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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고에서는 먼저 호서지역에서 발굴 조사된 지석묘 자료를 집성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확인된 지석묘의 수는 약 700여 기이지만, 실제 발굴 조사가
이루어져 보고된 것은 59개 유적 184기에 불과하다. 지석묘의 형식은 전체적으로
개석식의 비율이 높은 가운데 탁자식과 기반식 또한 다수 확인된다. 축조 시기는 출토
유물을 볼 때 대체로 송국리 문화 단계, 즉 후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 호서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다수의 송국리형 묘제가 분포하는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지석묘
문화가 일정 수준 이상 번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호서지역 지석묘의 특징으로 성토부나 묘역 시설 등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은 점, 지석묘
축조 또는 보호와 관련된 시설로 추정되는 주공렬이 확인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현지답사를 통해 호서지역 지석묘의 보존 현황 및 활용 실태를 살펴보았다.
문화재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지석묘는 13개 지점 57기,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발굴 조사 이후 보존된 지석묘는 20개 지점 49기이다. 현지답사 결과
대체로 보존된 지석묘의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는 지석묘의
재질이 암석이라는 점에 기인한 것이며, 실제로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지석묘의 문화재적 가치를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교육적·활용적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 호서지역 지석묘의 분포
및 특징에 적합한 보존 및 활용 방안으로는 각지에서 조사된 다양한 형식의 지석묘를
한 곳으로 모아 전시하는 테마파크의 조성이 필요하다. 여기에 각종 편의 시설은 물론
유물 전시관과 교육 공간, 학술 자료실 등을 마련하여 정기적인 체험 행사 및 교육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일반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방문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지석묘 연구
센터로서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지석묘, 보존, 활용, 테마파크, 호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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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지석묘는 한반도의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유구 가운데 하나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가 확인되고 있다. 지석묘에 대한 분석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시도되어, 관련 연구
를 모두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성과들이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적 증가와 함
께 질적인 수준도 상당히 높아져 기존의 단순한 편년 및 지역상 연구를 벗어나 최근에는
지석묘 문화와 사회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호서지역 지석묘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소수에 불과한 편이며, 이는 지석묘의 조사 사
례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지금까지 호서지역에서 발굴 조사된 지석묘 자료를 집성하여 그 특징
을 살펴보았다. 필자는 이미 2009년에 이러한 작업을 시도한 바 있는데(孫晙鎬 2009), 기
존의 집성을 바탕으로 이후 보고된 최신 자료를 추가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는 지석묘와 송국리형 묘제의 비교를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송국리 문화 관
련 유적이 확인되지 않는 한강유역의 지석묘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즉, 대전과 충
남 전역, 그리고 충북의 청원, 보은, 옥천, 영동 등지의 자료만 다루었는데, 본고에서는
호서지역의 전체적인 지석묘 현황과 보존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강유역에 해당하는
충북의 사례까지 모두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호서지역 지석묘의 보존 현황 및 그 활용 실태에 대해 언급하였다. 호서지역
에서 문화재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지석묘는 모두 13개 지점 57기이다. 우선 이들에 대
한 현지답사를 통하여 현재의 보존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다. 이밖에 문화재로 지
정되지는 않았지만 발굴 조사 이후 보존된 지석묘 20개 지점 49기에 대해서도 현지답사
를 실시하고 관찰 결과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석묘 보존 및 활
용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히면서 글을 마무
리하였다.

Ⅱ. 발굴 조사된 지석묘의 현황과 특징
호서지역의 지석묘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로 구분되지만, 자연지리
적 환경 및 문화권역으로 볼 때에는 한강유역권과 금강유역권으로 나누어진다. 금강유역
과 달리 한강유역에서는 송국리 문화의 직접적인 증거들이 거의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유역별 구분이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다. 금강유역권을 금강본류역과 서해안지역

호서지역의 지석묘와 그 보존 및 활용 107

으로 세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한강유역과 달리 양자 모두에 송국리형 묘제가 분포하
고 있어 본고의 분석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호서지역에서 확인된 지석묘의 수는 약 700여 기에 이른다(박양진 1999; 하문식 1999).
이 중 대부분은 지표 조사에서 발견된 것으로 실제 발굴 조사가 이루어져 보고된 지석묘
는 59개 유적 184기에 불과하다(표 1, 그림 1). 본고에서 지석묘로 판정한 유구는 상석이
존재하거나 상석이 없어도 지석이 잔존하여 확실히 지석묘로 상정되는 것만으로 제한하
였다. 따라서 상석이 발견되지 않는 석곽 또는 석관의 경우 지석묘로 보고되었다 하더라
도 모두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물론 송국리형 묘제에서 확인되지 않는 구조인 석곽
이나 지석묘와 함께 조사된 석곽 또는 석관의 경우 지석묘의 하부 구조일 가능성이 높지
만(孫晙鎬 2009: 142-143), 보다 확실한 자료를 집성한다는 측면에서 검토 대상에 포함하
지 않았다.
<표 1> 발굴 조사된 호서지역 지석묘 일람
번호

1

유적명

제천 황석리

입지

평지

수량

형식

출토유물

비고

참고문헌

26

개석식

적색마연토기, 유절병검,
일단병검, 유경석검, 만입촉,
이단경촉, 일단경촉, 곡옥,
관옥, 인골

묘역

金載元·尹武炳 1967; 李隆助
外 1984

개석식

만입촉, 일단경촉

묘역

2

제천 구룡리

평지

3

3

제천 양평리

평지

2

4

제천 계산리

평지

3

5

제천 광의리

평지

1

탁자식
묘역

金秉模·金明辰 1984

성혈

李隆助 1984

개석식

6

제천 진목리

평지

9

기반식,
개석식

7

제천 방흥리

평지

1

개석식
기반식

8

제천 도화리

평지

1

9

제천 왕암동

평지

1

崔楨苾 外 2002
崔夢龍 外 1984

10

제천 평동리

구릉

1

위석식

11

제천 능강리

구릉

2

기반식

黃龍渾 1984a, 1984b,
1984c

일단경촉

黃龍渾 1984d

평기식촉

성혈

하문식 외 2015

성혈

중앙문화재연구원 2002
하문식 외 2015

만입촉, 이단경촉, 일단경촉

崔楨苾 外 2001

12

제천 강제동

구릉

3

개석식

손명수·김태홍 2009

13

제천 명도리

구릉

1

개석식

이융조·이윤석 1991a

14

제천 학산리

구릉

1

15

충주 지동리

평지

1

개석식

이융조·이윤석 1991b
黃龍渾 1984e

16

충주 함암리

평지

9

기반식,
개석식

17

충주 하천리

평지

2

기반식,
개석식

18

충주 가주동

구릉

2

개석식

적색마연토기

19

괴산 사창리

구릉

4

개석식

만입촉, 구옥
유경석검

20

서산 반양리

구릉

1

개석식

21

당진 동곡리

구릉

1

기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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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역, 성혈

李東馥 1984
金秉模 外 1984a, 1984b

성혈

中央文化財硏究院 2003a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2
李南奭 1987
최병화·이우석 2012

번호
22

유적명
보령 평라리

입지
평지

수량
3

형식

출토유물

개석식

비고

참고문헌

송국리형 묘제
공반

이융조 외 1996

23

보령 노천리

평지

6

개석식

24

보령 소송리

구릉

3

개석식

백제시대 재이용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0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0

25

보령 달산리

구릉

5

개석식

묘역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0

26

보령 양기리

구릉

13

27

보령 죽청리

구릉

1

탁자식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0

28 보령 관창리1 구릉

3

탁자식,
기반식

公州大學校博物館 2001

29 보령 관창리2 구릉

1

탁자식

송국리형 묘제
공반

吳相卓·姜賢淑 1999

30

보령 주교리

구릉

1

탁자식

주변 주공렬

李弘鍾·孫晙鎬 2004

31

보령 화산동

구릉,
평지

8

탁자식,
기반식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0

吳圭珍·朴有貞 1999

32

서천 이사리

구릉

9

33

부여 내곡리

평지

2

탁자식

李弘鍾 外 2005

34

부여 산직리

구릉

2

기반식

35

부여 석우리

구릉

3

탁자식,
개석식

36

부여 현미리

구릉

5

기반식,
개석식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2011

37

논산 신기리

평지

5

탁자식,
개석식

金元龍 1960a;
金載元·尹武炳 1967

38

논산 원봉리

구릉

1

개석식

39

대전 추목동

평지

1

개석식

40

대전 사성동

평지

1

개석식

성혈

정석배·신철호 2008
부여문화재연구소 1993

일단병검

송국리형 묘제
공반

유절병검, 일단경촉

손준호·조은하 2011

池健吉 1978
성토부, 성혈

金珍泰 2004
尹武炳 1978

41

대전 원내동

구릉

5

탁자식

池健吉 1977

42

대전 대정동

구릉

3

탁자식

李弘鍾 外 2002

43

대전 가오동

구릉

1

44

대전 비래동

구릉

3

개석식
개석식

45

대전 송촌동

구릉

1

46

대전 관저동

구릉

1

47

연기 석교리

평지

4

48

연기 황용리

구릉

1

49

연기 월산리

구릉

2

탁자식

50

연기 송원리

구릉

2

탁자식

51

음성 양덕리

평지

1

기반식

52

청원 가호리

평지

1

개석식

비파형동검, 적색마연토기,
만입촉

성혈

中央文化財硏究院 2003b

성토부, 성혈

성정용 1997
大田保健大學博物館 2002
沈正輔·孔錫龜 1995

탁자식

성혈

慶尙北道文化財硏究院 2015

성혈

慶尙北道文化財硏究院 2015

주변 주공렬

이홍종 외 2012b
이홍종 외 2010
李隆助 1986

성혈

李隆助 1979

53

청원 다락리

구릉

1

朴禛雨 1993

54

청원 황탄리

구릉

1

이홍종 외 2012a

55

청원 황청리

구릉

2

56 청주 월오동1 평지

1

기반식

金花貞 外 2012

57 청주 월오동2 구릉

4

기반식,
개석식

58

옥천 석탄리

평지

1

탁자식

59

영동 유전리

평지

1

기반식

中原文化財硏究院 2013
묘역

정진명·임현묵 2011
李隆助 1979

일단병검, 일단경촉, 석부

金元龍 196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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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발굴 조사된 호서지역 지석묘 분포(유적 번호는 <표 1>의 번호와 일치)

이상의 자료 집성을 바탕으로 호서지역 지석묘의 형식적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전체
적으로 개석식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이 관찰된다. 이는 남한지역 지석묘 형식의 일반
적인 경향성으로 호서지역 또한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개석식 이외의 형식으로는 한
강유역권에서 기반식이, 금강유역권에서는 탁자식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위석식의 경우
평동리에서 조사된 1기가 유일하다. 세부적으로는 한강유역에서 탁자식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에 비해, 금강유역에는 기반식 또한 적지 않게 분포한다. 결국 전체적으로 개석식
의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탁자식과 기반식 또한 다수 확인되는 것이 호서지역 지석묘
형식의 특징이라 하겠다.
이밖에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을 보면, 우선 비래동과 추목동 지석묘에서 확인된 성
토부의 흔적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묘역이 설치된 지석묘가 황석리, 구룡리, 진목리, 함암
리, 달산리, 월오동에서 조사되었는데, 주로 개석식 지석묘와 조합되는 사례가 많다. 이
러한 성토 흔적과 묘역 시설은 다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다수 관찰되는 것에 반해, 호서
지역에서는 확인된 수도 많지 않고 그 형태도 뚜렷하지 않아 그다지 선호되지 않은 구조
라 할 수 있다. 한편, 성혈은 12개 유적에서 관찰되었는데, 특별한 지석묘 형식과의 상관
관계나 지역성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호서지역 지석묘에서 관찰되는 특수한 사례로서 지석묘 주변에 설치된 주공렬이 주목
된다. 주교리와 월산리 지석묘에서 확인되었는데, 지석묘 축조 또는 보호와 관련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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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李弘鍾·孫晙鎬 2004: 93; 이홍종 외 2012b: 532). 잔존 상태
가 양호한 주교리유적의 사례를 보면 주공은 지석묘 주위를 원형으로 둘러싸고, 경사면
아래쪽으로는 약 2m 정도의 간격을 이루며 1열로 배치되어 있다. 주공의 깊이는 대체로
10㎝ 내외인데 지석묘의 북쪽과 남쪽에 자리한 2개의 주공만 30㎝ 이상으로 차이를 보인
다. 2개의 주공만 특히 깊은 것은 지석묘 상석 축조와 관련된 시설의 존재를 짐작케 하며,
지석묘 주위를 원형으로 둘러싼 것은 지석묘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경사면에 열상으로
배치된 주공은 묘도로서의 구조물일 가능성이 상정된다(孫晙鎬 2002: 8).
지석묘의 개별 특징 이외에 필자는 앞서 언급한 논고를 통하여 호서지역에서 지석묘와
송국리형 묘제의 관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孫晙鎬 2009). 그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
약되는데, 첫째 지석묘와 송국리형 묘제가 모두 다수 확인되며, 둘째 지석묘와 송국리형
묘제가 서로 지역성을 보이면서 배타적인 분포를 나타내고, 셋째 일부 양 묘제의 결합 양
상이 관찰되는 경우 지석묘가 상징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결국 호서지역은 다른 지
역에 비하여 다수의 송국리형 묘제가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 속에서 지석묘
문화가 일정 수준 이상 번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필자의 주장과는 달리 최근 호서지역에서 지석묘와 송국리형 묘제의 배타적 분
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발표된 바 있다(이명훈 2015: 44-47). 이 연구에 따르면
양 묘제가 동일 유적 내에 존재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대부분 10km 범위 내에 공존하며,
지석묘가 1기만 확인된 유적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송국리형 묘제와의 분포상 차이를 발
견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지석묘 주변에서 확인된 1~2기의 석관묘는 지석묘의 하부
구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송국리형 묘제로 판단하여 양 묘제의 공존 사
례로 볼 수는 없다. 또한 10km의 범위 상정과 소수 지석묘 유적까지 모두 포함한 송국리
형 묘제와의 분포 비교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자리한 분묘 간의 관계나 유적별 지
석묘 밀집도의 차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지석묘의 축조 시기는 출토 유물을 통하여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
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지석묘가 도굴되거나 하부 구조가 훼손된 상태로 확인되었
기 때문에 유물의 출토 예는 소수에 불과하다. 전기의 확실한 유물 형식이 출토된 것으로
는 한강유역권에서 황석리, 구룡리, 능강리, 사창리유적의 삼각만입촉, 이단경촉, 금강유
역권에서 비래동유적의 비파형동검, 적색마연토기, 삼각만입촉을 들 수 있다. 상대적으
로 한강유역권에서 전기의 사례가 많은 편인데, 가장 많은 유물이 출토된 황석리 지석묘
의 경우 이미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해당하는 것임이 지적된 바 있다(宋滿
榮 2001: 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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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석묘에서 후기 송국리 문화 단계에 해당하는 유물이 확인된 예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전기에 비하여 다수를 차지한다. 한강유역권의 황석리, 구룡리, 계
산리, 능강리유적과 금강유역권의 석우리, 원봉리, 유전리유적에서 유절병검, 일단병검,
일단경촉 등이 출토되었다. 상석이 발견되지 않아 본고의 검토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지
만, 지석묘 하부 구조의 가능성이 높은 매장주체부 출토 유물을 모두 합해 보아도 역시
후기 단계의 형식이 다수를 차지한다(孫晙鎬 2009: 146). 호서지역에 비하여 많은 부장 유
물이 확인된 다른 지역의 지석묘에서도 후기에 해당하는 형식의 출토 사례가 많기 때문
에, 호서지역에 있어서도 지석묘의 축조는 주로 후기에 이루어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좀 더 늦은 시기의 유물로는 제천 도화리유적의 지석묘 매장주체부에서 출토된 평기식
촉 1점이 있다. 공반 관계가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지만, 상석 아래와 매장주체부 주변
에서 평기식의 석검과 검파두식도 각 1점씩 수습되었다. 이들은 모두 초기철기시대의 표
지적 유물 형식이기 때문에, 지석묘의 축조 시기가 이에 해당함을 짐작할 수 있다. 호서
지역에서는 가장 늦은 시기의 지석묘로 판단되는데, 1기에 불과하여 단정하기는 어렵지
만 한강유역권의 지석묘가 금강유역권에 비해 존속 기간이 길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강유역권에서 송국리 문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송국리형 묘제가 확
인되지 않는 점이 지석묘 장기 존속의 배경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Ⅲ. 보존 및 활용 실태
1. 문화재 지정 지석묘
호서지역에서 발견된 지석묘 가운데 문화재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것은 충북지역에
서 기념물 3건(충주 조동리·신청리, 옥천 석탄리), 충남지역에서 기념물 3건(홍성, 부여
산직리, 서산 둔당리), 문화재자료 4건(논산 신기리, 금산 천내리·용화리, 보령 죽청리),
대전광역시에서 기념물 2건(내동리, 비래동), 문화재자료 1건(칠성당)으로 모두 13개 지
1)

점 57기가 이에 해당한다(표 2). 다른 지역에 비해 지정된 수가 많지 않은 편인데, 현재의
보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지점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하였다.
답사 결과 지정된 지석묘는 안내판과 보호 펜스 등을 설치하여 대부분 양호하게 보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옥천 석탄리나 보령 죽청리유적의 경우는 지석묘 옆에 정

1)  홍성 지석묘와 칠성당 지석묘의 경우 확인된 곳의 소지역명을 따라 부여되는 일반적인 작명법에 위배되지만, 문화재청에 등록된 명
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혼란을 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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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벤치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쉼터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그림 2-③·3-⑤). 충주
조동리 지석묘의 경우도 바로 앞에 평상 시설이 있어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설이
낙후되고 보호 펜스 등도 설치되지 않아 보완이 요구된다(2-①). 보존 상태가 가장 좋지
않은 것은 홍성 지석묘로, 4기 가운데 금국리와 학산리의 경우 풀이 자라 상석 일부가 덮
여 있는 상태이다(2-⑤⑥).
한편, 안내판에 기재되어 있는 지석묘의 개수가 실제와 다른 경우도 확인되었다. 논산
신기리유적의 경우 안내판에는 현재 15기의 지석묘가 남아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현지
답사 결과 상석 8개와 지석으로 추정되는 석재 2개만 발견되었다(3-②). 상석이 없는 지
석을 하나의 무덤으로 간주하여도 최대 10기가 잔존하는 셈인데, 지석묘가 위치하였던
<표 2> 호서지역 문화재 지정 지석묘 현황
번호 지역 유적명 지정 종류 지정 번호

수량
안내판 QR코드 보호펜스 편의시설
(발굴)

특이 사항

1

충주
조동리

기념물

제119호

1

○

○

×

△

보존 상태 불량, 지석묘 앞에 평상 시설이
있지만 낙후

2 충북

충주
신청리

기념물

제133호

1

○

×

×

×

보존 상태 양호

3

옥천
석탄리

기념물

제147호

(1)

○

○

○

○

보존 상태 양호, 정자와 벤치 설치, 축조
당시의 모습 재현

4

홍성

기념물

제28호

4

○

×

○

×

보존 상태 불량, 안내판과 상석 일부가 수풀로
덮여 있음, 문화재청과 홍성시 홈페이지에
잘못된 주소 기재

5

부여
산직리

기념물

제40호

(2)

○

×

○

×

보존 상태 양호, 경관적 중요성 인정

6

서산
둔당리

기념물

제63호

1

○

×

○

×

보존 상태 양호, 경관적 중요성 인정,
안내판에 기반식으로 설명되어 있지만 실제
탁자식으로 추정

○

×

△

○

보존 상태 불량, 정자 설치, 일부 보호 펜스
미설치, 안내판에 15기로 기재되어 있지만
현재 10기 잔존

7

충남 논산
문화재자료 제278호 5+(5)
신기리

8

금산
문화재자료 제335호
천내리

9

○

○

×

×

보존 상태 불량, 경관적 중요성 인정,
안내판에 12기로 기재되어 있지만 현재 9기
잔존

9

금산
문화재자료 제336호
용화리

3

○

○

×

×

보존 상태 양호, 경관적 중요성 인정

10

보령
문화재자료 제372호
죽청리

12

○

○

△

○

보존 상태 양호, 정자와 벤치 설치, 일부 보호
펜스 미설치

11

내동리

기념물

제3호

(4)

○

×

○

×

보존 상태 불량, 토지 소유 업체에서 출입구를
봉쇄하여 자유로운 관람 불가능

12 대전 비래동

기념물

제33호

(2)

○

○

○

×

보존 상태 양호, 주변의 경작과 수목 식재로
외부에서 유적이 잘 보이지 않음

7

○

×

○

×

보존 상태 양호, 주민들이 매년 칠석날 당제를
지냄

13

칠성당 문화재자료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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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가 남아있어 인위적인 이동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밖에 금산 천내리유적의 안
내판에도 지석묘 12기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9기밖에 확인할 수 없었다(3③). 감독 기관의 소홀한 관리 하에 지석묘가 훼손 및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유적은 대부분 인터넷 지도 검색이나 내비게이션에 위치가 표시되어 있으며, 유적 외
부에도 안내판이 설치되어 찾아가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다. 단, 예외적으로 홍성 지석묘
는 검색이 되지 않고 홍성시 홈페이지나 문화재청의 문화재 통합 GIS 인트라넷 시스템에
잘못된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유적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2-④~⑦). 한편, 대전 내동
리(현재의 행정구역명은 원내동) 지석묘의 경우 토지 소유 업체에서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어, 대전시 문화재 담당 학예사의 이름을 대고 경비원의 감시 하에 겨우 관람이 가능하
였다(3-⑥). 현지답사 결과 역시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풀이 상당히 자라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 대전 비래동 지석묘는 주변의 경작과 수목 식재 등으로
외부에서 그 존재가 눈에 띄지 않는 편인데, 외부 안내판의 설치를 통해 관람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3-⑦).
총 57기의 지정 지석묘 가운데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옥천 석탄리 1기, 부여 산직
리 2기, 대전 비래동 2기, 대전 내동리 4기, 논산 신기리 5기로 모두 합해 14기에 불과하다
(2-③⑧·3-②⑥⑦). 나머지 지석묘 중에는 크기나 형태상 상석이 아닐 가능성이 있거나
경사면에 위치하여 이동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발굴 조사를 통해 그
구조와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지석묘의 경우도 그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어 청동기시대 당시의 형태를 추정 복원한 사례는 석탄리 지석묘가 유일하
며(2-③), 나머지는 조사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상태이다. 이미 발굴 조사를
통해 학술적 목적의 기록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활용이라는 측면
에서 축조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여 지석묘의 위용을 나타내는 편이 좋을 것 같다.
모든 유적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의 경우 전체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편이다. 특히 발
굴된 유적은 단순한 조사 결과의 나열뿐만 아니라 조사 당시의 현장 상황이나 출토 유
물 등에 대한 사진을 제시하여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
된 안내판은 석탄리 지석묘의 사례가 유일하다(2-③). 몇몇 유적의 경우 스마트 시대를
맞이하여 안내판에 QR코드가 부착되어 있지만, 안내판보다 약간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뿐 해당 지석묘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담아낸 사례는 없다. 안내판 모두에 동일
한 QR코드를 부착하여 지석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비용
을 절감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된다. 한편, 서산 둔당리의
사례처럼 탁자식 지석묘를 기반식으로 잘못 설명한 안내판의 경우 하루빨리 내용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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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충주 조동리 지석묘

② 충주 신청리 지석묘

③ 옥천 석탄리 지석묘

④ 홍성 지석묘(태봉리)

⑤ 홍성 지석묘(금국리)

⑥ 홍성 지석묘(학산리 1)

⑦ 홍성 지석묘(학산리 2)

⑧ 부여 산직리 지석묘

<그림 2> 호서지역 문화재 지정 지석묘 보존 상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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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산 둔당리 지석묘

② 논산 신기리 지석묘

③ 금산 천내리 지석묘

④ 금산 용화리 지석묘

⑤ 보령 죽청리 지석묘

⑥ 대전 내동리 지석묘

⑦ 대전 비래동 지석묘

⑧ 대전 칠성당 지석묘

<그림 3> 호서지역 문화재 지정 지석묘 보존 상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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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적인 측면에서는 구릉의 정상부나 말단부에 자리하여 지석묘 앞으로 강이나 들이
펼쳐져 있는 부여 산직리, 서산 둔당리, 금산 천내리·용화리 등의 경우 경관의 중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현지 보존하는 것이 좋다(2-⑧·3-①③④). 또 주민들이 매년
칠석날 당제를 지내는 대전 칠성당 지석묘도 현지 보존이 필요한 사례에 해당한다(3-⑧).
그러나 주변 지형의 변형으로 입지상의 경관적 의미가 사라진 경우는 원래의 발견 위치
를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례들은 오히려 한 곳으로 모아 다양한 형
태의 지석묘를 체험할 수 있는 지석묘 공원을 조성하는 편이 일반인들의 관심과 방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박물관이나 대학교 등으로 옮겨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
법도 있다.
충주 조동리나 옥천 석탄리 지석묘의 경우는 인근에 자리한 조동리 선사 유적 박물관
과 옥천 선사 공원으로 옮겨 전시하는 편이 교육적·활용적 가치가 훨씬 높다(2-①③).
옥천 선사 공원에는 이미 석탄리 지석묘가 모형으로 전시되어 있지만, 강화 플라스틱으
로 만든 모조품을 통해서는 실제 지석묘에서 받는 감동을 전혀 느낄 수 없다. 이와 달리
부여 산직리 지석묘는 입지상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인근의 송국리 선사 취락지 자료관으
로 이전하지 않는 편이 좋다(2-⑧). 단, 송국리 취락 거주민의 제사 행위가 이루어진 공간
으로 상정된 바 있어(孫晙鎬 2007: 55), 축조 당시의 상태로 복원한 후 이러한 내용을 반영
하여 송국리 문화 체험 축제 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문화재 비지정 지석묘
2008년 출간된 실태 조사 보고서를 참고하면, 호서지역에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
만 발굴 조사 이후 보존된 지석묘 사례는 9개 지점에서 24기가 확인된다(한국문화재조사
연구기관협회 2008). 여기에 이 보고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이전 및 현지 복원 결과
가 따로 보고되거나 필자의 개인적인 탐문 조사로 확인된 사례 11개 지점 25기를 추가하
면 총 20개 지점 49기의 지석묘가 호서지역에 보존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36기는 인근
지역으로 이전 복원되었으며 제천 구룡리, 도화리, 평동리, 보령 관창리와 화산동, 부여
내곡리와 현미리에서 모두 13기의 지석묘가 현지에 그대로 남아있다(표 3).
이전 복원된 지석묘 중에는 정식 발굴 조사 및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4기 존재
한다. 충북대학교박물관 앞 야외 전시장에는 청원 문덕리 지석묘 1기가 보존되어 있는데,
안내판에 대청댐 수몰지역에서 이전된 것으로 설명되어 있으나 관련 문헌이 존재하지 않
아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없다. 또 문의문화재단지에는 지표 조사 시 확인된 청원 학평리
(忠北大學校博物館 1983: 107-110)와 수산리(忠淸北道 1982: 72) 지석묘가 각 1기씩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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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호서지역 문화재 비지정 지석묘 이전 및 현지 보존 현황
번호 유적명

수량
이전 현지

보존 장소

관련 시설

보존과정
기록

특이 사항

금성초등학교

안내판,
보호펜스, 벤치,
유물전시관

○

보존 상태 양호, 안내판 일부 훼손, 안내판에 발굴
당시 사진 제시, 교육 활용

충북대학교

안내판, 보호펜스

×

보존 상태 양호, 2기 중 1기는 청원 문덕리
지석묘, 안내판에 개석식을 기반식으로 기재하고
기반식으로 복원, 교육 활용

○

보존 상태 불량, 비닐하우스와 밭에 인접,
지석묘인지 알기 어려움

×

보존 상태 양호, 주변에 발굴 당시 확인된 석재
배치, 수목이 인접하여 세부 관찰 불가능

○

보존 상태 불량, 상석 일부만 노출, 현재
토지소유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상태이나
이행되지 않음

안내판, 정자,
유물전시관

○

보존 상태 불량, 케이블카 주차장 공사로 일부 위치
이동과 함께 훼손, 유물전시관에 능강리 지석묘
관련 유물 없음

1

제천
구룡리

2

2

제천
방흥리

2

3

제천
도화리

4

제천
왕암동

5

제천
평동리

6

제천
능강리

2

7

보령
관창리

1

2

이전:고인돌공원,
안내판,
현지:교각(관창2교) 아래 보호펜스, 벤치

×

보존 상태 양호(이전)·불량(현지), 조사 시 설치된
트렌치로 인해 붕괴 위험(현지), 안내판에 기반식을
탁자식으로 기재

8

보령
화산동

3

1

이전:한양조씨문중토지,
안내판, 보호펜스
현지:도로(국도36호)변

○

보존 상태 양호(이전)·불량(현지), 축조 당시 상황
일부 재현, 현재 도로공사부지에 편입되어 이전
계획 중(현지)

9

서천
이사리

9

10

부여
내곡리

11

부여
현미리

12

대전
추목동

13

1

1
1

도로(도화로)변
왕바위공원

1

안내판, 벤치

전원주택부지 내 매몰

청풍문화재단지

서천봉선리유적공원

안내판

×

보존 상태 불량, 상석 일부가 수풀로 덮여 있음,
발굴 당시 상황과 다른 배치

2

도로(지방도611호)변

안내판

×

보존 상태 불량, 향토유적 37호, 각종 폐기물과
비닐하우스에 인접, 외부에서 유적이 보이지 않음,
안내판에 설명 없음

5

도로(지방도723호)변

안내판, 벤치

×

보존 상태 불량, 향토유적 41호, 각종 폐기물
인접, 상석 일부가 수풀로 덮여 있음

1

자운대체력단련장
(골프장)

안내판

○

보존 상태 양호, 군부대 시설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관람 불가능

대전
대정동

3

한샘근린공원

안내판, 벤치

×

보존 상태 양호, 이전 시 2호 지석묘 파손, 안내판
일부 훼손, 안내판에 발굴 당시 사진 제시

14

대전
가오동

1

가오근린공원

안내판, 벤치

×

보존 상태 양호, 석제 안내판에 글씨를 새김

15

연기
석교리

2

나성동독락정역사공원

×

나성동독락정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이곳으로 이전 계획

16

연기
송원리

2

한솔동백제고분역사공원

×

보존 상태 양호, 발굴 당시 상황과 다른 배치,
지석묘인지 알기 어려움

17

연기
장재리

1

공주대학교

×

보존 상태 양호, 수목 인접, 지석묘인지 알기
어려움

18

음성
양덕리

1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

유물전시관

×

보존 상태 양호, 지석묘인지 알기 어려움,
유물전시관 폐쇄로 관람 불가능

19

청원
가호리

3

문의문화재단지

안내판, 보호펜스

×

보존 상태 양호, 3기 중 1기는 학평리·1기는
수산리 지석묘, 축조 당시 상황을 재현하였으나
개석식을 탁자식으로 복원

20

청원
황청리

2

국립청주박물관

안내판, 벤치

×

보존 상태 양호, 안내판에 설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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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

되어 있다(그림 6-⑤). 이밖에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앞 잔디밭에 자리한 연기 장재리 지
석묘(百濟文化開發硏究院 1999: 45)는 도로 확장 공사로 멸실될 위기에 처한 유구 중 1기
를 옮겨 놓은 것이다(6-③).
보존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지만, 앞서 살펴본 문화재 지정 지석묘에 비해서는 좋지 않
은 편이다. 가장 심각한 상태인 것은 현지 보존된 제천 평동리 지석묘로, 전원주택 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완전히 매몰되었다가 현재 확인을 위해 상석의 윗부분만 노출되어 있다
(4-⑤⑥). 제천시 문화재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토지 소유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
졌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제천 능강리 지석묘는 청풍문화재단지로 이전
복원되었으나(4-⑦), 단지 내 케이블카 주차장 공사 시 주변을 절토하면서 지석묘 인근에
관련 석재와 안내판 등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는 상태이다(4-⑧). 이 과정에서 지석묘의
위치 이동과 함께 상석의 일부가 훼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대전 추목동 지석
묘는 군부대 시설인 골프장 내에 위치하여 미리 관람을 신청하고 안내인과 동행하지 않
으면 지석묘를 관찰할 수 없다(5-⑦).
이밖에 보존 상태가 좋지 않은 사례들은 주로 현지에 복원된 경우가 많다. 제천 도화리
와 부여 내곡리·현미리의 지석묘는 비닐하우스, 경작지, 각종 폐기물과 인접하며 일부
는 수풀에 덮여 있기도 한다(4-③·5-⑤⑥). 보령 관창리 지석묘 가운데 현지 보존된 2
기는 교각 아래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며 조사 시 설치된 트렌치에 의한 붕괴 위험
도 있어(5-②), 3호 지석묘가 이전 복원된 고인돌 공원으로 하루빨리 옮기는 것이 좋을 듯
하다(5-①). 보령 화산동의 경우도 역시 이전된 3기는 보존 상태가 양호한 데 반하여(5③), 현지에 남겨진 1기는 현재 추가 도로공사 부지에 편입되어 결국 이전될 운명에 처해
있다. 현지 보존된 사례 중에서 상태가 좋은 것은 금성초등학교 내에 자리한 제천 구룡리
지석묘 1기뿐이다(4-①).
한편, 이전 복원된 경우도 모두 보존 상태가 양호한 것은 아니다. 이사리유적에서 조사
된 9개의 상석은 서천 봉선리유적 공원으로 이전되었는데, 발굴 당시의 상황과 다른 배치
는 물론 현재 수풀로 덮여 있어 그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기도 어렵다(5-④). 제천 왕암동
이나 연기 장재리의 경우는 지석묘에 인접하여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유구의 자세한 관
찰이 불가능하다(4-④·6-③). 또 대전 대정동 지석묘는 3기 중 1기가 파손되어 있는데,
이전 과정에서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5-⑧). 그러나 이러한 사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전
반적으로는 상기한 바와 같이 현지 보존보다 이전 복원된 지석묘의 상태가 양호한 편이
다. 현지 보존된 사례의 경관적 중요성도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지석묘의 안전한 보호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이전 복원이 보다 바람직한 보존 방식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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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천 구룡리 지석묘

② 제천 방흥리 지석묘

③ 제천 도화리 지석묘

④ 제천 왕암동 지석묘

⑤ 제천 평동리 지석묘(하문식 외 2015: 79)

⑥ 제천 평동리 지석묘

⑦ 제천 능강리 지석묘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08: 654)

⑧ 제천 능강리 지석묘

<그림 4> 호서지역 문화재 비지정 지석묘 보존 상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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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령 관창리 지석묘(이전)

② 보령 관창리 지석묘(현지)

③ 보령 화산동 지석묘

④ 서천 이사리 지석묘

⑤ 부여 내곡리 지석묘

⑥ 부여 현미리 지석묘

⑦ 대전 추목동 지석묘

⑧ 대전 대정동 지석묘

<그림 5> 호서지역 문화재 비지정 지석묘 보존 상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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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전 가오동 지석묘

② 연기 송원리 지석묘

③ 연기 장재리 지석묘

④ 음성 양덕리 지석묘

⑤ 청원 가호리 지석묘

⑥ 청원 황청리 지석묘

<그림 6> 호서지역 문화재 비지정 지석묘 보존 상황 3

지석묘의 복원은 조사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것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축조 당시의 상
태로 복원한 것은 제천 방흥리와 청원 가호리 지석묘 2예에 불과한데, 이 또한 개석식을
전자는 기반식으로, 후자는 탁자식으로 복원하여 실제와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4②·6-⑤). 보령 화산동의 경우도 축조 당시의 상황을 일부 반영하였으나, 깨진 상석의 위
치를 조정하고 지석이 잘 보이도록 노출시키는 등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약간의 연출이
이루어졌을 뿐이다(5-③). 한편, 축조 당시는 물론 발굴 조사 당시의 상황과도 일치하지
않는 복원 사례로는 앞서 언급한 서천 이사리와 연기 송원리 지석묘가 있다(5-④·6-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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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활용이라는 측면을 생각하면,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축조 당시
의 모습을 재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탁자식의 경우 쓰러진 상태로 조사되는 경우가 대부
분이기 때문에, 청동기시대 당시의 모습과는 그 위용이라는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존
재한다. 물론 탁자식을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경우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의 기술력으로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개석식이나 기
반식의 경우는 상석 못지않게 매장주체부의 형태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보존이나 복원
이 어렵다면 안내판을 이용하여 발굴 당시의 상황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안내판에 매장주체부와 출토 유물의 사진을 제시한 것은 제천 구룡리 지석묘
사례가 유일하다(4-①). 대전 대정동 지석묘의 안내판에도 사진이 제시되어 있으나, 매장
주체부가 아닌 발굴 당시의 상석과 지석의 사진이기 때문에 정보 제공에 있어서 큰 의미
는 없다(5-⑧). 안내판의 대다수는 해당 지석묘의 정보가 부족한 편인데, 특히 제천 방흥
리와 보령 관창리 지석묘의 안내판에는 무덤 형식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4-②·5-①②).
또 부여 내곡리와 청원 황청리 지석묘 안내판에는 유적명 이외의 설명이 전혀 없다(5⑤·6-⑥). 아예 안내판이 존재하지 않는 사례도 제천 도화리, 연기 송원리·장재리, 음
성 양덕리 지석묘에서 확인되는데(4-③·6-②~④), 이 경우 지석묘인지를 판단하는 데에
도 어려움이 있다. 한편, 안내판이 일부 훼손된 사례들을 감안하면, 대전 가오동 지석묘
의 경우처럼 석제 안내판에 글씨를 새기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하다(6-①).
교육적 활용도가 높은 사례로는 제천 구룡리와 방흥리의 지석묘를 들 수 있다(4-①②).
각각 금성초등학교와 충북대학교에 위치하여 재학생의 교육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연기
장재리, 청원 황청리 지석묘도 공주대학교와 국립청주박물관에 자리하여 활용 가능성이
높지만, 전자는 안내판도 없이 방치되어 있으며 후자의 경우 소형 상석 2개만 잔존하여
형태상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6-③⑥). 한편, 금성초등학교에는 구룡
리 지석묘 출토품의 복제 유물을 전시하여 교육 효과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이와 달리 제
천 능강리와 음성 양덕리의 지석묘 근처에는 유물전시관이 존재하지만, 관련 유물이 전
시되지 않거나 아예 폐쇄되어 교육적인 활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이 호서지역 출토 문화재 비지정 지석묘의 이전 및 현지 보존 현황을 살펴보
았다. 그런데 이러한 보존 과정에 대한 내용이 보고서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보존 사실에 대한 간단한 언급을 제외하면 발굴 보고
서에 사진을 제시하여 그 과정을 짐작할 수 있는 사례가 4건,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부록으로 첨부한 사례가 2건 존재할 뿐이다(李浩炯·吳圭珍 1999; 정광용·노유종 2004).
전자는 모두 세종대학교박물관, 후자는 모두 충청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발간된 보고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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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조사 기관 및 관련 연구자의 가치관에 따라 기록 및 공개 여부가 결정된 것으로 보
인다. 보존에 사용된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 등도 문화재 복원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며 충분한 학술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보다 많은 연구
자가 쉽게 이용하도록 의무적으로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Ⅳ.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
앞에서 호서지역 지석묘의 보존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문화재로 지정된 것과 그
렇지 않은 것 사이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보존 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그
러나 이는 지석묘의 재질이 암석이라는 점에 기인한 바가 크며, 실제로는 사후 관리가 거
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것들이 적지 않다. 이 장에서는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호서지역 지석묘 보존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앞으로의 개
선 방향에 대하여 필자의 생각을 간단하게 밝히고자 한다.
가장 먼저 호서지역 지석묘 보존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일부 훼손된 사례
들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현지 보존된 지석묘를 매몰시켜 현재 상석 일부만 노출된 사례,
이전 시 파손된 상석을 복원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사례, 보존 지역 주변을 공사하면서
관련 석재를 상석 위에 쌓아 훼손한 사례 등이 확인된다. 이밖에 조사 시 설치된 트렌치로
인해 상석의 붕괴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 이들은 모두 문화재 비지정 지석묘에 해당
하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그 처리 문제에 대한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최종규 2015: 79-80). 더 이상의 훼손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한편, 아직 훼손되지는 않았으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들도 다수 확인
된다. 지석묘가 수풀에 덮여 있거나 주변에 비닐하우스, 경작지, 각종 폐기물 등이 자리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문화재 비지정 지석묘, 그 중에서도 특히 현지 보존된 유구
가운데 이러한 사례가 많다. 비지정 지석묘의 관리 소홀이 다수 발생하는 이유는 지정 문
화재와 달리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김종승 2015: 33). 따라서 이를 분명히 하
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 현지 보존된 지석묘의 관리 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전 복원이 보다 효과적인 보존 방식임을 나타낸다.
지석묘의 복원 방식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확인된다. 대부분의 경우 조사 당시의 상황
을 재현하고 있는데, 활용이라는 측면을 생각하면 축조 당시의 모습을 복원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지석묘는 오랜 기간 지상에 노출되어 훼손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원래 형태로
복원하여 지석묘의 위용과 의미를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잘못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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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사 시의 정황과 기존 연구 성과들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
으며, 아직 조사되지 않은 지석묘는 발굴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구조와 성격을 파악하
는 것도 요구된다. 그러나 비용, 안전, 관리 등의 문제로 인해 원래 상태로의 복원이 어려
운 사례도 있다. 이 경우 지석묘 축조 당시의 모습은 물론 주변 경관까지 그래픽으로 복
원한 다음 이를 증강 현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면, 극대화된 시각적 효과를 바탕
으로 일반인의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허의행·안형
기 2012: 323).
보존된 지석묘 앞에는 대부분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에는 안내판이 없어 지석묘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도 존재한다. 또 해당 지석묘
의 형식이나 개수 등이 잘못 표기된 경우도 있어 수정이 요구된다. 안내판에 제시된 정보
는 대체로 부족한 편인데, 발굴 당시의 상황이나 출토 유물 등에 대한 내용까지 기재하여
관람객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 QR코드를 부착하여 다양한 관련 정보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방법도 관심을 유도하는 데에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한편, 아직 발굴 조사가 이
루어지지 않은 문화재 비지정 지석묘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안내판 설치를 확대할 필
요성도 제기된 바 있다(박순발 2004: 171).
다음 문제점으로 보존된 지석묘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지 보존 지석
묘의 접근성이 더 나쁜 편인데, 그나마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는 외부 안내판 등을 통하
여 관람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토지 소유 업체가 출입구를 봉쇄하거나 골프장 내에 자리
하여 관계자의 허가를 얻어야만 관찰이 가능한 사례는 자유로운 관람이 가능한 곳으로의
이전이 요구된다. 한편, 지정 지석묘는 일부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인터넷이나 내비게이션을 통해 위치 검색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지정 지석묘는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데, 문화재청이나 해당 지역 홈페이지를 통해 지석묘의 위치와
찾아가는 방법 등을 제공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활용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일부 학교 내에 자리한 지석묘를 제외하면 대
부분의 경우 교육적으로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이 가능한 장소에서 교육에 적
합한 형태의 지석묘를 대상으로, 학습 대상자의 수준에 맞춰 개발된 프로그램을 통한 교
육이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신경숙 2012: 68). 한편, 공원 내에 자리하거나
주변에 벤치, 정자 등이 위치한 경우 주민 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민간 신앙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해당 공간에서 지석묘의 존재 의미는 거의 없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화유산의 활용이 필수 과제가 된 우리 시대에(신희권 2014:
283), 지석묘의 활용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이 호서지역 지석묘의 보존 및 활용 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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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게 정리해 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호서지역 지석묘에 적합한
보존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서지역의 지석묘는
엄청난 크기의 대형 상석이 존재한다거나 대규모의 군집을 이루는 사례가 드문 편이다.
또 성토부가 축조되거나 묘역 시설이 설치된 경우도 많지 않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
으로 지석묘 문화가 발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조사된 각각의 지석묘를 현
지에 보존하거나 혹은 현지와 가까운 곳으로 이전 복원하는 방식으로는 일반인의 관심을
유발시켜 관람을 유도하기에 무리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필자는 각지에서 조사된 다양한 형식
2)

의 지석묘를 한 곳으로 모아 전시하는 테마파크의 조성을 제안하고 싶다. 최근 각 지자
체마다 경쟁적으로 추진한 테마파크 조성 사업 중 성공 사례라 할 수 있는 것은 손에 꼽
을 수 있을 정도이다. 결국 차별성과 경쟁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테마파크의 건립은 막대
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만 가져올 뿐이다. 물론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경제적 논리
로만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를 무조건 등한시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
다. 국가 경제의 발전과 함께 문화 향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새로운 수요
에 맞춘 테마파크의 건립으로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 이를 통해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지석묘의 훼
손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석묘 테마파크의 건립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고고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각
을 반영해야 한다(金榮彪·安鎭煥 2006: 174-175). 관리 계획 수립의 전 과정에 지역민들
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한상우 2005: 2526), 기본적인 학술성 유지를 위해 관련 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구된다(김진·정은
2012: 128). 부지는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지역별 국공유지를 활용하거나 국가에서 매입
을 통해 마련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박종섭 2015: 97). 물론 호서지역에서 확인된 모든 지
석묘를 한 곳으로 이전 복원하자는 것은 아니다. 입지적·경관적 중요성이 인정되거나
그 자체로 나름의 군집을 이루는 경우, 마을 주민들의 쉼터나 공공장소, 민간 신앙의 대
상으로 오랜 기간 이용된 사례 등은 각각의 상황에 맞게 현지에서 보다 잘 관리되고 활용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석묘 테마파크에는 각 형식을 대표하면서 교육 및 활용에 적합한 형태와 규모의 지
석묘를 주로 이전하며, 축조 시의 모습으로 복원하여 청동기시대 당시의 위용과 의미를

2)  단순한 유적 공원으로서의 성격 이외에 일반인의 관심과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위락 시설이 갖추어진 복합 공간이라는 의미
에서 테마파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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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 지석묘 자체의 복원뿐만 아니라 지석묘를 둘러싼
다양한 인간 활동을 최첨단 그래픽 기법을 통해 복원함으로써 관람객의 흥미 유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안내판과 각종 편의 시설은 물론 유물 전시관과 교
육 공간 등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체험 행사 및 교육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일반인의 지속
적인 관심과 방문을 유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안내판과 편의 시설의 설치 시에는 지석묘
유적 공원을 위해 개발된 공공디자인을 이용할 필요도 있다(이재익 외 2010: 433-435; 허
진하 외 2009: 501-502).
한편, 지석묘 테마파크에 관련 자료가 집대성된 학술 자료실을 마련함으로써 호서지역
지석묘 연구 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석묘에 대한 각종 보고서와
관련 문헌, 연구 성과는 물론 발굴 과정 및 이전·복원 시의 기록까지 확보하여 일반인뿐
만 아니라 연구자들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관리와 교육
프로그램의 운용도 가능할 것이다. 이밖에 지속적인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 여부가 지
석묘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테마파크 관련 관광 기반 시설의
확충, 주변 관광 자원과의 연계 개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의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전영호 1999: 195-196).
그런데 상기한 방안의 실행과 함께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지석묘
에 대한 가치를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
는 지석묘 테마파크의 건립이 일반 국민들의 환영 속에 추진되고 또 관심 속에 활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가운데 지석묘의 인지도, 매력도, 만족도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는 것은(이영진 외 2011: 2), 일반 대중을 위한 홍보와 교육, 활용 등이 절
대적으로 부족하였음을 나타낸다. 고고학적 연구 성과를 대중적 자료로 다듬어 재생산하
지 못한 부분에 대해 고고학자 스스로의 반성이 요구되며(李暎澈 2006: 152),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실현 가능한 대중화의 방안들을 하나씩 마련하여 실제의 행동으로 옮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Ⅴ. 맺음말
이상과 같이 호서지역의 지석묘 자료를 집성하여 그 특징을 살펴본 후, 보존 및 활용
실태와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였다. 사실 이미 다른 연구를 통해 지
석묘 보존 시의 문제점과 유의 사항(최종규 2015: 72-74), 관리 방향과 활용 방안(이영문
2008: 103-118) 등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진 바 있으며, 본고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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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 성과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지석묘가 상대적으
로 발달하지 못한 호서지역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한 문제점
의 제기와 호서지역 지석묘의 분포 및 특징에 적합한 보존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다.
지석묘는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유구일 뿐만 아니라 한국 고고학을 대표하는
유구로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고고학적 연구 대상이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2000년에는 고창·화순·강화의 지석묘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으며, 그
이후 지석묘에 대한 보존은 더욱 강화되어 현재에는 발굴 조사된 지석묘의 거의 대부분
이 현지 또는 이전 복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보존은 지석묘의 문화재
적 가치를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교육적·활용적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
았다. 본고에서 지석묘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였는데, 이밖에도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융통성 있는 보존과 활용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보
존을 위한 보존보다 활용을 위한 보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본고는 2015년 제39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에서 발표한 글(손준호 2015)에 새로운 자료
를 추가하고 내용을 대폭 수정·보완하여 완성한 것이다. 먼저 당시 발표의 기회를 주신
경북대학교 이성주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편, 기초 자료 조사와 현지답사 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선생님들께 도움을 받았다. 때로는 전화로, 또 때로
는 직접 찾아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
번 깊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답사 과정에 동참하여 길치인 필자가 목적
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중원문화재연구원의 이혜경 선생께 감사의 마음을 전
하고 싶다. 지석묘 찾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진 필자의 인생 또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논문접수일(2016.4.30) ▶심사완료일(2016.6.10) ▶게재확정일(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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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Dolmen Sites
in the Hoseo Region
Joon-ho Son
(Korea University)

This paper firstly establishes a corpus of excavated dolmens in the Hoseo region to
understand their characteristics. While more than seven hundred dolmens are confirmed,
only one hundred eighty four dolmens from fifty nine sites are reported. As for the type
of dolmens, the cover stone style(Kaesoek-sik) dominates a significant part, also large
numbers of the table style(Takja-sik) and Go-board style(Kiban-sik) are confirmed.
Excavated artefacts show that these dolmens were built mainly in the stage of the Songgukri culture, or the Late Bronze Age. In this period, much more Songguk-ri style tombs are
distributed in the Hoseo region, which seemingly prevented flourish of dolmens in this
area. In addition, mounds or sign stones for cemetery area were not preferred, while pillar
pit lines are confirmed, probably for the protection of the area of dolmens.
Second, site reconnaissance was conducted for the sake of research for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dolmen sites. The dolmens registered as cultural properties count fifty
seven dolmens in thirteen cases, conserved ones without registration count forty nine in
twenty cases, most of which are preserved in good condition. However, it is only due
to their material, stone, which kept them from significant degradation as in many cases
they seem not to be well managed. Especially there are few effort for raising awareness
of importance of dolmens as cultural properties to the citizens through educational use
of these dolmens. Considering the variety of dolmen styles in the Hoseo area, it can be
proposed that the archaeological park where they show this variety of dolmens in one place
should be built. Not only basic facilities but also a space for educational activities, academic
archives should be prepared so that they can hold regular experience learning programs and
educational activities to raise awareness of citizens, as well as to play a role as a research
centre of dolmens.
Key words : Dolmens, Conservation, Utilization, Archaeological Park, the Hoseo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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