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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매장문화재 보호는 우리나라의 최고 상위법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매장문화재 보호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제정과 제도 및 정책의 수
립·집행은 매장문화재 보호의 출발점이자 기초라고 할 수 있다.
매장문화재 제도 및 정책의 결정과 행정적 판단은 현재의 상황만을 고려한 미봉책이
되거나 국토개발을 위한 방패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매장문화재 보호라는 기본원칙
에 충실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은 문화재보호법에 규
정된 매장문화재 관련 조항과 지표조사 규정 및 발굴조사 지침을 법령의 체계에 맞게
재구성 및 관련 내용을 정비·보완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구제발굴조사에 상당부
분 초점이 맞추어져 제정·개정되어 왔다.
그 결과, 매장문화재 보호라는 측면이 소홀이 다루어졌으며, 법률과 하위법령의 체
계성과 법령형식에 관한 헌법원칙 미흡 등으로 인해 적용과 해석에 따른 빈번한 갈등과
분쟁, 그리고 현실과의 괴리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은 이 글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고, 법령형식에 관한 헌법원칙
과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부합하는 동시에 법령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전면적으로 재검토 및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주제어 : 매장문화재, 보호, 보존, 체계정당성의 원리, 법령형식에 관한 헌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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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매장문화재는 현재와 미래 세대의 우리 국민과 세계 인류가 함께 보호하고 향유해야
할 공동자산으로 역사적 사실을 복원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 지식에 대한 확인과 사
실에 대한 지평을 넓혀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매장문화재 보호는 우리나라의 최고 상위법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매장문화재 보호 제도는 매장문화재 보호의 출발점이자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매장문화재 보호 제도는 문화재보호법이 1962년 1월 10일 법률 제961호로
제정된 이래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법 되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2010
년 2월 4일 법률 제10001호로 제정되면서 법적·행정적·제도적 기반과 함께 체계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등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하지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은 매장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보존과 홍보, 그리고 개발사업과의 조화보다는 매장문화재조사로 인한 민원 감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구제발굴조사에 상당부분 초점이 맞추
어져 제정 및 개정되어 왔다. 그 결과, 매장문화재 보호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 실패,
법령의 체계성 미흡, 법령형식에 관한 헌법 원칙 위배, 적용과 해석에 대한 빈번한 갈등
과 분쟁, 그리고 현실과의 극심한 괴리현상 심화 등을 초래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법령형식에 관한 헌법 원칙, 체계정당성의 원리, 매장문화재의 효
율적인 보호·보존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큰 틀에서 현행 매장문화
재 보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매장문화재 보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
1) 법률의 명칭
우리나라에서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매장문화재”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와 일본
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어원은 매장물(埋藏物)과 문화재(文化財)를 합한 말이며, 일본에
서 1950년 문화재보호법을 만들면서 매장물인 문화재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나타났다
(장호수 2007: 8).
법률상 정의에 의하면, 매장물은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 또는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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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건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물건을 제외한 것 ”이고, 문화재는 “인위적이
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
2)

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 ”을 말한다.
매장이란 “묻어서 감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땅속에 묻혀 보이지 않게 됨이 없이는
매장이라고 할 수 없고, 땅위에 세웠던 것이 넘어져 흙에 일부가 파묻혀 있다고 하여 이
3)

를 매장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결국 매장문화재인지 여부는 고고학적인 방법에 의한
조사를 통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
문화재라는 용어는 우리나라가 1950년 6월 14일 가입한 유네스코(UNESCO)에서 1972
년 11월 16일 파리에서 열린 제17차 유네스코 총회를 통해 채택한 “세계 문화유산 및 자
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ional Heritage)”에 의하면, “재산·소유물·성질·특성으로 정의되는 문화재
(cultural property)라는 용어 대신 상속재산·물려받은 것·유산·전통·천성 등으로 정
의되는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고고학 유
산의 보호에 관한 유럽 협약[European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Archaeological
Heritage(Valletta 16.1.1992)]”을 통해 “고고학 유산(Archaeological Heritage)”이라는 용어
를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재의 영문 표기를
“cultural heritage”로 표기하고 있다. 이것은 문화재를 재산적인 개념에 의한 경제적 가치
평가보다는 정신적 가치 평가에 의의를 둔 것이다.
우리나라의 매장문화재에 해당하는 용어는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문화
유물 보호법(1999)에서는 문화유물”, “중국의 문물보호법(文物保護法 2013)에서는 고
고유적(考古遺蹟)”, “대만의 문화자산보존법(文化資産保存法 2005)에서는 유지(遺址)”,
“미국의 고고학적 자원 보호법(Archaeological Resources Protection Act 1979)에서는 고
고학 유적지(Archaeological Sites)”, “영국의 고대 유물 및 고고학적 지역에 관한 법률
(Ancient Monuments and Archaeological Areas Act 1979)과 계획 정책 지침 제16호 고고
학과 행정계획(Planning Policy Guidance 16 Archaeology and Planning)에서는 고고학 유
적(Archaeological remains)”, “독일 바이에른 주의 기념물보호법(Bavarian Law for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Monuments(Monument Protection Law) 1973)에서는 고고
학적 기념물(Bodendenkm aler)”, “프랑스의 문화유산법전(Code du patrimoine 2004)에서
는 고고학 유산(L´arch ologie patrimoine)”이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유네스코

1)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441호, 시행 2013.3.23.
2)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291호, 2015.5.18, 타법개정, 시행 2014.8.29.
3) 대법원 1983.7.26. 선고 83도706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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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적의 명칭도 “고고(학) 유적”이라는 용어로 표기 및 사용 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문화유산과 고고학이란 용어를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보편화되어 있다는 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정의하고
있는 매장문화재의 개념을 포괄적·함축적으로 표현하기에는 매장이라는 용어가 부적절
하다는 점, 매장문화재를 포함한 문화유산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의 공동자
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매장문화재(Buried Cultural Property)” 보다는
“고고(학) 유산(Archaeological Heritag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5)

한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의 명칭에 “조사”라는 용어가 포함된 배경
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국토개발 사업에 따른 매장문화재조사와 관련된 각종 민원과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하고, 매장문화재조사와 조사기관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부정적
인 인식, 원활한 개발사업을 위한 매장문화재조사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요
구, 매장문화재조사로 인한 민원 감소 및 사업시행자의 불편 해소를 목표로 한 매장문화
재 제도 및 정책 개선 등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여러 상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6)

문화유산헌장 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제4조(매장문화
재 유존지역의 보호)·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장문
화재는 원형유지 및 발굴조사 금지가 기본원칙이다.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온
국민은 유적과 그 주위 환경이 파괴·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개발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것이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하위법령은 매장문화재를 보호·보존
및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는 관리의 한 내용에 속한다(신옥주 2015: 7). 그리고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등 국외 선진국의 매장문화재 관련 법령이나 우리나라에서 보호·

4)  예를 들면, 알 주바라 고고학 유적(Al Zurbaran Archaeological Site), 메로에 섬의 고고 유적지(Archaeological Sites of
the Island of Meroe), 트로이의 고고 유적(Archaeological Site of Troy), 렙티스 마그나 고고 유적(Archaeological site
of Leptis Magna), 미스트라스의 고고 유적(Archaeological Site of Mystras), 바미안 계곡의 문화 경관과 고고 유적
(Cultural Landscape and Archaeological Remains of the Bamiyan Valley), 반치앙 고고 유적(Ban Chiang
Archaeological Site), 볼루빌리스 고고 유적(Archaeological Site of Volubilis), 아이가이(베르기나) 고고 유적
[Archaeological Site of Aigai(modern name Vergina)], 올림피아 고고 유적(Archaeological Site of Olympia) 등이
있다[유네스코 세계유산(http://heritage.unesco.or.kr/)].
5) 법률 제12350호, 2014.1.28, 일부개정, 시행 2015.1.29.
6) 문화체육부 공고 제1997-76호, 199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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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시행하고 있는 문화재보호
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에서도 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법률의 구성 체계에서 상당한 부분
을 차지하고, 중요시 되고 있지만 법률의 명칭에 조사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표
1·2). 따라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명칭에서 “조사”라는 단어를 삭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명칭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재검토 및 수정할 필요가 있다. 즉 법률의 명칭을 “고고(학) 유산 보호법(Archaeological
Heritage Protection Act)”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1> 국내 보호·보존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의 명칭
소관부처

법률 명칭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외교부·환경부·해양수산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어업자원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산림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표 2> 국외 매장문화재 보호·보존의 근거 법률 명칭
국 가
대만
독일
(바이에른 주)
미국
스웨덴

법률 명칭
문화자산보존법(文化資産保存法)
기념물보호법(Bavarian Law for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Monuments(Monument
Protection Law))
고고학적 자원 보호법(Archaeological Resources Protection Act)
문화유산보호법(Heritage Conservation Act)

영국

고대 유물 및 고고학적 지역에 관한 법률(Ancient Monuments and Archaeological Areas Act)

일본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

중국

문물보호법(文物保護法)

프랑스

문화유산법전(Code du patrimoine)

핀란드

고대유물법(The Antiquities Act)

2) 법률의 목적
어떤 한 분야의 제도와 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의 목적이 중요하다.
법률의 목적은 그 법령이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밝혀 국민이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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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법률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
과 존재 이유, 제도 및 정책에 대한 기본 철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법령의
조문을 해석하고 집행할 때 그 법령의 개별 조문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입법적으로 명
확히 하는 입법적 해석, 법률과 하위법령의 구성 체계 및 개선·정비 방향, 정책의 합리
적·효율적인 집행 등을 뒷받침하고 결정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목적(제1조)은 “이 법은 매장문화재를 보존하
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계승하고,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7)

8)

9)

10)

우리나라 최고 상위법인 헌법 의 전문 과 제9조 및 제69조 를 통해 우리나라가 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매장문화재를 포함한 문화유산의 보호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헌법에서는 국가가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
에 노력하고, 문화적으로도 인류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부여하고 있
다. 따라서 국가는 우리나라의 매장문화재를 포함한 문화유산 보호뿐만 아니라 인류 공
동의 문화유산을 지키는데도 기여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목적 조항은 매장문화재 보호
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즉 법률
의 목적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장문화재 보호에 있음을 명확히 해야 법률이 실현
하고자 하는 목적과 존재 이유, 제도 및 정책의 기본 철학이 매장문화재 보호에 있음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매장문화재는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하여 우리 후손
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대상이라는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인식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목적 조항에는 “조사”라는 용어가 포함
되어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외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매장문화재는 원형유지 및 발굴조사 금지가 기본원칙이다.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하
7)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시행 1988.2.25.
8)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
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
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
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
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9)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10)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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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우리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법률의 목적 조항에 “조사”
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처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목적 조항은 전면적으로 수정할 필요
가 있다. 우리나라의 최고 상위법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
라 세계 인류의 공동자산인 매장문화재 보호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고, 대한민국의 주
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
사에 관한 법률의 목적 조항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매장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계승하며, 인류공
동의 자산인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와 같은 내
용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

3) 매장문화재의 정의
법률의 정의 조항은 일반적으로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령의 해석 및 집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법적 분쟁 등을 사전에 방지
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하는 것이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정의 조항(제2조)은 “매장문화재를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유형의 문
화재, 지표·지중·수중(바다·호수·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퇴적되어 있는 천연
동굴·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정의 조항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표·지중·수중 등에 생성·퇴적되어 있는 천
연동굴·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을 매장문화재로
정의한 것인데 이것은 매장문화재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매장문화재에 대해 규정한 것인데 천연동굴·
11)

화석 및 지질학적 가치가 큰 것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기념물에 해당
12)

하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의한 문화재
종류 중 천연기념물에 해당한다.
천연동굴·화석 및 지질학적 가치가 큰 것을 매장문화재로 정의함으로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등에 대해 규정한 법률 및 하위
법령과의 모순 및 상충이 발생한다. 그리고 매장문화재 조사대상 범위가 너무 확대되어

11) 법률 제13291호, 2015.5.18. 타법개정, 시행 2015.8.19.
12) 대통령령 제25873호, 2014.12.23. 일부개정, 시행 20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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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에서 규정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및 조사인력의 능력(자격)으로는 천연동굴·
화석 및 지질 등의 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이 체계정당성을 확보하고,
용어 정의 및 의미와 법 적용에 있어 문화재보호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천
연동굴·화석 및 지질학적 가치가 큰 것을 매장문화재의 정의 조항에서 삭제하고, 문화
재보호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한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문화재의 매장·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매장문화
재 지표조사를 실시한다.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서는 유물산포지, 유적 분포 추정지가
확인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
존지역의 보호) 및 시행령 제3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에 따르면, 유물산포지
와 유적 분포 추정지는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즉 매장문화재 유
존지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유물산포지와 유적 분포 추정지는 발굴조사를 통해 역사적·학술적으로 중요
한 유적이 확인되거나 매장문화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매장문화재의 특성 중 하나인 예측불가능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매장문화재
는 땅속이나 물속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나 범위 및 존재 여부, 유구 및 유물의 시대
나 종류와 수량, 묻혀 있는 환경과 상태, 층위와 밀도, 성격과 가치 등을 발굴조사를 실시
하기 전에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
어와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매장문화재와 매장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 추정되는 지역으로 구분하여 정의해야 한다. 그리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과 존재
가능성이 있는 추정지역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고, 법령형식에 관한 헌법 원칙과 체
계정당성의 원리에 부합하는 동시에 법령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법률과 하위법령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과 존재 가능 추정지역의 범위와 보호 및
13)

관리 , 훼손·파괴에 대한 처벌 조항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해야 한다.

13)  참고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매장문화재 존재 가능 추정지역(유물산포지 및 유적 분포 추정지)에 대한 보호·관
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9조의(문화재 보존 조치의 사후영향조사)]을 발
의한 바 있다(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1241, 201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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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장문화재 보호 원칙의 법정화
1) 책무 조항의 개정
매장문화재 보호는 우리나라의 최고 상위법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로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과 제도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매장
문화재 보호의 출발점이자 기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매장문화재 관계 법령은 각
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매장문화재 조사 수요 억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 및 조사인
력의 자격 기준과 처벌 등에 집중되어 있어 매장문화재 보호라는 측면이 소홀히 다루어
져 있다.
그 결과, 국민은 지정문화재만을 문화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여 지정문화재가 아닌
매장문화재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 매장문화재
보호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 실패와 사회적 인식의 부족 등은 매장문화재 보호와 개
발의 가치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경제성장 및 개발논리에 밀려 매장문화재의 훼손
이나 파괴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여론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국민에게 매장문화재 보호의 소중함과 훼손 및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의무)를 전면 개정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개발사업 시행자의 책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 구분
하여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책임 또는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은 그 법령의 목적 달
성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담당해야 할 책무 등을 정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
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담당해야 할 책무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령
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개발사업 시행자의 책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으로 구
분하여 법률에 규정한 사례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제3조-정부 및 지방공공단체의 임무,
제4조-국민, 소유자 등의 마음가짐)이나 프랑스의 문화유산법전(제5권 제2편 제2장 제1
절-국가의 역할, 제2절-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 국외 선진국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개발도상국인 중국은 헌법에 “국가는 명승고적, 진귀한 문물과 기타 중요한 역
14)

사적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문물보호법(제9조 및 제11조)에
는 “국가가 문물을 보호해야 하며 문물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고취해야 한다”고 규

14)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시행 1982.12.4) 제2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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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표 3).
<표 3> 국가, 국민 등의 책무를 규정한 국외 법률 사례
국 가
일본

프랑스

중국

법률 명칭 및 조항
ㅇ 문화재보호법92007)
  - 제3조(정부 및 지방공공단체의 임무), 제4조(국민, 소유자 등의 마음가짐)
ㅇ 문화유산법전(2007)
  - 제1절 국가의 역할,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ㅇ 문물보호법(2013)
  - 제9조, 제11조

그리고 보호나 보존 및 보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내의 여러 법률에서도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 개발사업 시행자의 책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표 4).
<표 4> 국가, 사업시행자, 국민의 책무를 규정한 국내 법률 사례
법률 명칭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13410호)

조항
ㅇ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2691호)

ㅇ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률 제12779호)

ㅇ 제4조(국가의 책무),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국민의 책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2459호)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12738호)

ㅇ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민의 책무)

ㅇ 제4조(국가·지방자치다체 및 사업자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해야 하는 이유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당연한 책무가 있다. 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및 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매장문
화재 보호 문제는 국민의 자율적인 판단과 인식에만 맡겨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밖에 없다.
개발사업 시행자의 책무를 규정해야 하는 이유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매장문화재
훼손·파괴의 원인을 개발사업 시행자가 제공하며, 매장문화재 훼손·파괴를 통해 이익
을 얻는 수혜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사업 시행자는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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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하고 각종 행정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매장문화재 보호 시
책 등에 적극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야 하는 이유는 헌법 제1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매장문화재 보호 제도 및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감시하고 개선을 요구할 뿐만 아
니라 매장문화재를 향유할 당연한 권리가 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매장문
화재 보호 시책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
며, 국민은 우리 후손들에게 매장문화재를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훼손·파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처벌기준의 강화
매장문화재 보호에 있어서 갈등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보존과 개발의 가치 충돌
이다. 경제성장을 토대로 한 국토개발과 도시개발 등의 기본적인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
적 향상과 물질적 생활의 풍요와 안락을 넘어 정신적인 생활의 문화의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매장문화재 보호를 주장하면서도 매장문화재 보호와 국토개발 사이
의 가치문제가 충돌할 경우 경제·개발·행정 논리 등을 앞세워 한번 파괴되면 다시는
원형복원이 불가능한 국민의 공익적 재산인 매장문화재의 훼손이나 파괴를 당연시하거
나 직접적으로 인체에 해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매장문화재 보호 제도는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국가의 역할을 대신
하여 매장문화재조사라는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는 조사기관과 조사인력에 대한 처벌기
준을 강화하고, 이들의 윤리의식 강조 및 확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 결과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매장문화재 훼손·파괴의 원인을 제공하고,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령의 준수와 각종 행정명령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
한 처벌기준은 있으나 상당히 미약한 결과를 초래했다.
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 명령(지표조사 보고서에 따른 문화재 보
존조치 명령을 말함), 제10조 제2항에 따른 공사 중지 명령(보존조치에 따른 해당 지역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을 말함), 제11조 제2항에 따른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발굴허가
와 관련된 지시,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 허가 취소 명령을 말함), 제14조에 따른 발굴완
료 후 필요한 사항의 지시(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사항 지시 명령을 말함)를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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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
15)

적으로 처벌된 결과는 대부분 벌금형이나 무협의 처분을 받고 있다 .
개발사업 시행자는 매장문화재를 훼손·파괴하더라도 벌금형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
기 때문에 매장문화재의 훼손 및 파괴에 대한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조속한 개발사업 시
행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크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매장문화재 보호와 관계법령의 준수
를 기피하는 것이다.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미약한 것은 개발사업 시행자를 사회적 약자이자
배려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경제개발 논리에 맞추어 매장문화재 관련 제도를 개선하
고,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현재 지표조사 보고서 미제출 및 편법 발주,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 지속적으로 매장문화재 관련 행정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의도적 축소 및 부실조사 유도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은 현행 법률
과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개발사업 시행자는 매장문화
재 보호에 대한 책임과 관계 법령의 준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며, 매장문화재
훼손·파괴 및 부실조사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개발사업 시행자 및 국민에게 매장문화재 보호의 원칙과 훼
손·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관계법령 및 행정조치 명령의 미준수를 사전에 방
지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환경보호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영업정지
(최장 6개월)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자등록 허가 취소 및 조치명령 등을 할 수 있
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처벌기준을 구체적이고 강행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매장문화재 훼손·파괴와 관계법령 및 행정조치 명령의 미준수에 따른 처벌기준의 강
화는 결국 매장문화재 보호와 개발의 가치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법률에 근거한 효
율적인 대처나 행정 집행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매장문화재 보호 행정이 각종 개
발부처와의 행정 및 갈등관계에 놓일 경우 부처간의 업무협조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데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3) 매장문화재조사 관련 규정의 준수
매장문화재는 원형유지 및 발굴조사 금지가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개발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토목공사

15)  매장문화재의 파괴·훼손에 따른 처벌 결과 및 구체적인 사례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자료(2013, 정진후 의원
실)를 통해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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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각종 건설공사를 위해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발공사로 인해 허가를 받아 발굴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
와 함께 제반 과정을 정밀하게 기록하는 것이 기본이며, 조사결과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매장문화재조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재 매장문화재조사와 관련된 각종 기
준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매장문화재조사와 관련된 각종 기준이 제정·시행
되고 있지만 현실에서의 적용 실태를 보면 유명무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단적인 예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과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의 적용 실
태이다.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이 제정된 이유는 학술용역이나 엔지니어링 대가기
준 등을 적용하여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시행자와 조사기
관 사이의 빈번한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여 매장문화재조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사비용 산정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은 매장문
화재조사의 품질 담보, 합리적인 조사비용 및 조사일수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적용 실태를 보면,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대비 지표조
사 비용은 평균 46%, 시굴조사 비용은 평균 65%, 발굴조사 비용은 평균 69%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났다(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14: 50-51).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을 미준수하는 것은 결국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
굴조사의 부실과 훼손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신규 전문인력 채용·양성의 단절, 조사현
장에서의 안전사고 증가, 직업윤리 의식 결여, 종사자의 고용 불안 등 우리나라 매장문화
재조사 분야의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대가기준을 준수
하는 것은 매장문화재조사의 가치를 제고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자 매장문화
재조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매장문화재조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은 매장문화재조사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
하여 단순 가격 중심이 아닌 조사기관과 조사인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역량평가를 통해
적격한 조사기관이 매장문화재조사를 수행함으로써 매장문화재 훼손, 조사 및 결과물에
대한 품질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용되
고 있는 사례는 아주 미비하다.
매장문화재조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시행된 2014년 4월 7일부터 2015년 11월 30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된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을 보
면, 2014년도는 79개 수요기관이 공고한 175건 중 단지 14개 수요기관(약 17%)의 42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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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이, 2015년도는 107개 수요기관이 공고한 261건 중 단지 40개 수요기관(약 37%)의 98
건(약 37%)이 매장문화재조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였다.
이것은 매장문화재조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이라는 제도가 현실에서 거의 적용되지
않는 사문화된 규정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 담보에 심각
한 문제가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을
입찰 공고한 수요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매장문화
재 관계법령과 제도를 준수하여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매장문화재조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처럼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이나 매장문화재조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의 적용 실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장문화재조사 관련 기준은 현실에서 거의 적용되지
않는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
을 보여준다.
매장문화재는 순수공공재로 우리 국민과 세계 인류의 공동재산인 동시에 헌법에서 그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매장문화재조사 행위가 공익적인 성격임을 고려할 때 매장
문화재조사 관련 기준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법제
화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와 같이 법률에 “정할 수 있다”로 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단순히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매장문화재조사의 품
질 관리 및 합리적인 이행 등을 위해 매장문화재조사 관련 기준을 정할 수 있고, 그 정한
16)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하며 , 전문가 실사 및 문화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를 불허해야 한다. 또한 매장문화재 조사 관련 기준의 사문화
방지와 실효성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에서의 적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
링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매장문화재 보호 제도의 효율성 강화
1) 교육과 홍보
지금까지의 매장문화재 보호 제도와 정책은 기본적으로 국가 중심의 행정적인 제도화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 매장문화재 보호·보존과 개발의 가치 사이에 충돌이 발

16)  문화재청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매장문화재조사의 공익성 담보 및 품질 제고를 위해 대가기준 강행규정화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법률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정부부처의 반대로 인해 법률 개정을 하지 못하였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재청 공고 제2015-101호, 20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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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경우 개발이익이라는 경제논리에 밀려 그 실효성에 많은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
이다.
따라서 국가 중심의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제도화와 함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매장문화재 보호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
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
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은 국가의 매장문화재 보호·보존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감시 및 개선을 요구하는 동시에 여론을 형성하는 주체이다. 그리고 매장문
화재는 주변 환경요인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가의 매장문화재 보호 시책
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국가에서 아
무리 완벽에 가까운 매장문화재 보호·보존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더라도 국민의 공감대
없이는 추진과 집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민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한다면, 매장문화재 보호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국가의 매장문화재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개
발이익이라는 경제논리를 앞세운 정책결정이나 사회적 분위기는 국민의 견제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국민은 매장문화재 보호 정책을 우선시 하는 정책결정이나 입법을 하는 대
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원 등을 선택할 것이다. 또한 매장문화
재 보호 및 애호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단체의 결성은 국가의 매장문화재 보
호·관리 및 홍보를 위한 정책의 집행에 따른 재원 및 전문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인 한계
를 극복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매장문화재 보호에 대한 국민의 성숙된 의식과 인식의 중요성은 이미 일본의 “난파(難
波-NANIWA) 유적”과 “이장(伊場-IBA) 유적” 등의 소송 사례나 세계 여러 선진국에서
국민이 자발적으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면서 영구히 지켜나가는 “내셔널트러스
트 운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아
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현재 국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매장문화재 교
육과 홍보를 전담하기에는 전문인력이나 시설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국 각 지역의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15년 8월 기준으로 전국 각 지역의
160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있으며(표 5), 이들 기관에는 2,418명
의 전문인력(문화재청 2015: 51)과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교육과 홍보 업무를 위탁한다면, 국가에서는 별도의 전문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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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력, 시설 등의 확보 없이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매장문화재 교육과 홍보는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성
과 및 실적 위주의 생색내기식 정책을 추진하거나 예산을 편성·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2) 신고포상금 제도의 도입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의무)에서는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할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
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발사업 시행자의 매장문화재 보호 의식과 양심에
만 전적으로 의지하여 매장문화재 보호·보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사업 시행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의 가치와 중요성 등에 대한 인식
이 부족하며, 국토개발에 따른 경제 논리와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매장문
화재 조사비용 부담과 개발사업 차질 등을 우려하여 매장문화재 훼손 및 파괴 사실을 숨
기거나 신고를 기피한다. 그렇다고 국가가 전국의 모든 개발사업 지역 및 공사현장, 매장
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매장문화재 훼손 및 파괴를 실시간 감시하고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국가의 규제 및 감시만으로 모든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해
결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개발사업 시행자의 매장문화재 보호 의식과 양심에만 의지하는 현행 방식과 국가 능력
의 현실적인 한계를 보완하고,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
장문화재의 훼손 및 파괴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불법행위나 불공정행위 등 위·탈법행위를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그 신고자가 규정된 포상금을 받는 것으로 2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70개의 신고포상금 제
도(표 6)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901개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국무총리실 2012: 2)하
는 등 제도가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의 행정력 강화 및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단순히 포상·처벌의 성격이 아니라 법질서 준수 및 자율적 감시
기능과 함께 국민의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매장문화재 보
호의 중요성과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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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정부부처별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현황
부 처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7

7

1

농촌진흥청

2

특허청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제25호

포 상 금 명

법적 근거

분양권 불법전매 등 신고포상금

주택법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공인중개사법

지하수 방치공 찾기 신고포상금

기관장 지시

불법토지거래허가 신고포상금

국토계획법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해양오염물질 및 폐기물배출 신고포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습지보호구역위해 신고포상금

습지보전법

농지불법전용 신고포상금

농지법

가축전염병 신고포상금

가축전염병예찰 실시요령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수산업법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축산물위생관리법

수입식물 검역위반 신고포상금

식물방역법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포상금

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내부신고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불량 농약·비료 신고포상금

식품안전기본법 제30조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부패행위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위조상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의약분업 위반 시민포상금

약사법

장기요양보험 신고포상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건강보험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불법의료행위 신고포상금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금

의료급여사업안내(지침)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7

공정거래위원회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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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

1

2

5

2

부 처

산림청

개수

5

포 상 금 명

법적 근거

불법전용산지 신고포상금

산지관리법

산림 내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불가해자 제보포상금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신고포상금

소나무재선충 방재 특별법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국유재산법

범죄신고보상금
경찰청

2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뺑소니교통사고 신고포상금

식품의약품안전청

1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포상금

식품위생법

해양경찰청

1

범죄신고인 보상금

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1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국유재산법

국민권익위원회

1

부패방지 신고포상금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과학기술부

1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지자체 이양)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 성보호 신고포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밀렵신고 포상금

야생동식물보호법

관세 등 탈루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관세법

여성가족부

환경부

관세청

2

2

2
밀수신고 포상금

법무부

문화재청

4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정치자금법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국가보안법

마약류범죄 신고포상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
보상·포상금

공무원행동강령, 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 등에 대한 포상 및 포상지침

문화재사범 신고포상금

문화재보호법

2
발견매장문화재 신고보상금

소방방재청

1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조달청

1

클린신고보상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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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처

개수

포 상 금 명

법적 근거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탈세제보 포상금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국세청

5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포상금

국세기본법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방위사업청

1

부패행위 신고포상금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1

불법사행행위 신고포상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군 관련 범죄신고 보상금(조사본부)
국방부

3

범죄신고 보상금(기무사)
국방홍보원 부조리 신고포상금

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
국방홍보원 감사업무 지침

※ 출처 : 국무총리실, 2012, 「신고 포상금 제도 분석·평가(요약)」.

3)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의 국가 부담 강화
우리나라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에 소요되는 비
용을 개발사업 시행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단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
사에 한하여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1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지만 지원
18)

조건이나 횟수를 제한하여 운영 하고 있다.
매장문화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사업 시행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매장문화재의 훼손에 대한 보상(원인자부담)과 개발 이익의 사회 환
수(수혜자 부담)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이는 유네스코(UNESCO)의 권고사항이기도

17) 국가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3만제곱미터 미만의 민간 발주 건설공사[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지표조사 절차 등)제5항]이고,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은 단독주택(건축물의 연면적 264제곱미터 및 대지면적 792제곱미터 이하), 농
어업시설물(건축물의 연면적 1,322제곱미터 및 대지면적 2,644제곱미터 이하), 개인사업의 건축물(건축물의 연면적 264제곱
미터 및 대지면적 792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공장(건축물의 연면적 1,322제곱미터 및 대지면적 2,644제곱미터 이하)이다.
18) 지표조사의 경우는 건설공사 시행자와 지표조사 신청자가 동일해야 하며 지원은 1인당 1회이이다. 발굴조사의 경우는 건설공사
의 시행자와 발굴허가 신청자가 동일해야 하며 동일한 건설 목적의 발굴비용 지원은 1인당 1회로 하되 건축 목적이 다른 경우에
는 기존에 신청한 발굴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토지를 임차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당
해 토지소유자도 지원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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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매장문화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사업 시행자가 전액 부
담하도록 한 것은 무분별한 각종 개발행위로부터 매장문화재를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개발사업을 추진
19)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
이러한 법률 규정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매장문화재를 보
호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한 매장문화재의 훼손에 대한 “원인자부담원칙”을 논리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매장문화재조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케 하는
것은 건설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훼손·파괴 및 발견 신고의 기피, 매장문화재 보호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여론 형성, 각종 민원 제기 및 개선 요구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와 갈등 및 분쟁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과정에
서도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을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재산상 부담을 지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 매장
문화재 보호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비용은 국가가 부담함이 마땅하
기 때문에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이유가 없다는 점,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을 개
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국가가 헌법 제9조에 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의무를
20)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 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매장문화재 보호는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매장문화재조사를 통해
얻은 성과와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사를 복원하는 기초 및 교육 자료로 활
용되며, 출토된 유물은 국가에 귀속되어 박물관이나 전시관을 통해 국민 누구나 관람하
고 체험하여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 수혜자는 국민이다. 따라서 개발사업
으로 인한 매장문화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부
담케 하기보다는 국가의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나 공
공기관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제외한 모든 매장문화재 지
표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면적이나 지원 횟수 등에 관계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
다. 국가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각종 개발사업이나 형질변경 등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
연한 의무이다. 또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는 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매장문화재의 존재여
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장문화재 훼손에 대한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개

19) 헌재 2010.10.28. 2008헌바74, 헌재 2011.7.28. 2009헌바244.
20) 헌재 2011.7.28. 2009헌바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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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업 시행자에게 지표조사 비용을 전액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하며 논리적으로도 타당
성과 설득력이 떨어진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비용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따른 매장문화
재 발굴조사를 제외하고는 면적이나 지원 횟수 등에 관계없이 개발사업 시행자가 발굴조
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직접경비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국외 선진국에서도 순수공공
재인 매장문화재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 분담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개발사업 시행자
에게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고 있지 않으며,
국가와 개발사업 시행자의 분담을 병행하고 있다(표 7).
<표 7> 국외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부담 사례
국 가

비용 부담 주체

비용 부담 범위

그리스

국가 부담

재산권 제약에 대한 국가 지원

덴마크

사업시행자부담 +국가 지원

공공목적 발굴조사 국가 지원

독일

사업시행자 부담+국가 지원

국가 지원 범위 및 여부는 주 정부의 재정 능력에 따라 상이함
-주 정부 전액 지원, 일부 지원 등

미국

사업시행자 부담+연방정부
및 주정부 지원

사업시행자 발굴조사 수행에 있어 합리적인 수준의 경비만 일부
부담

스웨덴

사업시행자 부담+국가 지원

공공목적 발굴조사 국가 지원

영국

사업시행자 부담+국가 지원

중요 유적의 경우 국가 지원

이탈리아

사업시행자 부담+국가 지원

면허 취소 시 기 납부금 정부 상환

일본

비영리-국가 부담
영리-사업시행자 일부 부담

지표·시굴조사 비용 국가 부담
정밀발굴조사 영리사업일 경우 직접경비만 사업시행자 부담

중국

국가 부담

국가예산으로 지원

프랑스

사업시행자 부담+국가 지원

사업시행자 예방고고학 부가세 및 발굴조사 직접경비 부담
직접경비 이외 비용 국가 지원

핀란드

사업시행자 부담+국가 지원

공공목적 발굴조사 국가 지원

※ 자료 : 한국행정연구원, 2009, 『매장문화재 조사 품질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의정연구원, 2009, 『매장문화재 조사관련
발굴공영제 도입 타당성 분석』; 윤광진 외, 2010, 『매장문화재 발굴제도개선에 관한 입법평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2010,
『주요국 문화재보호 법제 수집·번역 및 분석』;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최민정, 2013, 「북유럽 3개국(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의 문화재 정책과 활용」, 『야외고고학』제16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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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맺음말
이상으로 매장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보존 및 관리, 법령형식에 관한 헌법 원칙, 체
계정당성의 원리라는 측면에서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
여 살펴보았다.
매장문화재 보호는 우리나라의 최고 상위법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로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관계법령의 제정과 제도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매장문
화재 보호의 출발점이자 기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매장문화재 제도 및 정책의 결정과
행정적 판단은 현재의 상황만을 고려한 미봉책이 되거나 국토개발을 위한 방패로 이용되
어서는 안 되며, 매장문화재 보호라는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은 문화재보호법에 규
정된 매장문화재 관련 조항과 지표조사 규정 및 발굴조사 지침을 법령의 체계에 맞게 재
구성 및 관련 내용을 정비·보완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구제발굴조사에 상당부분
초점이 맞추어져 제정·개정되어 왔다. 그 결과, 매장문화재 보호라는 측면이 소홀히 다
루어졌으며, 법률과 하위법령의 체계성 및 법령형식에 관한 헌법원칙 미흡 등으로 인해
적용과 해석에 따른 빈번한 갈등과 분쟁, 그리고 현실과의 괴리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매장문화재 보호와 개발의 가치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경제성장 및 개발논
리에 밀려 매장문화재의 훼손이나 파괴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여론
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매장문화재 보호 제도는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글에
서 제기한 문제점을 포함하여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며, 법령형식에 관
한 헌법원칙과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전면적으로 재검토 및 개
정해야 할 것이다.
▶논문접수일(2015.12.7) ▶심사완료일(2016.2.11) ▶게재확정일(201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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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of Archaeological Heritage Protection
System and Its Improvement Plan
Min-jeong Choi

(Korean Association for Archaeological Heritage)
Protection of archaeological heritage is an obvious obligation of our nation defined in

the Constitutional Act, the supreme law of Korea. Legislation of laws which are ground for
the protection of archaeological heritage, and establishment and execution of systems and
policies are the starting point and 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of archaeological heritage.

Systems and polices related to archaeological heritage and administrative decisions

shall not be made as a temporary measure or a shield for national development, either. They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protection of archaeological heritage.

However, current laws related to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of archaeological

heritage and their sub-laws have been reorganized and complemented with various

regulations and laws related to archaeological heritage specified i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nd guidelines for excavations according to the system of the laws. They have
been enacted and amended focusing on investigations for restoration of heritage excavated
due to various development projects.

As a result, protection issue was overlooked in dealing with archaeological heritage,

and there are frequent conflicts and disputes in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laws due to
insufficient provisions in constitutional principles in terms of statutory forms and systematic
arrangement of related laws and sub-laws, and gaps with reality.

It is required to review and amend the laws related to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of archaeological heritage and their sub-laws in full scale and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protect and manage archaeological heritage effectively including solving the problems
raised in this study and improvement plans, and secure the clarification on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laws as well as corresponding to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regarding
statutory forms and the principle of system legitimacy.

Key words : Archaeological heritage, Protection, Preservation, Principle of system
legitimacy, Constitutional principles in terms of statutory 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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