 박물관을 지하에 조성하고 건물 명칭 또한 ‘육의전 박물관’으로 하면 건물 이미지에도 좋
을 것이다‘라고 건축주에게 박물관 설립을 설득하였다. -황평우 전 육의전박물관장(현 은평한옥역사박물관장) 인터뷰 중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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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0] 종로2가 40번지 발굴 및 보존

• 보존 계획 수립 과정 

일 시 내 용

2008.5.2. 문화재위원회: 지하 1층에 전시장을 짓는다는 조건하에 현상변경허가신청 승인

2008.10.2 문화재위원회 경관분과: “문화재보존과 전시 공간 확보 조건”을 이유로 앙각 적용 해제

2008.9.30. 관계전문가 회의 및 종로역사(육의전)박물관 건립 위원회 구성

2009.7.6.~9.8 전시장 설계 공모, 심사, 선정

2009.10.2.~2010.4.5
국내외 유적 보존 사례연구 조사 보고 발표 및 

세미나 개최, 전시 및 보존처리 회의, 전시 내용 자문 회의

2010.4.28.~6.7 문화재 위원 자문회의, 발굴유적복원 시작, 완공시기 연기, 유물대장 정리, 전시기획 완료

2010.7.22.~2011.6.29 박물관 학예실, 행정실 확보(지하2층), 유리막 틀 설치 완료, 유구이전 및 안정건조 작업 실시

2011.6.30.~8.31
전시관내 유구 1차 설치, 박물관 행정 조직도 재편, 전시관 기본시설 공사 완료, 

전시관 유구설치 완료

2011.12.1. 문화재청, 서울시 지도 감독 회의

2012.5.31.~6.30 유구이전 보고 및 공사 마감

2012.7.24.~26 서울시, 종로구청 현장 감사

2012.8.1.8.29 관련전문가 초청하여 검토 및 시설 보완작업

2012.8.30 개관식

[표 4-5] 종로2가 40번지(현 육의전빌딩) 보존 계획 수립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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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2가 40번지 발굴 유구의 활용 방법

지하 1층 평면상 왼측에 16세기 건물지 유구와 시전행랑을 배치(①번 위

치), 오른쪽에 15세기 건물지 유구를 배치(②번 위치)하여 유리보호각으로 덮어 

전시하였다. 지하 1층의 층고는 총 7미터로 본 건물의 다른 층보다 높다. 

[그림4-11] 종로2가 40번지 발굴 유구 전시 계획 /. 출처 : 육의전박물관 홈페이지 자료바탕으로 재작성 

입구에서 진입하면 2미터가량 계단을 통해 내려가 눈높이에서 15세기와 16

세기 유구 및 피맛길 토층 전사를 볼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진입부 오른쪽에는 

문화지층을 전시하여 각 토층 시대에 따른 당시 사건 등의 정보를 함께 전달하고 

있다. 그밖에 조선시대 시전 및 육의전 관련 영상과 지도, 문헌자료를 함께 배치

하여 유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발굴 당시 사용했던 도구 및 연장 등

을유구와 함께 전시하여 당시의 현장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유구 발굴 당시의 

연혁과 발굴 방법, 보존조치 방식 및 이전복원 과정을 상세히 전달하는 패널 전

시를 통해 현재 박물관 조성 배경을 알기 쉽도록 구성하였다. 지하 2층에는 학예

실 및 수장고 등 박물관 관리를 위한 별도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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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2] 육의전 박물관 내 모습 

/ 출처 : 육의전박물관 홈페이지
[그림4-13] 육의전 박물관에 전시 된 피맛길 유구

[그림4-14] 육의전 박물관 실내 전시 모습 [그림4-15]  육의전 박물관 실내 전시 모습

지하 1층 층고가 본래 건물 층고 보다 높게 조성되어 있고, 유구를 다양한 

눈높이에서 볼 수 있어 전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들을 함께 

전시하여 유구에 대한 상상력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래 상업용도를 목적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계획변경의 한계로 외부에서 보았

을 때는 박물관 존재를 알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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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6] 육의전 박물관 입구 [그림4-17] 육의전 박물관 진입부

□ 유지·관리 사항

현재 육의전 박물관은 황평우(현 은평한옥역사박물관장)이 맡고 있으며, 유

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등은 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다. 정식 박물

관으로 등록하고 운영하고자 구청에 등록을 신청한 상태이다. 박물관으로 정식 

등록되면 일부 운영비나 학예사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

(3) 종로2가 40번지(현 육의전빌딩) 발굴 유구의 보존 활용에서의 시사점

발굴된 위치에 보존조치하여 박물관을 조성한 기존에 없었던 좋은 사례이나 

본 건물이 지하 3층까지 있어 수직방향으로 이전하였고, 15세기와 16세기 유구를 

장소 구성 상 같은 레벨에서 전시하였기 때문에 온전한 현장 보존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논의가 있었다. 전시장으로 활용된 지하 1층 내부는 층고를 2개층 높이

(7m)로 조성하였다. 높이차를 이용하여 다양한 레벨에서 유구를 관람할 수 있고, 

유구 관련 역사적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어 전시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제

20) ‘육의전박물관이 2012년 개관 이후 2년이 지나면서 일부 시설들이 노후화되기 시작하였다. 건물 외부에서 육의전 
박물관을 인지하기 어려워 박물관 안내표시나 간판을 추가로 설치해야한다. 또한 학예사급여와 운영비 등도 필요한 상황
이다. 그래서 같은 건물 4층 학원에서 박물관 공간 일부를 학생 자습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면 지원해주겠다고 해
서 그러려고 한다.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비를 조달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다. 박물관 덕분에 몇 백억 짜리 건물 짓게 된 
건축주도, 유구 보존하라고 지시한 부처에서도 지원해주지 않는다. 현재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약속과 책임이 있어 버티
고 있지만, 정 힘들면 그만둬야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든다. 그때는 문화재청이든 서울시든 대신 여기를 맡아주지 않는
다면 건축주가 이곳을 박물관이 아닌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게 분명하다.’ -황평우 전 육의전박물관장(현 은평한옥역
사박물관장) 인터뷰 중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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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고 있지만, 계획의 변경에 한계로 기존 상업용도 건물 지하만 변경하였기 때

문에 건물 외부에서 보았을 때 박물관을 존재를 알기 어려우며 따라서 접근성 또

한 떨어진다. 

보존조치 절차 중 발굴기간 및 보존조치 발굴 수립 기간으로 인한 공기 지

연, 발굴 비용의 부담 때문에 2011년 건축주의 자금난 등으로 전시장 설치 및 유

구 이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건물 내 박물관 설치를 조건

으로 심의를 통해 앙각 제한 완화 및 학예실 및 수장고 등 박물관 관리 용도로 

용적률을 일부 상향 등 특례 사항이 있었지만, 이후 건축주가 박물관으로 조성하

려했던 지하 1층을 판매시설로 등기하는 등 제대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진행상

에서 많은 난항이 있었다. 따라서 육의전 박물관을 정식 박물관으로 등록하여 지

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나, 그 과정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앞서 정부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보존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기존 사례에서와 같이 도심부 일대 대부분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굴될 

것을 예상해본다면 모든 토지를 매입하여 보존 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21) 따라서 육의전 사례를 통해 발굴된 유구를 현장보존 조치하는 것에 의의

가 있지만, 단순히 현장보존 조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건축주 전액 부담

의 문제, 보존 조치 후 관리의 문제 등 도심부 매장문화재 활용에서의 특수성과 

현실적인 한계를 보존 조치 이후 유지·관리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사례이다. 

21) 서울시는 현재 연 1회 이상 현장 정검을 통해 보존 조치된 발굴 유구의 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개
수가 많지 않으므로 시에서 직접 점검을 한다. 문화재청 문화재심의 시 서울시 측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기
는 하지만 대부분 문화재심의 내용을 수용하는 편이다. 실상 발굴되는 유구의 가치를 어느 수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도처
에서 발굴되는 문화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매장문화재의 
발굴, 전시 조성, 유지, 관리를 시행자에게 일임하고 있으며, 지원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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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대문역사문화공원

(1)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매장문화재 발굴 배경 및 과정

사업 개요 매장문화재 발굴 개요

건물 위치 
서울시 중구 을지로7가 

동대문운동장
문화재발굴조사기

관
(재)중원문화재연구원

시행인가일/완공일 2006.09~2014.02 발굴 문화재 서울성곽, 이간수문 등

개발 규모

대지면적 : 62,692㎡
연면적 : 86,574.70㎡

건폐율/용적률 :40.04%/45.45%
층수 : 지상4층 지하3층

발굴 문화재 보존 
방식

대지 내 공지(역사공원)에 이전 
복원 

시행사/설계/시공 서울시/삼우,RPBW/삼성물산 문화재 관리주체 서울디자인재단

[표 4-6]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사업 및 매장문화재 발굴 개요

□ 발굴 배경

사업 대상지인 서울시 중구 을지로 7가 동대문운동장은 서울성곽이 지나고 문

헌상 하도감 등 중요 건물이 위치해 있던 장소였다. 일제 강점기에 운동장을 건설하

면서 허물어졌으며 1926년 동대문 운동장이 생기면서 한국 스포츠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1980년대 올림픽 경기장이 지어지면서 기능이 옮겨지게 되었고, 결국 벼룩시

장과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 동대문 운동장의 기능노후화 및 주변 주정차 혼잡과 슬

럼화에 따라 동대문 도심기능 재창조를 위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건립을 계획하

였으며, 국제지명초청설계경기를 하였다. 당시 발표한 계획 기준에서 대지 오른편을 

지나가는 성곽의 복원을 고려하여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면서 문

화재와 조화를 이룬 문화복합시설 및 공원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였다.22) 

[그림4-18] 철거 전 동대문운동장 전경 / 출처: 
중원문화재연구원(2011), 동대문역사문화공원부지발굴조사 

동대문운동장유적 본문 Ⅰ, 서울특별시,p.44

22)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실,에이엔씨(2008),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파크 건설을 위한 
「국제지명초청설계경기」,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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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문화재 발굴 과정23)

서울시에서는 2006년 동대문운동장의 축구장과 야구장을 철거하고 동대문

운동장 공원화사업(동대문디자인문화역사공원 조성)을 추진하였다. 이에 사업 예

정지에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운동장 건립 이전 조선시대에 축구장 

부지는 한양도성이, 야구장에는 하도감터(조선시대 훈련도감의 분영)이 위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문화재의 확인을 위해 2008년 1월 9일부터 7월 31일

까지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제강점기 1926년 운동장 건립 등으로 멸

실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한양도성 성벽과 조선시대 건물터 및 관련 유물이 출토

되었다.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체 사업면적(61,585

㎡)중 31,000㎡을 2008년 5월 19일부터 2009년 7월 31일까지 발굴조사를 실시

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해당 부지에서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다양한 유

적이 발굴되었다. 축구장 부지에서는 이간수문 및 치성부 등 한양도성관련 유적

이 발견되었고, 야구장부지에서는 경성운동장관련 기초시설, 일제강점기 훈련공원

시설, 조선 중,후기 하도감터, 조선 전,중기 건물지군 등이 발견되었다. 동대문운

동장의 발굴조사는 한양성곽 축조 시기인 1396년부터 1908년까지 약 500년간의 

조선시대 유구를 중심으로 과거의 흔적들이 확인되었다. 그 이후 공원, 축구장, 

야구장, 도로 등의 건설로 조선시대 유구 일부는 훼손 및 파괴�교란되었다. 

유적 보존 방법은 축구장부지에서 발견된 한양도성관련 유구는 원위치에 그

대로 원형보존하였고, 부속시설인 이간수문과 치성부는 보수정비하여 복원하였다. 

야구장, 축구장에서 발견된 조선시대 건물지 및 부속시설, 훈련원공원 시설 등은 

사업예정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내 유적공원에 발굴 당시 모습 그대로 이전 복원

하였다. 또한 이전복원 전시와 연계하여 동대문 유적전시관을 건립, 내부에 출토 

유물과 사진 등 기록물 전시 공간을 조성하였다. 

23) 중원문화재연구원(2011), 동대문역사문화공원부지발굴조사 동대문운동장유적 본문 Ⅰ,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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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내 용
2006 지표조사 : 사업예정지내 경성운동장 건립이전(1925) 조선시대 서울성곽 및 하도감 존재

 008.01.09.~2008,07
시굴조사 : 유적확인(매장문화재)을 위해 실시, 사업예정지 내 조선시대 문화층 

확인(동대문운동장3~5m 아래)

2008.05.08. 차 야구장부지 지도위원회의 및 현장설명회

 06.20 2차 축구장부지 지도위원회의 및 현장설명회

2008.05.19.~2009.07.31. 발굴조사 ; 조선시대 전기~후기,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등 각 시대별 유적 발굴

[표 4-7]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보존 계획 수립 과정

• 동대문운동장 발굴 과정

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구를 중심으로 확장하여 발굴조사를 진행, 유적 성

격 확인과 유적의 보존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유적 보존대책을 수립하였다. 

(2) 동대문운동장 발굴 유구의 보존조치 과정 및 활용

□ 동대문운동장 축구장부지 보존조치 과정

동대문운동장 축구장 부지 발굴조사 결과 한양도성의 성벽 일부가 확인되었

으며, 성 안쪽에서는 도성과 관련된 조선시대 건물지, 집수지, 우물지 등이 조사

되었다. 대지 최 동쪽에 동대문에서 광희문까지 연결되었던 한양도성 성벽이 축

조되었으며 성내에 해당되는 서쪽에 주로 건물지와 관련 부속시설물이었던 집수

시설, 우물 등이 위치해 있다. 북측은 조사지역내에서 가장 낮은 지형이며 서쪽에

서 동쪽으로 흐르던 남소문동천이 있고 성벽의 이간수문을 통해 성바깥으로 흘러

나간다. 남쪽은 주변보다 지형이 높으며, 본래 건물지 등의 시설물이 있었을 것으

로 추정되나 1920년대 경성운동장 조성시 삭평으로 인해 유구가 멸실되어 확인

되지 않는 것으로 추측하였다. 

이중 상태가 양호한 건물지 6기와 집수시설 2기, 우물지 3기는 유적공원 1

로 이전 배치하였다.  그밖에 ‘가구역’의 경우 축구장부지 남북으로 진행하는 한

양도성의 내부에서 체성의 내벽과 15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조선시대의 건물지와 

그 부속시설이 발견되었다. 이 건물지군은 그 북편의 서에서 동으로 흘러 이간수

문으로 향하는 남소문동천이 북쪽 경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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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9] 동대문운동장 축구장 부지 발굴 유구 
/출처: 중원문화재연구원(2011), 

동대문역사문화공원부지발굴조사 동대문운동장유적 
본문 Ⅰ, 서울특별시, 

 
[그림4-20] 동대문운동장 야구장부지 발굴 

유구/출처: 중원문화재연구원(2011), 
동대문역사문화공원부지발굴조사 

동대문운동장유적 본문 Ⅰ, 서울특별시, 

□ 동대문운동장 야구장부지 보존조치 과정

동대문운동장 야구장부지에서는 일제강점기 문화층(경성운동장 관련시설, 

훈련원공원관련시설), 조선후기 문화층, 조선중기 문화층, 조선전기 문화층이 발

견되었다. 

경성운동장은 일제강점기 1925년 하도감 및 훈련원공원 부지에 1925년 5

월 24일 기공해서 10월 15일에 개장한 최초의 근대 종합경기장 시설이다. 야구

장 부지 최상층에서 발견한 일제강점기 유적은 경성운동장의 기초시설물이 말뚝

기초이다.  훈련원공원(1915~1925년)은 경성운동장 건립 이전 하도감터에 조성

하였던 공원이다. 훈련원공원 시설 중 발굴된 기와보도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회의 결과 이전보존 결정이 내려져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내 야외 유적전시장에 이

전되었다. 

조선후기 유적은 1,2구역에서 발견되었다. 조선후기 문화층은 Ⅱ-1,Ⅱ-2로 

구분되며 Ⅱ-1에서는 건물지 6기, Ⅱ-2에서는 건물지 9기와 수혈유구1기가 발

견되었다. 1구역과 2구역 건물지는 서로 건물 장축방향은 동일한 축선을 이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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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조사
기간

조사내용 보존 조치 내용

1
2008.
05~
08

최상층(경성운동장 기초층 및 근대~조선시
대 후기 문화층)
- 경성운동장 건립시 스탠드시설 하부 기초 

목주열 :기록보존조치 후 하부조사 실시
- 야구장 및 축구장 조선시대 유구층 확인 

지역 : 확장 발굴조사 실시

- 하층유구 조사를 위해 상층유구 건물지 
초석 등을 이전조치하여 보존

- 기와보도시설은 이전조치하여 보존
- 계획 중인 홍보전시관의 규모에 대한 

재고려 필요

2
2008.
09~
11

야구장부지 상층(근대~조선시대), 축구장 
부지 한양도성 확인
- 야구장 부지 : 조선후기 하도감 관련 건물지 

유적_상층유구 이전조치 후 하부 발굴조사 실
시, 대한제국~일제강점기 훈련원공원 유적_기
와보도시설 이전조치 후 하부 발굴조사 실시

- 축구장 부지 : 한양도성)이간수문 및 치
성)_원형보존 결정, 한양도성에 대한 정
비 및 부분복원, 보완조사 실시

- 성곽이 남아있는 부분은 현상보존하며, 
남아 있지 않은 부분은 흔적복원으로 
하되 여장은 설치하지 않음

- 성벽 안쪽 집수지 시설에 대해서는 본
래의 모습대로 보존방안을 마련

있으나 건물 정면 방향이 반대로 배치되고 있어, 구획경계를 두고 독립된 건물군

을 형성하고 있다. 1구역 초석등 건물지 하부구조가 완벽하게 남아있으나, 2구역

은 동대문 야구장 외야 스탠드가 건립되면서 유구 훼손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여기서 발굴된 대부분의 유구는 건물지이다. 조사된 건물지들은 유난히 옆

으로 길며 원락을 이룬 건물군의 전면건물이 많은 특징이 있다. 이것은 건물이 

주거를 위한 공간이 아닌 창고 및 업무 용도로 사용한 공간이며, 문헌 상에서 나

타난 염초청이나 하도감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과 부합한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시기에 따른 건축물 하부구조 및 배치모습, 부속시설물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자료를 확보하였다. 

□ 발굴 유구 활용계획 수립 과정24)

비교적 넓은 면적의 유구가 발견되었고, 기존 설계 안과 조화될 수 있는 보

존·활용 방안이 필요했다. 그러나 실시설계 마무리 시점에서 유구가 발견되어 도

면 납품일자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시공발주와 함께 진행한 어려움이 있

었다. 

24) 중원문화재연구원(2011), 동대문역사문화공원부지발굴조사 동대문운동장유적 본문 Ⅰ, 서울특별시,p.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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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8.
12~
2009.
01

야구장부지 중층(조선시대 중~후기), 축구
장부지 중층
- 야구장 부지 : 조선후기 하도감 상층건

물지 및 훈련원공원시설 발굴조사 및 이
전조치 완료, 조선시대 중기~후기 건물
지 및 철생산 관련 유구(중층) 기록조치 
후 하부조사 실시

- 축구장부지 : 도성방어관련 조선중기 건
물지 및 집수시설 유적-보완조사 실시, 
서울성곽 구조안전진단 실시 및 정비복
원계획안 수립

- 성벽과 이간수문의 복원은 현재 노출된 
유구를 보여주는 것을 원칙으로 할것

4
2009.
02~
03

야구장 및 축구장부지 중층 건물지 유적(조
선시대 중기)
- 야구장 부지 :중층 제철관련 공방지 및 

부속시설 유적_일부 유구선정하여 이전
조치 및 기록 보존

- 축구장 부지 :도성방어관련 군사시설물 
유적(건물지, 연못지, 우물지 등)발굴조사 
완료 사업예정지내 유적공원2로 이전보
존 결정, 이전대상 선정

- 야구장 부지 내 1구역 중층유구와 4구
역 유구에 대한 이전방안은 축구장 부
지 이전 복원계획과 동시에 결정하도록 
함. 이간수문내에서 확인된 치석된 부
재들은 전시하며, 조사에서 출토된 성
석은 추후 복원시에 재사용

- 유구지 이전은 문화재청 해당 규정사항 
및 적법절차 과정을 거친 후에 실시하
며 향후 유적 이전복원 설계 및 유적공
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학자
들의 자문과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의 검토과정을 거친 후 문화
재청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5

2009.
04~
2009.
06

야구장부지 하층 건물지 유적(조선시대 전
기~중기)
- 축구장부지 : 서울성곽 발굴조사 완교, 유적

정비 및 복원공사 실시, 유구이전 작업(유적
공원2 이전 선정유구) 및 부분공사 시행

- 야구장 부지 : 하층 4구역 조선시대 전~
중기 건물지 유적 사업예정지내 선큰광장 
이전보존 결정, 야구장부지 전체 상중하층 
발굴조사 유적 유구선정 후 사업예정지내 
유적공원1로 이전보존결정, 최하층 야구장 
부지 1구역 하부 발굴조사 실시

- 하부까지 조사 완료된 4구역은 유구의 세
기를 아우르는 중복양상을 보여줄 수 있
으므로 디자인 플라자 하부에 그대로 이
전 복원함으로써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1지역 토층은 모두 전사하여 이전후 
복원시에 활용, 소성유구 및 담장 일부
도 이전하여 유적공원에 가능한 전시공
간에 이전복원

[표 4-8] 동대문역사문화공원부지 발굴 조사 내용 및 보존조치 내용

2008년 5월부터 시작한 발굴은 2009년 6월까지 진행되었다. 발굴 결과 보

존조치가 결정된 주요 5개는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공원 조성 부지쪽으로 이전복

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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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1] 유구 보존 조치에 의한 설계 변경/ 출처 : 서울시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2010),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내 문화유적지 복원, 서울특별시 바탕으로 재작성

단계 유적 유구내용 보존대책

1 한양도성 이간수문, 치성부, 체성벽
원형보존(일부 정비복원)
보존구간 성벽 123m(6,159㎡)

2
동대문 축구장 

부지유적

도성내 부속건물지 및 부속시설 
건물지 6기, 집수시설 2개소, 
우물지 3개소

사업예정지내 유적공원1로 이전보존(2,650㎡)

3
동대문 야구장 부지 
관련 유적(4구역)

4구역 건물지군(건물지3~5개소, 
석축, 기단, 적심석, 고맥이석 등)

사업예정지내 선큰광장 내부 이전보존, 
발굴조사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선큰
광장 내부 전시장 910㎡)

4
동대문 야구장 

조선시대~일제시대 
유적

조선시대 전중후기 건물지 유
구, 철기 생산관련 유구, 훈련
원공원 관련 기와보도 시설

시기별 대표구 선정하여 유적공원2로 
이전보존(유적공원2: 1,810㎡)

5 동대문 역사관
유적모형 및 사진, 현황도
전체유구배치도 및 추정복원도, 
출토유물 및 분석자료 전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중앙부 위치 지하
1층, 지상1층(1,180㎡)

[표 4-9]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발굴 유구 및 보존 대책

 성곽 및 관련 시설물은 본래 위치에서 복원하였고, 운동장 부지에서 발굴

된 주요 건물지는 대지 오른편에 발견된 유구를 이전 복원 및 전시 할 수 있는 

야외 전시 구역 및 실내 전시장을 새로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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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2]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계획 변경 내용 / 출처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이야기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http://infra.seoul.go.kr/facility_urdong/11 

서울 성곽을 경계로 대지 오른편에 동대문역사관, 동대문운동장기념관, 디자

인갤러리, 이벤트홀을 유구 야외 전시와 함께 조성되어 있다. 기존에 예상하지 못

했던 유구의 보존조치 결정으로 변경된 계획안이었기 때문에 주 건축물이 들어서

는 위치에 현장보존 하지 않고 계획 변경이 용이한 공원 용도였던 오픈스페이스

를 활용하였다. 유구 이전 보존 시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발굴된 

모습 그대로 대지에 이전하여 전시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3) 동대문운동장 역사문화공원 발굴 유구의 보존 활용에서의 시사점

서울성곽의 존재는 국제지명현상공모때부터 설계 조건에 명시되었던 사항이

었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하여 대지의 상황과 문화재, 새로운 건축물이 종합적으

로 계획될 수 있었으나, 본격적인 발굴조사 결과 예상하지 못한 유구가 발견되어 

대대적인 계획 변경이 나타난 사례이다. 이처럼 서울 도심부에는 발굴을 직접 해

야지만 판단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들이 많다. 이 사례의 경우 기본적으로 서울 

도심부에서 해야 하는 시굴조사 및 심의 후 발굴조사 결정과 본격적 발굴 작업까

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으며, 계획이 마무리되고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발견되었으므로 다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장보

존 조치였으나 대지 내에서 이동하였으므로 완벽한 현장보존 조치는 아니였으나, 

대신 원형 보존 원칙을 고려하여 발굴된 유구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였다. 

발굴은 단계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지층에 따라 발굴되는 유구가 다른 경우

도 있어서 각 지층에 따른 유구의 보존 가치를 판단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러

한 요소가 대규모 개발사업 시 큰 변수로 작용한다.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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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기존에 사례가 없었던 큰 규모의 발굴 유구를 대지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관련 시설과 함께 계획했다는 점에서 국내 매장문화재 활용 사례

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변경 계획 내용을 보면, 매장문화재라는 변수를 대시 오른편으로 모두 이전

하여 관련 전시장과 연계해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해결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성벽이 지나가 대지의 2/3 지점에 형성된 경계를 대규모 오픈스페이스를 

통해 엮고자 하였던 계획안이 성벽을 기점으로 오른편에는 역사문화공원, 왼편에

는 주 건물과 시설로 이루어지도록 변경되었다. 

선큰 광장과 역사문화공원 유구전시장에 야외 전시된 유구는 대부분 원형 

그대로 이전 복원되었지만, 설계 안의 자유롭고 과감한 형태와 완벽하게는 어울

리지 못하고 그저 다른 장소로 옮겨져 배치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보존조치를 

결정할 만큼 중요성이 높았음에도 그 가치가 드러나도록 설계되지 않아 무의식적

으로 훼손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유구의 갑작스런 발견으로 설계의 변경과 

그 과정에서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매장문화재위원이 요구한 원

형보존 원칙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었으나, 발굴 유구의 가치가 그만큼은 지켜지

지 못한 사례이다. 또한 유구의 가치가 계획이 완료되기까지 여러 번 진행된 심

의에서 요구한 원형보존 원칙만으로 지키질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을 던질 수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림4-23]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선큰광장 유구전시장을 밟는 시민들 / 출처 : 
이데일리,(2014.11.15.), 피카츄를 보기 위해 유적지를 밟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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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린구역 19지구 글로벌 클러스터빌딩

(1) 서린구역 19지구 매장문화재 발굴 배경 및 과정

사업 개요 매장문화재 발굴 개요

건물 위치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64번지

(서린구역 19지구)
문화재발굴조사기관 (재)한강문화재연구원

시행인가일/착공일
/완공일

2009.12/2010.6./2013.2 발굴 문화재
조선시대 15세기~근대 문화지층 

및 도로,건물지

개발 규모

대지면적 : 1,070㎡
건축면적 : 638.70㎡

건폐율/용적률 : 59.66%/788.51%
층수 : 지상15층 지하4층

발굴 문화재 보존 
방식

건물 옆 공개공지에 이전 복원 

시행사/설계/시공 서울시/범건축/- 문화재 관리주체 서울시

[표 4-10] 서린구역 19지구 사업 및 매장문화재 발굴 개요

□ 발굴 배경 및 과정

종로구 서린구역은 1973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1976년 4월 재개발사업계

획이 결정되었다. 이후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어 2014

년 12월 현재 전체 19지구 중 존치지구(17-2,18지구)와 미시행지구(4,5지구)를 

제외하고 모두 사업 완료하였다. 대상지인 서린구역 19지구 글로벌 클러스터 빌

딩은 서린지구 중 가장 최근에 완공되었다. 기존에 노면식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이었으며, 재개발 계획 수립 후 절차에 따라 시굴조사를 의뢰하여 지도위원회

의를 통해 발굴조사가 결정, 발굴이 진행되었다. 과거 자료를 통해 보았을 때 이 

일대는 조선시대에 종로변에 있던 시전 행랑과 남쪽의 청계천 사이에 있던 주거

시설 중 일부이며 일명 행랑뒷골의 일부로 추정되는 곳이었다.

[그림4-24] 김기호,심경미(2007), 서린구역 도심재개발의 도시설계요소 특성 및 변화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11 No.1 , 한국도시설계학회,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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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린구역 19지구 발굴 유구의 보존조치 과정 및 활용

□ 보존조치 과정25)

2010년 5월 개발시행자인 서울시에서 시굴조사를 전문기관((재)한강문화재

연구원)에 의뢰하였다. 2010년 7월 15일~26일까지 시굴조사를 진행하였으며, 1

차 지도위원회의를 통해 대상지 전면 발굴조사가 결정되었다. 2010년 9월~12월

까지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11월, 12월 지도위원회의를 거쳐 건물지 3호의 현장내 

이전복원이 결정되었다.발굴 조사에서 근대문화층에서 건물지 4동과 도로등이 확

인되었다. 여기서 발굴된 근대도로는 남쪽 피맛길에서 청계천으로 연결되는 남-

북방향의 주도로와 동-서방향의 골목길 일부가 발견되었다. 16~17세기 문화층

에서는 건물지 4동과 도로 일부 등이 확인되었다. 도로가 지적상의 도로와 거의 

일치하여 근대 도로가 이미 조선시대부터 사용되었던 도로임을 알 수 있다.  

[그림4-25] 17-16세기 유구 현황과 도로 / 출처: 
한강문화재연구원(2010), 서린동 글로벌 

클러스터빌딩 신축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한강문화재연구원 

[그림4-26] 보존조치된 건물지3호 / 출처: 
한강문화재연구원(2010), 서린동 글로벌 클러스터빌딩 

신축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한강문화재연구원 

[그림4-27] 근대 도로 유구/ 출처: 
한강문화재연구원(2010), 서린동 글로벌 클러스터빌딩 

신축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한강문화재연구원 

25) 서린동 글로벌 클러스터빌딩 신축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2010), 한강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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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유구 활용 내용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건물지 3호의 보존상태 양호와 중요성으로 보존조

치가 결정되었다. 보존 방식은 이전 복원이었으며, 기존 건물 진입부 앞 데크로 

조성될 계획이었던 공개공지 공간에 이전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였다.

[그림4-28] 서린구역 19지구 발굴 및 보존 위치

본래 계획에서는 북측 대로변의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의 보행공간과 남

쪽에서 진입하는 보행로에서의 접근이있고, 진입구 앞에 데크와 녹지를 배치하여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유구 발굴 이후 진입구 앞 데크 부분에 약 1미터 높

이로 유구를 이전 복원한 후 잔디를 심었는 것으로 이 부분만 계획이 변경되었

다. 유구 주변으로는 벤치를 배치하였다. 

[그림4-29] 서린구역 19지구 외부 공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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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린구역 19지구 서울글로벌클러스터빌딩 발굴 유구의 보존 활용에서의 시사
점

서린동 건물유구3호를 현장보존조치 및 이전복원 하기로 결정 한 후 공개공

지부분의 계획만을 변경하였다. 대상지 북측과 남측의 보행로와 진입부 데크 공

간의 연결로 공공공간을 조성하여 하였으나 데크 위치에 유구를 배치, 공공공간

이 사라졌다. 더욱이 유구 주변이 건물 설비, 자전거 거치대, 벤치 등으로 둘러싸

여 시각적 인지가 어렵고, 안내판의 설명이 없다면 인근 같은 높이에 있는 조경

시설과 같은 용도로 보인다. 유구를 야외에 노출 전시하여 본래 시각적인 인지가 

다른 유구 전시보다 뛰어날 수 있으나 공개공지의 안보이는 안쪽으로 배치하여 

시각적으로 인지하기 매우 불리하다. 건물 외부 공간이 유구 전시와 함께 종합적

으로 계획이 변경되지 않아 기존 설계안과 비교하여 보행로 및 건물과의 연계성 

또한 낮다. 결국 보존 조치 할 만큼 가치가 있는 유구였으나, 보존조치 결과 활용

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건물 외부 공간의 활용성 역시 떨어지게 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림4-30]  서린구역 19지구 서울글로벌클러스터빌딩 
매장문화재 서린동 건물지3호 현황

 
[그림4-31] 서린구역 19지구 서울글로벌클러스터빌딩 

매장문화재 서린동 건물지3호 현황



- 60 -

5) 파고다어학원종로타워

(1) 파고다어학원종로타워 매장문화재 발굴 배경 및 과정26)

사업 개요 매장문화재 발굴 개요

건물 위치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5-13번지 문화재발굴조사기관 (재)한울문화재연구원

시행인가일/완공일 2010.04/2011.10 발굴 문화재 조선시대 전기 문화층(15세기)

개발 규모

대지면적 : 605㎡
건축면적 : 638.70㎡

건폐율/용적률 :56.87%/567.84%
층수 : 지상15층 지하3층

발굴 문화재 보존 
방식

건물 지하2층에 이전 복원

시행사/설계/시공
㈜다이렉트코리아/동우건축사사무

소/현대산업개발
문화재 관리주체 ㈜다이렉트코리아

[표 4-11] 파고다어학원종로타워 사업 및 매장문화재 발굴 개요

□ 발굴 배경 및 과정

파고다어학원종로타워부지는 복원 중 유물이 대규모로 발굴된 청계천 북측

에 인접해있다. 이 신축공사는 교육연구시설관련 건물을 본관부지에 건립하고 인

근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사로 계획되었다. 공사 부지에 대해 문화재 지표조사

를 2009년 3월~23일까지 실시하였고, 부지 동측 관철동 35-2번지 지역에 대한 

최근 발굴조사에서 조선시대 문화층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발굴 전문기관에서 

인지하였고, 시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사업시행자

는 사업 시행에 앞서 문화재청 보존대책에 따라 2009년 10월 6일 시굴조사를 착

수, 지도위원회 회의 결과 발굴조사 진행이 결정되었다. 

2009년 11월 6일 발굴조사를 시작하여 2010년 2월 19일 조사를 완료하였

다. 발굴조사 결과 건물지4-1 유구를 현장보존조치하기로 결정하였고, 유구를 이

전하여 보관하다가 2011년 7월 파고다어학원종로타워 지하 2층에 이전복원하였

다.

26) 한울문화재연구원(2012), PAGODA타워종로유적 발굴조사보고서, 한울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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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내 용
2009.03.04.~23 문화유적 지표조사 실시

2009.08.31.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2009.10.06. 시굴조사 착수

2009.10.22. 시굴조사 결과 지도위원회의

2009.11.06. 발굴조사 착수

2009.12~2010.02 발굴조사 1차~3차 지도위원회의

2010.02.12.~21 건물지 4-1 임시 이전

2010.02.19. 현장조사 완료

2011.07.01. 유구 이전복원

[표 4-12] 파고다어학원종로타워 발굴 조사 및 심의 과정

• 발굴 조사 및 심의 과정

(2) 파고다어학원종로타워 발굴 유구의 보존조치 과정 및 활용

부지 북동쪽에 위치한 건물지 유구를 건물 지하 2층에 전시실을 조성하여 

이전 복원하였다. 전시실 중앙에 유리보호각을 이용하여 바닥에 유구를 전시하였

다. 그밖에 유구 복원 모형을 전시하고 패널에 복원된 건물 모형의 각 부분들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대지에서 발굴된 문화지층 및 출토 유물, 대상지 인근에 있는 

청계천의 역사 등을 함께 전시하여 건물에서 발굴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신축건물과 관련된 교육기관

의 홍보 자료와 영상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 

[그림4-32] 파고다어학원종로타워 발굴 및 보존/출처:PAGODA타워종로유적 발굴조사보고서 바탕으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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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고다어학원종로타워 발굴 유구의 보존 활용에서의 시사점

파고다어학원종로타워 사례는 발굴된 유구를 건물 지하 2층에 전시실을 조

성하여 보존 조치하는 형태로 ‘육의전 빌딩’의 사례와 유사하나 운영·관리 내용은 

전혀 다른 상황이다. 육의전 빌딩의 육의전 박물관은 학예사 및 수장고 등 관리 

체계를 구성하여 유구 박물관으로서의 형태를 갖췄지만 파고다어학원종로타워의 

경우에는 유구를 전시형태로 배치하였을 뿐 따로 관리 인력을 두지 않았다. 또한 

건물 외부에 전혀 유구 존재에 대한 사인 및 정보가 나타나있지 않아, 공공에게 

매장문화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 주된 목적인 육의전 박물관과 조

성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평소에는 유구가 전시

된 유리보호각 상부까지 책상과 의자를 배치하여 어학원 자습실로 활용하고 있어 

본래 용도에 맞고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 전시실은 유구의 보존과 유산을 공공이 향유하고자 조성된 것이 아닌 형

식적인 보존이며 따라서 제대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매장문화재 

보존관련 심의 시 유구의 원형보존 사항에 대한 심의 뿐만 아니라 유구 전시관의 

규모와 앞으로 유지·관리 사항 및 전시실의 활용 사항에 대한 심의 및 변경을 요

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유구 발굴 및 보존조치관련 비용을 건축주가 전액 부담하

는 상황에서 최선의 복원·보존 방안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림4-33] 유구 전시관 조성 현황  [그림4-34] 유구전시관의 용도에 맞지 않은 활용 
상황/ 출처:한국경제(2014.02.07.),유적전시관 

팻말보고 왔는데 웬 토익 공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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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학구역 더케이트윈타워

(1) 중학구역 매장문화재 발굴 배경 및 과정

사업 개요 매장문화재 발굴 개요

건물 위치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62번지 문화재발굴조사기관 (재)한울문화재연구원

시행인가일/착공일/
완공일

2008.03/2009.07/ 2012.04 발굴 문화재
조선시대 중부학당 관련 건물지, 

중학천 동측 호안석축

개발 규모

대지면적 : 6807.1㎡
건축면적 : 82,300㎡

건폐율/용적률 :55%/800%
층수 : 지상16층 지하6층

발굴 문화재 보존 
방식

원형보존 및 이전복원 

시행사/설계/시공
중학피에프브이㈜/간삼건축/한화건

설
문화재 관리주체 중학피에프브이㈜

[표 4-13] 중학구역 더케이트윈타워 사업 및 매장문화재 발굴 개요

□ 발굴 배경 및 과정

중학구역은 2000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사업 계획

을 진행하여 2008년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였다. 본격

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2008년 1월 29일~2월 27일까지 발굴 전문기관을 통해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청은 대상지에 표본발굴조사를 통

보하였고 2008년 11월 20일~12월 19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 발굴조사 

결과 건물지관련 유구가 발굴되었고 2009년 2월 24일부터 1차 전면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사업대상지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

존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발굴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다가 2009년 6월

말부터 문제가 해결되면서 2009년 7월 8일~12월 15일까지 2차 추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중학구역 발굴 유구의 보존조치 과정 및 활용

발굴조사 결과 발굴된 유구는 조선시대에서 일제강점기 및 그 이후 시기의 

건물지이다. 사업대상지 경계지역에서 중학천의 동측 호안석축으로 추정되는 석

축이 확인되었으며, 신축 건물의 흙막이벽에서부터 약 3.2~4m 정도가 이격되어 

현상보존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문화재청은 시행사측에 신축건물을 이격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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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이 대상지는 경복궁이 인접해 있고 문헌상 

주변에 조선시대 핵심관청이 있었던 곳이나 각종시설의 매설로 많은 유구가 훼손

되어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결과적으로 중부학당 관련 건물지로 판단되는 2-6 

유구와 동측 호안석축 현장보존조치가 결정되었다. 

[그림4-35] 중학구역 더케이트윈타워 발굴 및 보존 위치

중학당터 초석을 현장보존조치하기로 결정 한 후 건물 필로티 하단 진입부

를 유리보호각 유구 전시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인근 건물 내 공개 공지 및 필로

티 노상 카페 공간과 연계하여 건물 접근을 유도하는 위치에 배치하였으며 선큰 

공간 사이의 브릿지 형태로 활용하여 여러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활용하였다. 

[그림4-36] 중학구역 발굴 유구 활용 현황/ 출처: 간삼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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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7] 중학구역 발굴 유구 활용 현황/출처: 간삼건축

(3) 중학구역 더케이트윈타워 발굴 유구의 보존 활용에서의 시사점

더케이트윈타워에서 발굴한 유구 보존의 주안점은 원형보존이며 문화유적에 

내포된 정보를 원형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설계의 목표였

다. 따라서 보존대상 유구를 사업부지내 되도록 발굴 위치에 이전 복원하여 보존

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시실을 조성하는 것이 계획이었다. 관련 전

시실 조성은 계획 변경 과정 중 사라졌으며, 유리보호각을 활용한 건물 필로티 

공간 하부에 유구를 전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기존 사례와 마찬가지로 유구

의 원형보존 방식을 원형 그대로 전시 및 유리보호각 전시로서 최소한으로 공간

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의 가장 큰 요인

은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 최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 내용을 임대나 분양에 문제

가 없는 범위 내에서 수용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에 변경이 처리되기 위해 시행사

에서 설계자에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재심의위원회의 내용은 무조건 수

용해야하며 사업 계획과는 상관없이 결정된다. 결정 시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하

고 있는 사항은 문호재의 원형보존이나 원형보존의 내용과 판단 기준이 주관적이

므로 관점에 따라 달라져 일관성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매장문화재는 설계자에

게도 역사적으로는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지만 활용하기 어려운 요소이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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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진구역 12~16지구 그랑서울

(1) 청진구역 12~16지구 매장문화재 발굴 배경 및 과정

사업 개요 매장문화재 발굴 개요

건물 위치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19-1번지 

일원 (청진구역 12-16지구)
문화재발굴조사기관 (재)한울문화재연구원

시행인가일/완공일 2011.04 / 2014.03 발굴 문화재
조선시대 시대별 시전행랑지, 

건물지 및 문화층(15～20세기) 등

개발 규모

대지면적 : 14,225.30㎡
건축면적 : 7,198.61㎡

건폐율/용적률 : 62.49%/999.23%
층수 : 지상24층 지하7층

발굴 문화재 보존 
방식

원형보존 및 이전 복원, 노출 
전시

시행사/설계/시공
GL PFV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주)예촌건
축사사무소/GS건설

문화재 관리주체 GS건설

[표 4-14] 청진구역 12~16지구 그랑서울 및 매장문화재 발굴 개요

□ 발굴 배경 및 과정

청진구역 12~16지구는 다른 청진구역과 마찬가지로 1979년 지정되었다. 

2008년 11월 12~16지구를 통합하여 변경지정 하였으며 2010년 4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청진지구는 2003년 청진6구역 르메이에르빌딩 사업 중에도 조

선시대유구가 발견되었으며 여전히 피맛길에 대한 장소적 인식이 강하게 남은 곳

이다. 또한 문헌 상에서 부지 오른쪽에 위치한 1988년에 완공된 SC제일은행 건

물지부터 청진12~16구역까지 의금부터로 추정할 수 있는 곳이었다. 따라서 본격

적인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2008년 12월부터 23일까지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9년 4월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에서는 대상

지의 전면 발굴조사를 지시하여 2009년 6월 15~2011년 2월 19일까지 발굴조사

를 진행하였다. 청진구역 재개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된 사업인 만큼 대

대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기존 사례들보다도 유구·유물이 엄청난 규모로 

출토되었다.

27) 더케이트윈타워의 경우에는 중간에 시공사, 시행사가 교체되어 디자인이 전변 변경되는 과정에서 발굴된 문화재를 
처음부터 어느정도 반영한 설계를 하였다. 발굴된 문화재는 설계자에게도 역사적인 의미에서는 중요하지만 작업 중에는 
골치 아픈 존재이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문화재심의 내용을 수용한 안을 요
구하고, 문화재심의위원의 입장은 무조건적으로 수용해하므로 디지안에 많은 영향을 행사하지만, 심의위원의 주관적인 관
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일관성이 없다.-더케이트윈타워 설계담당/간삼건축 ○○○팀장(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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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기간 내용

지표조사
2008.12. 1 ～ 
2008.12.30

(재)한울문화재연구원에서 진행

시굴조사
2009. 5. 6 ～ 
2009. 5.29

(재)한울문화재연구원에서 진행

발굴조사
2009. 6.15 ～ 
2010.12.30

∙2차지도위원회(2009년 12월 7일)
-여관 추정 건물지는 상세 기록보존 하고, 이전복원 등

-향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부조사를 실시할 것

유구 이전
2010. 3.16 ～ 

3.19
한림보존테크 착수 : 일제시대 건물지 이전 후 보관

토층 전사
2010.12. 6 ～ 

12.23
한림보존테크 착수 : 서측벽, 시전행랑(17C, 16C)

발굴조사
2009. 6.15 ～ 
2010.12.30

16세기층에 대한 문화재청의 보존 결정이 되어야하고
조사단이 판단하여 하강조사를 시행토록 함.

[그림4-38] 청진구역 12~16지구 발굴 현장 전경/출처:청진12~16구역 발굴보고서(2014),한울문화재연구소 

(2)  청진구역 12~16지구 발굴 유구의 보존조치 과정 및 활용

□ 보존조치 과정

2009년 4월 실시한 시굴조사 결과 근·현대부터 조선초기에 이르는 문화층

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부지 내 기존 건물 철거가 완료된 지

역을 중심으로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 68 -

문화재위원
합동 자문회의

2010.12.16

∙발굴유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보존방향은 기존사
례ㆍ형평성ㆍ국가수용 가능여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사적

지정은 현실적이지 못함)
-건물지의 중요도를 우선 검토ㆍ선별한 후, 보존방법을 강구

(가능한 제위치 설계)
-조선시대 도로(길)와 상가유구(시전)를 블록화 하여 보존

(조선전기/후기 구분)
-층위 및 각 건물지와 우물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설명 필요.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1차)

2010.12.23
∙관계전문가로 구성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건물지의 중요
도를 우선 검토ㆍ선별하고 이전 후, 하층조사를 실시토록 함.

-유구의 보존방안은 차기위원회에서 검토토록 함.

문화재
소위원회의

2011. 1. 7 의금부길 석축, 시전행랑 초석(14기) 보존 결정.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2차)

2011. 1.28 사업시행자의 의견대로 이전복원 방안 조건부 가결.

유구 이전 복원

2011. 1.10 ～ 
2.10

한림보존테크 유구 이전 착수 및 완료

2011. 2.21 유구 보관 : 전북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241(한림보존테크)

문화재 자문회의
2011. 6.16 문화재 보존 및 전시 1차 자문

2011. 8.24 문화재 보존 및 전시 2차 자문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3차)

2011. 9.23 건물지 5-19 발굴위치 근접이동 등 보존 변경안 승인

문화재 전시 
설계

2012. 9. ～ 
2012.11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결정사항 반영하여 전시시설 설계

문화재 복원
2013. 7. 1 ～ 

11.20
보존대상 유구 복원 착수 및 완료

문화재청현지실사
(4차)

2013.10. 2
∙문화재 보존 및 진행상황에 따른 점검

-건물지 5-19 바닥형에서 노출형 전시 승인

[표 4-15] 청진구역 12~16지구 발굴 유구 보존조치 과정

청진12~16구역에서는 총 6개의 문화층에서 161개소의 건물지와 시전행랑, 

도로, 우물 등의 유구와 수만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의금부뒷길, 피맛길 

등 도로관련 유구 4개소는 조선초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던 길이며 

이 길을 중심으로 대지가 구획되어 지적상으로 확인해보아도 오랫동안 큰 변화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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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 청진12~16구역 발굴 유구 활용 내용

발굴 유적을 되도록 현장보존하기 위해 지상층 계획을 대촉 수정하였다. 주

차 진입로를 북측으로 변경하고, 2층 로비를 1층으로 이동하여 유구를 중심으로 

조성, 공공공간과 보행의 연결을 계획하였다. 북측과 남측 공개공지에 시전행랑 

유구와 장초석 유구, 의금부 뒷길을 배치하여 공지를 조성하였다. 건물 북측 벽면

에 의금부길과 연계하여 문화층과 유구발굴 관련 전시를 조성하였다. 

[그림4-39] 청진12~16구역 유구 발굴 및 보존 위치 / 출처 : 종로 청진12-16지구 유적 
이전복원 보고서(2013), 한림보존테크 외

[그림4-40] 청진12~16구역 그랑서울 1층 부 계획 변경 내용 / 출처 : 종로 청진12-16지구 
유적 이전복원 보고서(2013), 한림보존테크 외

‘종로 청진12-16지구 유적’은 청진구역 도심재개발지구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있어 청진동 유적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보존대상 유구는 2011년 1월 

28일 매장문화재분과심의에서 시전행랑 건물지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 Ⅴ-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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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지는 중앙광장 우측,Ⅴ-19건물지는 공개공지, Ⅴ-46건물지는 중앙광장 좌측에 

이전복원하고, 동측, 서측,시전행랑, 배수로 토층, 의금부길 석축 및 박석, 시전행

랑 누각지 장초석은 사업지구내건물 북측벽면에 전시공간으로 이전복원이 결정되

었다. 이중 Ⅴ-46건물지는 2011년 9월 23일 매장문화재분과심의에서 소방도로 

확보 등의 이유로 “건물지 좌향은 출토된대로 유지복원하되 북측 담장 및 남측 

배수로 일부는 1층 바닥에 이미지로 패턴화반영”이 결정되었다. 또한, Ⅴ-19건물

지는 2013년 10월 2일 문화재청 현지 실사에서의금부뒷길 보존방안과 연계한 강

화유리 바닥형 전시에서 노출형 전시로 변경되었다.

[그림4-41] 청진12~16구역 그랑서울 보존조치 유구 활용 현황

/ 출처 : 종로 청진12-16지구 유적 이전복원 보고서(2013), 한림보존테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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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구분 전시형태
심의내용

(2011.01.28.)
변경사항

(2011.09.23.)
발굴 문화재 이전 복원 전 현 황

1
시전행

랑
바닥형 전시 
(유리보호각)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이전보존

-종합안내공간(안내
시스템)적용

-

2
[5-11]
건물지

바닥형 전시 
(유리보호각)

중앙광장 우측배치 -

3
[5-46]
건물지

바닥형 전시 
(유리보호각)

중앙광장좌측배치

- 중앙광장 좌측 
배치

: 주요 건물지 
좌향은 출토된대로 
유지 복원하되, 
북층 담장 및 

남측배수로 일부는 
1층 바닥에 

이미지로 패턴화 
반영

□ 보존 방안 및 심의 반영 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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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19]
건물지

노출형 
입체전시

공개공지 배치
(바닥형전시+유리보

호각)

발굴위치 근접이동
:(바닥형전시+유리

보호각)

5
의금부
뒷길

노출형 
입체전시

의금부길 석재 
활용한 복원

[5-19]거물지와 
여계한 보존방안 

제시

6
누각지 
장초석

노출형 
입체전시

장초석 현위치 
이전복원

-발굴 원위치 
바닥패턴전시
-장초석 북측 

공개공지 이동배치 
복원

7
문화재
전시 
공간

-

벽면전시(건물북측)
종합전시공간: 

축소모형, 복제 유물 
등

- -

[표 4-16] 청진12~16구역 그랑서울 보존 방안 및 심의 반영 사항 요약/출처:종로 청진12-16지구 유적 이전복원 보고서(2013), 한림보존테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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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진12~16구역 그랑서울 매장문화재 발굴 및 계획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시사
점

청진12~1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최근(2014.12) 완공된 사례 중 규모가 

가장 크며 발굴조사 결과 출토된 유구와 유물의 수도 다른 사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발굴과 계획 변경 과정에서도 1년 반의 시간이 걸렸으며, 변경 심의도 6

차례 이루어졌다. 각고의 노력에 결과, 1층 내외부의 보행동선에 발굴 유구 전시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독특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단지 유구를 전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역사적 이야기를 담아 공공공간으로 계획했다는 점에서 큰 시사

점을 주고 있다. 

현재 도심부 대규보 재개발사업은 PF사업 형태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발굴이 진행될 예상 가능한 1년의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지표조사 직전까지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사업 상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발굴 유구는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설계 변경이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앞서 살펴 본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 과정에

서 문화재심의위원의 입장은 유구의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였고, 개발사의 입장

은 발굴과 계획 변경에 의한 시간적 소모를 최소화 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28) 

사업면적에서 보존조치되는 유구는 일부 면적이고 어느 위치일지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 심의가 있기 전까지는 개발 시행사 쪽에서는 알 수 없다. 따

라서 보존조치 유구가 정해지면 그때 보존 결정 사항에 따라 계획을 변경해야 하

며 변경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을 때는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29)  

사실상 발굴비용부터 보존조치까지 시행사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문화재심의

위원이 바라는 보존 방안을 최대한으로 요구하기에는 무리한 구조이다. 따라서 

28) 도심부 재개발 사업 계획에서 매장문화재가 있다는 것은 모두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현장을 파
봐야 아는 것이다. 발굴하는 기간은 보통 평균적으로 1년이상 걸린다. 발굴된 유구 가치에 대해 심의해서 보존조치 결과
를 통보 받기까지도 시간이 걸린다. 도심부 재개발 사업이 PF사업 형태로 이뤄지는 상황 상 공기의 단축이 매우 중요하
다. 변수가 많은 현장 상황 속에서 매장문화재에 관해서는 무엇보다도 발굴에서부터 보존조치 결정 후 계획 변경승인까
지 신속하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 청진12~16구역 그랑서울현장 공무담당○○○ 인터뷰 중
29) 그랑서울 부지에서 발굴된 유구는 지표에서부터 4.5~5m높이에 위치해 있다. 심의에서 처음에 이 높이를 유지하여 
현장보존조치 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럴 경우 어마어마한 면적이 건물의 면적이 쓸데없이 소요되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무리가 갈 수 있다. 사업 상 수익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심의위원이 요구하는 원형보존의 원칙과 우리가 바라는 수익성 및 공간 효율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끝없이 설득
하고 조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청진12~16구역 그랑서울현장 공무담당○○○ 인터뷰 중



- 74 -

요구할 수 있는 방향이 최소한의 훼손, 되도록 발굴 위치에서 원형보존, 전시장 

형태로 조성이다. 이것을 시행사 입장에서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의 경제적 손실

을 줄이면서 해결하는 방안이 유리보호각을 통한 유구의 바닥 전시 방법이다.30) 

최근 완공한 그랑서울의 매장문화재 발굴부터 계획의 변경 및 보존조치까지

의 기록과 관련자 인터뷰를 통해 현재 도심부 재개발에서 나타나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관계자들의 각 입장간의 인식 차이와 그 결과 나타난 보존 방식을 알 수 있

었다. 현재 도심부 대규모 재개발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사업의 형태는 PF사업

으로 진행된다. 시간의 단축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작용하는 성격의 사업이다. 

따라서 매장문화재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가급적 빠른 발굴을 통해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고 그 이후에 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변경 

가능한 설계안을 수립한다. 심의 상에서 요구하는 원형보존 및 전시 형태의 보존

을, 시행사 측에서 원하는 시간 단축과 경제성 확보에도 부합하는 방식인 유리보

호각 전시로 해결한다.  이처럼 도심부의 재개발 진행의 특성과 매장문화재 보존

에 최소한의 보존 장치를 통해 활용하고자 하는 인식이, 실내외를 막론하고 유리

보호각 전시로 일관된 매장문화재 활용방법을 생산해낸 것이다. 

30) 외부의 유리보호각 전시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고 눈,비가 올 때 유구를 볼 수 없는 등의 단점은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심의에서 요구하는 완전한 원형보존, 전시 형태의 보존을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의 경제적 효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는 그것뿐이다. 다른 문화재 보존 조치한 사례들처럼 일부 실을 할애해 전시장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사례들처럼 사람들이 모르는 구석에 배치하는 경우가 생긴다. 유구는 원형 그대로 매우 안전할 수는 있으
나, 사람들이 찾지 않는 문화재는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 청진12~16구역 그랑서울현장 공무담당○○○ 인터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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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2]서울 도심부 매장문화재 활용 방식

3. 서울 도심부 재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내용 종합 분석

서울 도심부 재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를 활용한 7가지의 사례를 

내용적 측면에서 사업 및 발굴 배경, 보존 조치 결정 과정 및 결과, 활용 및 유

지·관리 사항을 분석하면서 관계자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한계점 및 시사점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았다. 

크게 문화재 보존 방식은 유구 이전 방법에 따라 나눠진다. 청진 6지구는 

현장 밖으로 이전하여 서울역사박물관에 복원하였고, 나머지 사례들은 현장 내에

서 이전복원하였다. 르메이에르의 사례는 유구 발굴과정을 거처 보존하게 된 첫 

사례로서 그때까지는 유구가 발굴되었을 때의 보존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유물과 같이 박물관에 이전 보존하는 방법으로 처리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

다.

재개발 사업의 성격에 따라 발굴 한 후 보존조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매장문화재 현장보존조치가 이루어진 초기 재개발 사업 중 일반 건축주가 시행사

인 경우 발굴비 및 유구 보존에 대한 부담을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의 인센티브를 

심의를 통해 부여함으로서 합의를 도출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이루어지는 대규모 

시행사 주도 사업 및 PF사업의 경우는 그러한 경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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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재개발사업종류

개별 건축주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 경제
적 부담에 대한 건
축적 인센티브를 지
원받을 수 있음. 

건축물 자체의 계획을 변경하는 것보다 외부 공간을 변경하여 
조성하는 것이 유리

비용(시간)

발굴 및 보존조치, 
전시장 조성 비용 , 
유지관리비용 부담 
+ 전시장 조성 층에 
대한 임대 기대 수
익이 없어짐

별도 전시장을 조성
하는 것과 비슷한 비
용이 요구되지만 계
획한 분양 면적을 확
보할 수 있으므로 수
익적인 면에서 유리

보존 처리하여 외부에 
배치하므로 설비 및 기
타 조성 비용이 적음.

보존 처리하여 조경
시설과 함께 배치, 
조성하므로 기타 조
성 비용이 적음

공간활용

건물 외부 계획 변
동 없이 일부 층 내
부만 계획 변경하면 
됨. 
- 건물 외부에서 보
았을 때 유구 전시
장의 존재를 알기 
어려움. 접근성이 떨
어짐

공개공지에 조성하여 
활용, 별도 실을 할
애하지 않으므로 기
존 임대 및 분양 면
적 확보에 유리. 
계절의 영향으로 유
리면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건물 설계 변경 없
이 외부 공간 계획
만 변경하여 활용 
할 수 있음
외부 공간이 비교적 
크게 계획되어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
음.

조경과 함께 건물 
외부의 장식적 요소
로 사용 (공지 내 녹
지면적에는 포함 안
됨)
-대지 내 조경은 보
통 남는 대지 일부
분에 조성하는 경우
가 많아, 접근성 및 
인지성이 떨어지는 
곳에 조성할 경우가 
큼

유구특성

토층 전사 복원 특
성 상 노출 전시 보
다 보호각을 통한 
전시가 보존에 유리.
보존해야하는 유구 
면적이 대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

외부에 위치했으나, 
유리보호각으로 보호
하고 있으므로 환경
의 영향을 덜 받으
며, 유구의 종류와 
상관없이 전시 가능

성곽, 석축 등과 같
이 유구 규모가 큰 
경우 사용. 
직접 유구를 접근, 
관찰 가능

성곽, 석축 등과 같
이 유구 규모가 큰 
경우 사용 할 수 있
음. 
직접 유구를 접근, 
관찰 가능

유지관리

비공식적인 전시장으
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
해 질 수 있음. 사유
재산에 조성된 것이
므로 단속과 관리 
상태 파악이 어렵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음 

설비 및 외부 환경, 
사고에 대해 지속적
으로 관리가 필요. 

외부에 완전히 노출
되어 있으므로 외부 
환경에 취약. 지속적
인 관리가 필요함

외부에 완전히 노출
되어 있으므로 외부 
환경에 취약, 지속적
인 관리 필요

[표 4-15] 도심부 재개발 중 발굴된 매장문화재 활용 내용 종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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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결정 과정에서는 문화재 발굴전문기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며 무

엇이 어떻게 보존조치 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자 입장에서는 시간을 단

축시키고자 발굴 이전에 진행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최대한 빨리 진척시키고, 

설계의 경우 유구 보존할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한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계획한

다. 따라서 현재 도심부 재개발의 경우 사업 절차가 사업 시행 인가 전후로 지표

조사 및 시굴조사에 착수하며 매장문화재 발굴 시 바로 계획에 반영하여 심의를 

통과하여 신속하게 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완료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

에서 문화재위원회 측의 입장은 최소한의 훼손과 원형 보존 원칙이며, 시행사 입

장에서 이를 최소시간과 최대의 효율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공통적으로 유리

보호각을 이용한 유구의 바닥전시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유구 활용 공간을 공

개공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설계 변경이 가능하므로, 계절의 영향을 많

이 받는 방법임에도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문화재위원회 측에서도 다양

한 보존 방식을 요구하고 싶으나, 발굴 및 보존 비용이 전액 시행사에서 지불되

는 것이므로 요구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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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및�시사점�

1990년대 대규모 인프라사업이 행해졌던 시기에 정해진 지표조사 기준인 3

만㎡는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도심부에서는 매장문화재 발굴 변수를 최

소한으로 준비하는 것에는 의미가 없는 기준이다. 도심부 재개발 사업 중 매장문

화재가 발굴되는 사례가 급증하자 문화재 매장 예상 구역을 지표조사하고 있으나 

그 정보를 공유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현재 일부 구역은 필수로 지표조사를 하도

록 조례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심부 대부분에서 발굴문화재가 출토되고 있으므

로 조례로 지정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앞에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심부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발굴된 유산을 

계획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발굴 유산이 

공사 도중 발견되므로 계획이 급하게 수정되는 경우가 많고 공기 지연 및 경제적 

손실에 대한 어려움이 크므로 활용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현재 대부분 

개발 사업의 경우 공개공지에 유산을 활용한 공공공간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제도상 공개공지 또는 조경면적에 포함 할 수 없는 면적이므로 시공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 79 -

[그림5-1] 도심부 발굴 유구 보존 및 활용 방식을 결정짓는 2가지 관점 및 결과

각 사례의 사업 배경과 발굴 및 보존 결정 과정, 활용 과정 및 결과 분석에

서 보았듯이 이 과정은 크게 2가지 관점에 의해 흘러간다. 하나는 재개발을 주도

하는 시행사의 관점과 발견된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문화재심의위원의 관점이

다. 개발 시행사는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시간소모 단축과 임대면적 확보를 우

선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재심의위원의 의견을 빠른 시간에 수용 적용할 수 있는 

보존 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문화재심의위원은 원형보존의 원칙에 따라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과, 되도록 별도 실로 구분된 전시장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 이 사이에서 설계자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서 판단이 주관적일 수 

있는 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결국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유리보호각 전시로 설계한

다. 따라서 유구의 형태 및 역사적 의미와 가치는 각각이 다르지만 현재 원형 그

대로 대지 내 배치하는 형태로만 활용하게 되어 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위치에 유구가 전시되어 있기도 했다.

건물 내에 유구를 전시 한 사례들의 경우 관리에 대한 갈등이 공통적으로 

있었다. 이것은 내부 전시장 용도를 박물관 용도로 지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관리 

비용까지 건축주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며, 더욱이 내부를 경제적 이득의 이유 

등으로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현재 제도 상 관리 주체를 명시하고 관리사항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으나, 단속이 어렵고 서울 도심부의 경우 종로구와 중구에  매장문화재가 밀집

해 있어 관리 인력을 건축주에게 일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리 사항에 대해 문

화재관리단체가 관리주체에게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기준이 필요하다.



- 80 -

근래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가 도시 공간 속에

서 활용되어 나타나고 있지만 유구의 다양한 가치에 비해 활용 방식은 한정되어 

있다. 정해진 비용과 시간 내에 원형 보존이란 틀 안에서 문화재를 활용하는 것

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경제적 이들을 넘어선 공공의 가치로서의 보존 

인식과 과감한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원형

보존의 기준과 활용 가능정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주며 이것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림5-2] 서울시 도심부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현황 및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현황 / 
출처:서울시(2010), 2020년 목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바탕으로 재작성

현재 서울시 도심부는 한창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를 마무

리하는 시점에도 종로구 공평동 정국로 28-1 일원에 위치한 공평구역 1,2,4지구

의 도시환경정비사업지를 사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선시대 골목길과 집터가 발

굴되었다는 보도가 발표되었다. 이처럼 조선시대 도시조직의 흔적들이 재개발 구

역마다 퍼즐 조각처럼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앞으로 도심부 개발이 진행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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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는 더 늘어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심부 발굴 유

구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관련 개념의 변화와 활용 방향을 제

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유구의 바람직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도심부 고고유산이 문화재적 가치 판

단 뿐만 아니라 현대 도시공간 속에서 지속가능한 가치로서 재해석될 수 있을지 

향후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사례 분석 연구와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림5-3] 서울 종로구 공평구역 1,2,4지구 유적 전경/출처: ‘서울 종로구 공평동에 16세기 숨쉰다. 
’2015.01.14, 매경뉴스(자료제공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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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lanning� for�Archaeological� Relics� Excavated� in�City� Center

-� A� Case� Study� of� Seven� Redevelopment� Projects�

in� Seoul� City� Cen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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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Program of Urba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essor So-Hyun Park

It is buried cultural property that the most direct affected on the 

development activities in the conflict of development and historic preservation. 

Most of archaeological relics are found during developing the private property, so 

complex interests or unforeseeable circumstances has occurred. For this reason, 

in the past, cultural properties were destroyed blindly during the developments. 

As time passes, such as destroyed cases has reduced, development of systems 

and growth of the professional institutions has made academic achievement in 

archaeology. More than anything, in the past, the remains are simply cited as 

academic, in recent years it has been the role of culture and rest space in the 

city in daily life.

the concept of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not just for preservation of 

state, has been expanded to one of the issue how to take advantage depending 

on the modern value. Range of Conservation concept also, it has been variously 

proposed to be extended to the entire cultural heritage setting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city take advantage of as public goods of historical 

elements for urban regeneration. even on the international principle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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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hasized the public of access and utilization of the archaeological heritage, 

also has presented the need for an integrated approach to international, national, 

regional and local. 

archaeological social awareness has changed with expansion of 

archaeological theories and principles. The 1970-80 's, it had been recognized 

as "one for the enrichment" at a time that had been actively trading and robbed 

by important to think the relics of buried cultural properties. 1990’s and the 

early 2000s, rapidly increasing large-scale development work such as Gyungbu 

high-speed rail construction, residential development, it is a time when conflict 

between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is the most serious. And it is recognized 

as ‘the enemy of development projects’, In various fields actively requested a 

government intervention, institutional complement was performed beginning to 

discuss the detailed scheme. In the mid-early 2000s the demand for cultural 

property excavation number and related human resources soared by institutional 

apparatus. However, location and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were insufficient. 

So buried cultural heritage has been treated to a nuisance. in the early 2000s, 

conflict of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was mainly revealed the local ancient 

city such as ‘Gyeongju’ Cultural property was often found in Seoul city center 

during of the 2004 ‘Cheonggyecheon restoration project. Center of the city 

redevelopment project is to proceed in earnest , and not an element of conflict 

in recent years, it is recognized as ’elements of the use of the local value’ 

that form the identity of the region. 

  Seoul city center is a city that has been formed by accumulated historical 

layers to the present from the Joseon Dynasty. Jongno ‘Chongjin 6 distric, 

Jongno Lemeilleur’ project is the first case in which preserved the 

archaeological relics of the Joseon Dynasty in the redevelopment of the city 

center. Part of the remains was moved in Seoul History Museum, such a decision 

has been occurred discussion of historical authenticity.

  In the development of the case was excavated in similar time‘Jongno 2 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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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address,Yuguijeon Building‘ , and take advantage of the basement of the 

building as a museum. Eternal damage the least through the indoor exhibition , 

there are advantages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individuals. Since commercial 

building private owned , there is a limit in terms of maintenance and 

management and access . This problems are also revealed in " Pagoda 

Academy Jongno Tower " development projects case. ‘Dongdaemun History & 

Culture Park‘ construction projects planned to account in advance the 

restoration of the right of the Seoul Fortress Wall of the site, but another remains 

are excavated on the left side during of indication survey. So plan to open 

space was changed to historical&cultural park and exhibition space. This 

indicates that there is archaeological large variable in redevelopment projects of 

the city center. 

  ‘Seorin area 19 district‘ redevelopment project present the need for 

balanced plan harmony external space and excavation ruins. The "Junghak Distric 

The Ktwin Tower" redevelopment project, the remains was exhibited at the bridge 

type at the bottom of the building piloti space . As shown in most of the cases, 

using a glass protection, since located outside , it is a continuing need cases 

tampering prevention management of changes in the environment.

  ‘Chongjin area 12-16 district Grand Seoul Building Development Project " is 

carried out most large scale excavations in auscultation area redevelopment 

project is a case that was planned space utilizing excavation remains on the 

ground floor. This case, it is possible to see by examining the current and the 

difference of concept between the specific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in the 

course of earnest ongoing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the cause of the 

current inflected forms. 

Seven cases in the way of eternal advantage has the " Restore to move 

out of the field " and " Restore to move within the site. " Restore to move within 

the site' is applicate mix of creating a basement exhibition, protective glass on 

display in the public space, the exposure exhibition in vacant land in lot ,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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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with landscape. To determine these remains inflected forms are due to 

the two viewpoints of cultural properties Jury and construction companies. This 

includes minimizing the cultural assets damage based on the principle of original 

preservation, and apply it in the early hours, in order to minimize the economic 

and time consuming. 

Redevelopment of Seoul city center is in progress. Here and there now city 

center has been excavated. Archaeological that have been unearthed in complex 

development process, it is one of the procedures in order to pass through the 

deliberations, the required historical value of deliberation is still everything without 

empathy and utilized uniform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ervation 

recognition and bold utilization measures as a public value Thus, there is a need 

remains of urban space is to watch whether continued what value can be 

re-production in the future. 

Therefore, in this stud , by increasing a space buried cultural Case Study 

in central Seoul, and are expected to be able to provide an indication of that 

direction.

Key words : Archaeological property, Urban excavation remains, Downtown cultural 
assets, Leverage cultural assets, Redevelopment Seoul city center

Student Number : 2012-23199


	I. 서 론 
	1.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2. 선행논의 고찰 및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 고찰 
	2) 연구의 차별성 및 필요성 


	II. 도심부 개발 시 문화재 발굴 관련 개념 및 이론 고찰 
	1. 매장문화재 관련 개념 정립 
	2. 매장문화재 관련 원칙제도 

	III. 개발 중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 
	1. 도심부 개발 중 발견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기존 인식 
	2. 도심부 매장문화재 발굴 및 보존활용에 대한 인식의 변화 
	3. 소결 

	IV. 서울 도심부 재개발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조치 및 활용  
	1. 대상지 선정 배경 
	2. 선정 대상지의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와 활용 
	1) 청진구역 6지구 종로 르메이에르 빌딩 
	2) 종로 육의전빌딩 
	3) 동대문역사문화공원 
	4) 서린구역 19지구 글로벌 클러스터빌딩 
	5) 파고다어학원종로타워 
	6) 중학구역 더케이트윈타워 
	7) 청진구역 12~16지구 그랑서울 

	3. 서울 도심부 재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내용 종합 분석 

	V. 결론 및 시사점  
	VI. 인용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