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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부지 내 유적은 근래 청주 지역 내에서 행해진 가장
큰 규모의 매장문화재 조사로,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중요한
문화유적이 확인되었다. 특히 Ⅶ지구에서는 각종 생산시설을 포함한 원삼국∼삼국시대의
대규모 취락유적이 발견됨으로써, 주변의 고분군과 함께 청주의 고대 문화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발굴조사 성과와는 별개로 청주 테크노폴리스유적은 매장문화재 조사 진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특히 중립을 지켜야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행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문화재의 보호나 보존 보다는 지역경제활성화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비롯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라 하겠다.
청주 테크노폴리스유적 내 Ⅶ지구는 충적지 지표조사의 한계점을 분명하게 드러낸 바,
앞으로는 대규모 개발에 앞서 고지형 분석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유적의 존재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표본조사 등을 통해 유적의 존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표조사 방안이 필요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 개발에 따른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 단계부터 문화재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부득이하게 기관 연합 발굴조사가 실시되는 상황에서는 현장 조사뿐만 아니라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도 각 기관의 소통과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고 판단된다.
국가 소유인 매장문화재는 공공재라는 점에서, 발굴조사 정보 역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되는 것이 당연하며, 발굴조사 현장 마찬가지인데, 물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청주 테크노폴리스유적의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매장문화재 조사와 관련한 여러
문제는 발굴조사 기관, 문화재청, 지자체, 사업시행자, 학계 등이 함께 소통하면서 앞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주제어 : 테크노폴리스유적,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발굴조사, 현상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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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총 면적 1,527,575㎡) 내 유적은 2014년부터 시·발굴조사가
시작되어 2016년에 조사가 완료되었다. 문화재 시굴조사 대상 구역 696,770㎡ 중 239,268㎡가
발굴조사로 전환되어, 근래 청주 지역 내에서 행해진 가장 큰 규모의 매장문화재 조사였다.
조사대상 면적이 넓은 만큼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중원문화재연구원, 충청북도문화재연구
원, 호서문화유산연구원과 충북대학교박물관, 충청대학교박물관 등 청주 지역에 연고를 두
고 있는 6개의 조사기관이 모두 발굴조사에 참여하였다.

<그림 1>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와 주변 매장문화재 분포양상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관리지도)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는 행정구역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2동 일대
에 위치하며, 현재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외북동에 산업단지가, 송절동에 주거단지
가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부지 주변으로는 청주 내곡동유적, 송절동유적, 신봉동유적,
봉명동유적 등 선사와 고대의 중요한 유적이 분포하고 있어, 사업시행 초기부터 학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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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있었다.
2년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청주 테크노폴리스 사업부지에서는 구석기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화유적이 확인되었다. 특히 Ⅶ지구에서는 각종 생산시설을 포
함한 원삼국∼백제 한성기에 걸친 대규모 취락유적이 발견되어, 주변의 고분군과 함께
청주 지역의 고대 문화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림 2> 청주 테크노폴리스부지 유적 항공사진(조사단 제공)

그러나 청주 테크노폴리스유적은 학술적인 가치에 비해 그 내용이 전국적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며, Ⅶ지구는 대규모 취락유적임에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
간에 조사를 마쳐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발굴조사가 완료된 현 시점에서 조사 진행 과정
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들
은 발굴조사 기관이나 문화재청, 지자체, 사업시행자, 학계 등이 소통하면서 개선해가야
할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 문제가 발생하게 된 여러 원인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간 여러 경로로 매장문화재 조사의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있어왔지만, 청주 테크
노폴리스 사업부지 내 유적을 대상으로 매장문화재 조사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
여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살펴 앞으로 우리나라 매장문화재 조사의 제도 개
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해 보고자 한다.
사실 청주 테크노폴리스유적은 아직 발굴조사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고, 또 여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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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조사했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행히 조사에 참여했던
발굴조사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기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던 바, 조사기관 관계자
들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를 드린다. 분명히 밝혀두는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이 극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들과 관계 기관의 노력을 평가절하하는 것
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매장문화재 조사 제도의 개선을 위해 청주 테크노폴리
스유적 조사 진행과정 등을 구체적 사례로 삼아 현실적인 상황과 문제를 진단해 보고자
하는 것임을 재차 강조한다.

Ⅱ. 청주 테크노폴리스 사업부지의 매장문화재 조사 경과
1. 사업의 시행과정
청주 테크노폴리스는 청주시가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강서2동 일대에 추진하고 있
1)

는 약46만평(1,527,575㎡)의 대규모 첨단복합 산업단지 이다. 2007년 10월 5일자 충북인
뉴스에는 당시 하이닉스 반도체의 3·4라인 공장 증설 계획에 따라 청주시가 이를 유치
하고자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시가 주도적으로 민간업체와 손을 잡고 행정력을
2)

동원해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기사 가 게재되어 있어, 당시 사
업 추진의 배경을 짐작해볼 수 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2016년 12월 22일에 청주테크
노폴리스 산업단지 입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3만4235㎡ 용지에 2019년 6월까지 2조
2000억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 건물과 클린룸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사업 시행자인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청주시와 7개의 민간개발사가 2008년에
공동출자를 통해 설립한 회사(자본금 100억)로, 청주시가 8개의 기관 중 두 번째로 많은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청주테크노폴리스의 홈페이지에는 각종 인허가 지원
은 청주시가, 자금과 관련한 금융은 한국산업은행이, 시공은 ㈜대우건설, 분양은 ㈜신영
3)

이 담당하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어 , 사업과 관련한 시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할 당시만 하더라도 당초 98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

1) 최근 SK하이닉스와 LG생활건강이 투자협약을 통해 공장 증설을 구체화 하면서, 테크노폴리스 산업부지의 전체 면적은 당초 152
만7575㎡에서 15.6%(23만8천867㎡) 늘린 176만7629㎡로 확장되었다고 한다. (NEWSIS 2016년 12월 15일 기사).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215_0014584312&cID=10806&pID=10800
2) (주)청주테크노폴리스에 공기업이 빠진 사연 (충북인뉴스 2007년 10월 5일 기사).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278
3) 홈페이지 내 주주 소개 항목 (http://www.cjtp.co.kr/about_us/shareholde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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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리만브라더스 사태로 일어난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
당 사업은 좌초 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후 청주시는 사업 규모를 절반가량으로 줄여 2012년 2월에 총 46만평에 대한 개발계
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청주시는 이와 동시에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이사회에서 금융 대출에 따른 실행조건을 합의해주었으며, 2013년 5월 28일에 개최된 시
의회에서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동의안이 통과되자, 연말에 3,100억
원대의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2014년 3월 18일에는 사업을 계획한지
7년 만에 2017년 준공을 목표로 한 청주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기공식이 열리게 되었다.

2. 지표조사의 진행과정
1) 지표조사의 시행
문화재보호법 제91조제1항 및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라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인
청주 테크노폴리스 사업부지에 대한 지표조사는 2008년 초에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과
충청대학박물관에 의해 2007년 당시의 사업 예정 면적이었던 5,226,000㎡를 대상으로 실
시되었다.
2008년 1월 21일에는 사업구역이 최종 3,255,162㎡로 변경 확정(지구계 결정)되었으나,
이미 지표조사 계약이 체결되어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바, 보고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청주 산업단지 조성 예정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2008)에 따르면, 당시
사업구역이 대폭 축소된 이유는 기존에 알려져 있던 유물산포지, 보전산지 및 수림이 양
호한 자연녹지,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상 기결정된 공원 등과 같은 문화재 보존과 환경적
측면의 고려에 따라 1,911,900㎡의 면적이 원칙적 제척지역으로 설정되어 사업 구역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지표조사 결과 사업부지 내에서는 총 3개 지구 18곳에서 구석기시대∼조선시대
에 이르는 유물산포지가 확인되었고, 시굴조사가 필요한 면적은 전체 면적의 44.7%에 달
하는 2,338,393㎡로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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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표조사 결과

②개발지역 조정안(청주시)

<그림 3> 지표조사 결과와 개발지역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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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문위원회 의견
지표조사 결과를 놓고 열린 자문위원회에서는 매장문화재와 관련하여 ①유적분포범
위가 넓고 중요 유적이 많아 산업단지 조성부지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지역으로, ②지표
조사와 기존의 조사내용을 보면, 원삼국시대의 유구가 밀집 분포하여 중부지방의 문화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만약, ③사업부지를 조성할 경우 제척 지역의 유적
문화재 보존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며, ④가능한한 제척지를 포함
하여 사업예정부지에 대해서는 전체 부지를 매입하여 시굴조사 등을 통해 문화재 분포범
위를 확실히 파악하여 보존과 공사 가능 지역을 구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3) 사업의 착수(지자체, 사업시행자)
지표조사 자문위원회의에서 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와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제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에서는 청주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①지역 균형발전 및
고용창출로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발판 마련을 통하여 중부권의 경제적 핵심도시로 지
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②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조성을 통
한 지방의 경제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대한 경쟁의 우월을 선점하는 시기에 청주시에서
는 첨단산업업체 유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
하는 것이 타시도에 비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③사업계획을 수립하
면서 사업시행을 위한 문제점 해소와 더불어 문화재에 대한 보존 및 피해를 방지하기 위
해 유물산포지역을 최대한 제척하여 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불가피하게 산업단
지내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도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철저한 시발굴조사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공장용지를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단지조성공사 추진시에는 문화재가 최대한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
한 대책을 수립이행하고자 한다고 주장하여 사실상 사업을 강행할 것임을 밝혔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사업부지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는 2008년 8차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
재분과의 심의를 거쳐, 유물산포지에 대해 별도의 허가를 받아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발굴조사과-제8057호(2008.07.04.) 공문: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 이후 2008년 8
월에는 98만평(총면적 3,263,087㎡)에 달하는 청주 테크노폴리스 지구지정이 승인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자금 조달의 문제로 사업의 시행이 늦춰져 2013년에는 사업부지
가 총면적 1,527,575㎡(46만평)로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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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굴조사의 진행과정
1) 시굴조사의 착수
최종 사업면적의 조정에 따라 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시·발굴조사의 대상 면적 또
한 903,099㎡에서 696,770㎡로 감소되었다. ㈜청주테크노폴리스에서는 청주시와의 협의
를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자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산포지를 모두 6개
지구로 분할하여 매장문화재조사 전문기관 및 대학 박물관 등 총 6개 기관에 시굴조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대한 매장문화재 조사 안건이 2013년 문화재위원회 제7차 매장문화재
분과 회의를 통과하여, 2014년 3월부터 각 지구별(Ⅰ∼Ⅵ지구)로 시굴조사가 시작되었다.
당시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시굴조사지역의 지구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청주 테크노폴리스 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조사 지구별 현황4)
구분

위치

조사기관

시굴면적(㎡)

Ⅰ지구

송절동

한국선사문화연구원

149,617

Ⅱ지구

송절동

호서문화유산연구원

112,531

Ⅲ지구

외북동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Ⅳ지구

외북동

Ⅴ지구

발굴면적(㎡)

지표조사

36,465

Ⅰ-2지역
Ⅰ-5지역

68,936

Ⅱ-5지역
Ⅱ-9지역

201,350

25,986

Ⅱ-10지역

중원문화재연구원

152,855

14,542

Ⅲ-1지역
Ⅲ-2지역

외북동

충청대학교박물관 /
호서문화유산연구원

50,681

14,542

Ⅲ-6지역

Ⅵ지구

외북동

충북대학교박물관

29,736

2,030

Ⅲ-3지역

Ⅶ지구

송절동

한국선사문화연구원
등 4개 기관

125,003

미확인

합계

표본면적(㎡)

44,044

155,730
667,034

2) 발굴조사로의 전환
시굴조사 결과, 대부분의 지구에서 원삼국∼백제를 중심으로 하는 유적과 조선시대 분
묘 유적 등이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시굴조사는 발굴조사로 전환되었다. 구릉 지역이 중심
이 되는 곳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유적과 함께 주로 원삼국시대의 토광묘가 확인되었다.
아직까지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전체 양상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Ⅰ지구에서는
취락과 백제 토광묘가, Ⅴ지구(호서문화유산연구원)에서는 초기철기단계 주거지 및 토광
4) 조사 진행 과정에서 각 지구의 대상 면적에 일부 조정이 있어 구체적인 수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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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와 함께, 주머니호 등의 와질토기와 유개대부호·원저단경호 등이 출토되는 원삼국시
대 토광묘와 주구 토광묘가 확인되었다(성정용 2016: 22).
<표 2> 청주 테크노폴리스 사업부지 내 발굴조사 주요 현황5)
조사기관

청동기시대

원삼국∼백제

비고

Ⅰ지구

한국선사문화연구원

-

주거지 51기
토광묘 35기(삼국 27기)
제철로 3기, 폐기장 3기

학술자문회의 5회
전문가 검토회의 2회

Ⅱ지구

호서문화유산연구원

주거지 8기

토광묘 232기(삼국 1기)
옹관묘 12기(삼국 1기)

학술자문회의 4회
전문가 검토회의 1회

Ⅲ지구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주거지 7기

토광묘 49기

학술자문회의 10회
전문가 검토회의 1회

Ⅳ지구

중원문화재연구원

주거지 1기
토광묘 1기

-

학술자문회의 4회
전문가 검토회의 2회

Ⅴ지구

호서문화유산연구원

주거지 7기
석관묘 1기

(초기철기 주거지 1기)
토광묘 39기, 옹관묘 1기

학술자문회의 6회
전문가 검토회의 2회

Ⅶ-1지역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주거지 144기
제철로 5기, 폐기장 2기

학술자문회의 2회
전문가 검토회의 2회

Ⅶ-2지역

중원문화재연구원

주거지 129기, 폐기장 1기

Ⅶ-3지역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Ⅶ-4지역

호서문화유산연구원

Ⅶ-5지역

호서문화유산연구원

진입도로부지
진입도로부지

합계

주거지 9기

주거지 183기, 제철로 9기

학술자문회의 3회
전문가 검토회의 3회

제철로 9기, 폐기장 1기

학술자문회의 1회

주거지 9기

주거지 16기
제철로 1기, 폐기장 1기

학술자문회의 1회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주거지 3기

토광묘 3기

?

호서문화유산연구원

-

토광묘 5기

?

주거지 44기
분묘 2기

원삼국 분묘 338기
백제 주거지 523기
제철로 27기, 폐기장 8기
백제 분묘 29기

5) 약보고서 등을 보고 수합한 수치이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전체 정황은 파악이 가능하다. 원삼국∼백제의 경우 주거지와 제철
로 등은 모두 백제시대의 것이고, 분묘의 경우에만 원삼국시대와 백제시대로 구분되는데 괄호는 백제시대 분묘의 수치를 명기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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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청주 테크노폴리스 사업부지 지구별 구획도

3) Ⅶ지구의 유적 발견과 조사
삼국시대의 대규모 취락유적이 발견된 Ⅶ지구는 청주시를 남동에서 북서방향으로 관
통하는 무심천의 하류 좌안에 위치하는 충적평야지역으로, 2008년 지표조사 당시에는 유
물산포지로 잡히지 않았던 곳이다.
그렇지만 한국선사문화연구원이 조사한 Ⅰ지구의 동쪽 주변으로 소토 및 슬래그가 섞
인 생활유적이 확인되었고, 이와 연접한 평탄대지에 대한 표본조사의견이 제시되었다.
두 차례의 표본조사한 결과, 추정 주거지 54기, 수혈 71기, 구상유구 8기, 소성유구 2기 등
이 확인되어, 2015년 1월 29일 문화재청이 실시한 전문가 검토회의에서는 98,643㎡(당초
면적: 155,730㎡)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청주테크노폴리스에서는 청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Ⅶ지구는 발굴조사 대상면
적이 매우 넓어 장기간의 조사가 예상되는데, 공사 일정이 시급하므로 Ⅶ지구를 동일한
면적(32,881㎡)의 3개 구역으로 등분하여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중원문화재연구원, 충청
북도문화재연구원에 발굴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발굴조사는 문화재청의 발굴허가(2015-0158호)를 받아 2015년 3월 23일에 착수하였다
(실조사일수 150일). 조사 결과 모든 구역에서 대략 4세기대에 해당하는 주거지가 대규모

청주 테크노폴리스유적 사례를 통해 본 매장문화재 조사의 현상진단

79

로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Ⅶ지구 3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청동기시대 문화층
이 공존하고 있음이 밝혀져, 7월 2일에 열린 문화재청 주관 1차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확
대 조사가 결정되었다.
한편, Ⅶ지구 발굴지역의 경계에서도 북쪽과 남쪽으로 유적이 연장되고 있음이 확인
되어, 9월 30일에 문화재청 주관으로 열린 2차 전문가 검토회의에서는 기존의 발굴범위

<그림 5>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부지 내 Ⅰ지구와 Ⅶ지구 유적 분포 양상(조사기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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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쪽으로 확장하여 조사를 추가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청주테크노폴리스에서는 Ⅶ지구의 확장 구간 중 북쪽은 Ⅶ-4지역(5,196㎡)으
로, 남쪽은 Ⅶ-5지역(14,463㎡)으로 명명하였고, 호서문화유산연구원에서 2015년 11월부
터 추가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주거지 500여기와 다수의 제련유구, 각종 수혈 등 여러 기의 유구가 확인된 Ⅶ지구
의 1·2·3지역은 실조사일수 150일로는 발굴조사를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
차 전문가 검토회의에서는 조사 구역의 범위 확대 및 지속적인 발굴조사의 실시가 논의되
었고, 이에 ㈜청주테크노폴리스와 협의를 통해 실조사일수를 60일 연장하기로 하였다.
Ⅶ지구의 발굴조사는 1·2·3지역이 2015년 12월 19일에, 4·5지역이 2016년 1월 15일
에 종료되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Ⅶ지구에서 발견된 취락은 인근의 봉명동 고분군과 대체로 평행한
단계(4세기대)이며, 제련과 단야·옥공방 등의 각종 생산시설이 함께 발견되었다. 그러나
수장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볼만한 유구가 조사 지역 내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3세기(송절
동 고분군 단계)나 5세기(신봉동 고분군 단계)대의 취락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
대 도시의 일부일 가능성이 제시되었다(성정용 2016: 26∼27).

4. 유적 보존 방안 논의
유적 보존 방안에 대해서는 조사가 막바지에 이른 시점부터 논의되었다. 2015년 11월
11일에 열린 학술자문회의에서는 청주 테크노폴리스 사업부지 내 유적은 청주 지역의 고
대문화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대규모 취락 유적인 만큼, 발굴조사의 결과를 적극 활
용하여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12월 4일
에 열린 3차 문화재청 주관 전문가 검토회의에서도 ㈜청주테크노폴리스측에 학술적 가
치가 있는 중요 유구(주거지, 제철유구)에 대한 3D측량과 전사의 필요성, 유구의 보존방
안과 전시관 설립·운영 방안의 수립을 요구하였으며, 청주시에는 제척유적에 대한 보존
방안을 제출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유적 보존방안과 관련하여 문화재위원회의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에서도 여러
차례의 심의가 있었다. 2015년도 10차 회의(2015.09.18.)에서는 유적의 보존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보존 방안을 제출받아 검토하기로 하였고, 12차
회의(2015.11.20.)에서는 유적은 복토하여 보존하되 복토 후 유적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
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13차 회의(2015.12.18.)에서는 ㈜청주테크노폴리스가 제시한 4가지 유적 보존 방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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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센터 내 전시공간, 주민센터 옆 근린공원 부지내 유적공원 조성 등)을 검토하여 전시계
획 보완 및 현지조사 후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2016년 1월 15일 실시된 현지조사에서는 유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실내공간에 이전
복원되는 유구의 충분한 공간 확보를 위해 300평 내외의 전시관을 별개로 구축하고, 전시
관 조성시 전시관과 유적공원을 함께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우선 검토하며, 유적공원은
청주시 책임하에 관리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2016년도 문화재위원회 1차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2016.01.15.)에서는 ㈜청주테크
노폴리스 측에서 마련한 150평 가량의 주민센터 전시관과 유적공원 마련 방안에 대해 현지
조사(2016.01.15.) 의견대로 조치하되 보존방안 제출시 검토하도록 조건부가결하였다.
언론에 따르면, 청주 테크노폴리스유적에서 발굴된 유적과 유물은 현지 보존이 아닌
6)

인근 주민센터 예정지역에 전시관을 건립해 관리하도록 최종 결정되었다 .

Ⅲ. 청주 테크노폴리스유적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매장문화재
조사의 현상진단
1. 사업시행과 관련한 지자체의 중립 의무
앞서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부지 조성 공사에 대한 시행자는 ㈜청주테크노폴리스지만,
각종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인 청주시가 해당 업체의 2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
주주임을 지적하였다. 특히 ㈜청주테크노폴리스의 홈페이지에 각종 인허가 지원을 청주
시가 담당하고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체의 대표이사가 모두 청
주시에서 국장을 지냈던 인물이라는 점은 청주시와 사업시행자의 밀접한 관계를 잘 보여
준다. 지역언론에서 청주시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을 할 것이라
는 비판기사(2007년 10월 5일자 충북인뉴스)를 내보낸 것 역시 이러한 맥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2013년 청주시의회가 가결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동의안’은
PF(프로젝트 금융) 자금을 받기 위해 청주시가 이행해야할 사항을 승인한 것인데, 이에
따르면 청주시는 PF자금 3100억원 최초인출일 이후 16개월 이내에 보상과 이주 및 문화재

6) 청주 테크노폴리스 문화재 보존방안 마련…사업 추진 탄력 (연합뉴스 2016년 1월 18일자 기사).
http://m.yna.co.kr/amp/kr/contents/?cid=AKR2016011816290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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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굴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시공사의 공사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인가
및 등기 등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산업은행 등 대주주단 앞으
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2016년 10월 28일 청주시의회가 승인한 ‘청주테크노폴리
스 조성사업 지구확장을 위하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에서도 청주시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확장예정지(2단계 부지-238, 867㎡(72천평))의 최초인출일 이후 20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상, 이주, 문화재 시·발굴 등을 완료하여 시공사의 실질 착공일이 개시될 것을
책임 부담하며 미이행시 대주단 앞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의무부담안을 떠안게 되었다.
물론 해당 의무부담 변경안에는 협약서에 따라 청주시가 문화재 등의 지연으로 손해배상
을 할 경우 ㈜청주테크노폴리스에서 공동 부담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어 청주시의 재정부
담 완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2013년 감사원 감사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일 뿐,
기본적으로 청주시가 매장문화재조사에서 일정한 부담을 떠맡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청주시의 무리한 이행 약속은 청주시가 청주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과 관련하
여 지자체의 공정한 역할을 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청주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청주시는 넓은 의미에서 사업시
행자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는 매장문화재 조사 진행 과정에 청주시가 개입하여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특정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사업시행자측의 입장을 충실히 대
변 혹은 옹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장문화재 조사와 공사 시행에 있어 중
립을 지켜야할 지자체가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게 된다면, 매장문화재 조사 진행 과정 특
히, 한 구역을 여러 조사기관에 나누어 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는 방식이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여론의 형성이 가능한 현장 공개나 언론 보도의 제한,
조사 기간 연장과 비용의 문제 등에서 영향력 행사 등과 같이 여러 분야에서 합리적 의심
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실제로 우리는 기존 4대강 사업과 같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에서 매장문화
재 조사가 상식적이고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한 사례를 이미 경험하였다. 따라서 인·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지분을 가진 사업시행 자로서 사업시행에 참여하고,
더욱이 자금인출과 행정적 조치의 이행을 결부하는 것은 문화재 보호 관점에서 반드시
시정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 활성을 주된 목표로 삼은 지자체는 처음부터 문화재보호
의 공익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주로 고려할 것이고, 문화재 보호·보존의 공익은 형식적
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커서 양 법익의 공정한 형량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문화재보
호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필수적인
전문가회의 개최와 주민의 의견수렴, 그리고 가중된 문화재위원회 결정 등을 규정함으로
써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의무를 한 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신옥주 2016: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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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적지의 지표조사
지표조사는 땅 위에 드러난 유물과 유적을 찾아내는 작업으로, 지표의 정보를 체계적
으로 수집하여 과거의 문화정보를 이해하려는 고고학적인 행위이다. 지표에 드러난 유물
이나 유구의 흔적과 같은 실재적인 자료나 과거의 경험 등을 통해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
로 유적을 찾는다. 지표조사를 수행하다 보면 계절적인 요인이나 경작 또는 지속적인 퇴
적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유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Ⅶ지구는 2008년도 지표조사에서는 확인하지 못한 곳이다. 이 유적은 하천변의 저지
대 충적평야에 위치하여, 표본 및 발굴조사를 통해 대규모 유적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지
표조사 단계에서 찾기가 쉽지 않은 곳이다. 기존에 조사된 모든 유적이 지표조사 단계에
서 드러났던 것은 아니며, 시굴이나 발굴조사 등의 굴토 행위가 수반된 조사에서 우연히
발견된 사례도 많다. 도보 육안 관찰을 위주로 하는 지표조사는 침식보다 퇴적이 지형 형
성의 주요인인 충적지나 저평지 등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박순발 2015: 294)이 사실이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Ⅶ지구 유적은 4세기대의 봉명동고분군 단계의 취락만 확인되었을
뿐 원삼국시대의 송절동고분군 조영 단계나 5세기대의 신봉동고분군 조영 단계의 취락
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아직 조사되지 않은 Ⅶ지구 주변의 무심천변 충적지에서 취락 유
적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성정용 2016: 25).
최근 들어 충적지에서 대규모 취락유적이 확인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저지
대 충적지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충적지나 저평지를 대상으로 무작위적
인 2%의 굴토 즉, 표본조사를 시행하는 것만으로는 유물이나 유구의 유존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표본조사 실시 이전에 고지형 분석 등 지형 형성과 관련한 사전 정보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과거 인간의 점유가 가능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설
정한 후 실제 굴토를 통해 유적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박순발 2015: 294). 대
규모 개발의 경우 고지형 분석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유적의 존재 가능성을 사전에 검
토해봄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고지형분석에 따른 비용 증가가 예상되지만, 일정 면적 이상의 경
우에 한하여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향후 지표조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
책을 추진한다면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수준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대규모 개발과 매장문화재 조사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와 같이 대규모 개발의 경우에 사업시행자측에서 보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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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화재는 여러 면에서 큰 부담이며, 사업 진행의 걸림돌이다. 최근에는 문화재청 문화
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indexMain.do)를 통해 문화재와 주변지역의 토
지이용을 제한하는 규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사업 계획 설정 단계에서 중요한 참고자
료로 활용되고 있다.
사업부지의 선정 과정에서 유적 조사를 실시하거나 문화재 구역을 제척하는 경우에
대한 비용의 대비 검토가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매장문화재는 발굴조사 이전에
는 그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기회비용 산정에 어려움이 따
른다.
이번 청주 테크노폴리스 부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문화재 구역은 우선적인 제
척 고려 대상이었다. 최초의 사업 계획 부지는 총면적이 5,226,000㎡였으나, 사업면적을
최종 확정짓는 지구계 결정 시점에는 국가사적인 백제 신봉동 고분군과 인근의 송절동
고분 일대,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유물산포지가 사업 부지에서 제외
되었다. 문화재 조사를 실시하면 송절동 고분군 일대는 학술적으로 중요한 유적이 확인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업 기간과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유적 보존조치
로 인해 개발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문화재로 인해 제척되는 구역은 결국 보존되지 못하고 오히려
훼손되는 사례가 많은데, 송절동 고분군 일대 역시 주변 개발로 인해 결국에는 유적이 훼
손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사업대상지 내 문화재와 주변 문화재
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사업 구획 단계부터 문화재를 고려한 계획안이 필요하다. 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대규모 개발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문화재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
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에서의 조례 제정 및 문화재청에서의 관련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4. 전문가 검토회의
청주 테크노폴리스유적은 유적조사 진행 과정에서 학술 자문회의 외에도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전문가 검토회의가 여러 차례 개최되었다.
현행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는 학술 자문회의(제15조)와 전문가
검토회의(제14조)와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학술 자문회의는 발굴조
사 과정에서 고고학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유적의 성격 및 보존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학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 검토회의는 발굴조사의 원활한 수행, 향후 조사
방향 검토 및 중요유적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하여 개최한다. 특히 전문가 검토회의는 ①
표본조사·시굴조사 완료 단계에서 정밀발굴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 ②발굴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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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유구 및 유물이 출토되어 향후 조사진행 방향 설정 및 보존 방안 마련이 요구될 때,
③발굴완료 단계에서 발굴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 ④대규모 개발사업 부
지 중 일부 조사완료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
전문가 검토회의는 조사기관에서 주최하는 학술 자문회의와는 달리 문화재청에서 주
최하며, 조사 진행 과정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문가 검토회의는 매장문화
재분과위원회 위원·전문위원 또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실제로는 회
의 개최 일정 조정 문제로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문화재
청에서 유적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명단을 2배수 이상으로 조사기관에 통
보하고, 조사기관에서는 검토 위원 2∼5명을 선정하여 회의를 개최한 뒤 그 결과를 문화
재청에 보고하는 방식,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2016: 222)이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별 전
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조직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 학술 자문회의와 전문가 검토회의 역시 현행처럼 분리하여 운영하기
보다는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5. 기관 연합 발굴조사
청주 테크노폴리스 Ⅶ지구에 대한 발굴조사는 4개의 발굴전문기관이 구역을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는 정해진 기한에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방식
으로, 진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다.
우선 조사 기간과 그에 따른 예산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정 면적의 A구역
을 1개 기관이 발굴조사 하는 경우 문화재청에서 제공하는 표준품셈안으로는 실조사일
수 100일에 조사비용은 4억원으로 산정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사업시행자는 기간을 줄이
기 위한 방법으로 복수의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복수의 기관이 A구역을 동시에
조사한다고 조사 기간과 비용이 현실적으로 1/n이 되지는 않는다. 즉 한 개의 기관이 조
사할 때보다 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맞지만 단순히 25일 1억원으로 계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적정 조사 일수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적정 비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유적 조사를 우선 순위에 놓는다면 한 유적을 한 기관이 전담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공사 기일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분배된 개별 면적에 대한 표준품셈안을 다
시 계산하여 기간과 비용을 재산정해야 한다. 만약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받
는 경우가 생긴다면, 발굴조사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지적해야하며 문화재청은 발
굴허가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Ⅶ지구는 500여기가 넘는 수혈주거지와 유구, 30여기의 제련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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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채 안되는 기간에 발굴조사가 종료되었다. 전면제
토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잦은 침수로 인해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에 맞추고자 발굴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였다는 점은 문제의 소지
가 다분하다.
연합 발굴조사는 발굴조사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각 조사기관 간의 학술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조사구역은 임의적인 분할에 불과하므로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유구가 그 분
할 경계선에 걸쳐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중심 유구에 연관된 부속 유구가 서로 구역
을 달리하여 나타날 수도 있다. 그 경우 조사기관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 보고서를 작성
하는 과정에서도 기관 간의 협력이 없다면, 동일한 유적이나 유물에 대한 내용의 통합과
일관된 기술 및 분석 등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나 체계적인
연구에 완성도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발굴조사를 담당한 청주 지역의 5개 기관은 작년 말부터 보고서 발
간을 위한 협력체를 구성하여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6. 유적 공개와 언론 보도
청주 테크노폴리스유적에서는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많은 유적과 유물
이 확인되었다. 특히 500여기 이상의 수혈주거지와 30여기에 가까운 제련유구가 확인된
Ⅶ지구는 주변의 송절동 고분군, 신봉동 고분군, 봉명동 고분군과 함께 청주 일대의 고대
문화 양상을 밝혀줄 수 있는 핵심적인 유적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유적이 가지는 학술적
인 중요도에 비해 발굴조사 기간 동안 언론에서는 이를 거의 다루지 않았고, 학계나 일
7)

반 대중 역시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충북인뉴스의 2016년 1월 20일자 기사 에 따르
면, 송절동 마을유적(Ⅶ지구) 발굴작업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2015년
7월 언론의 첫 보도 이후 청주시가 발굴조사 관계자들에게 함구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함
구령을 내린 이유는 이 발굴조사지가 청주테크노폴리스의 노른자 땅인 공동주택 부지인
바, 청주시와 ㈜청주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공기가 지연될 경우
아파트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전체 단지 조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
라고 하였다.

7) 청주 송절동 백제유적 이번에도 “그냥 묻어” (충북inNEWS 2016년 1월 20일 기사).
http://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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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매장문화재협회와 함께 2015년 11월 기준으로
전국 1,146건의 발굴현장을 일반에 공개하여 국민 36,133명과 함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성과를 공유하였다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다. 그러나 청주 테크노폴리스 부지 내 유적
은 예외인 듯 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발굴조사 정보가 공개되는 한문협 홈페이지
의 발굴정보 게시판에서도 청주 테크노폴리스 사업부지에 대한 발굴조사 현장 공개에 대
한 정보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청주 테크노폴리스유적의 공개 및 언론 보도 문제는 사
실상의 보도 통제가 이루어졌던 4대강 사업 추진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
매장문화재는 공공재이며, 공공재인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정보 역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
개되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발굴조사 현장 또한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 물론, 이
는 조사 진행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상시적인 공개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유적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나 중요한 유구나 유물이 확인된 경우 등과 같이 현장을 공개
할 필요성이 제기된 시점에서의 현장 공개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청이 현장
공개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④항에는 “조사기관은 학술자문회의 결과 유물 및 유구가 학술적 가치
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발굴 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고만 되
어 있어서 조사기관의 현장 공개 의지가 실현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발굴허가서에
현장 공개를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중요 유적은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전문가 검
토회의에서 현장 공개를 결정해 사업시행자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조사기관의 부담을 경
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7. 유적의 보존 및 사후 처리 방안
청주 테크노폴리스 사업부지 내 유적은 지금까지 청주 일대에서 조사된 가장 대규모
유적임에도 불구하고, 유적 보존 및 사후 처리 문제가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재위원회에서 전시관과 유적공원 마련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으나,
유적의 중요성에 비해 보존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청주시가 사실상 사업시행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한편
으로는 지역 언론 또한 유적의 중요성 보다는 지역 경제 활성화 또는 부동산 개발 등과
관련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청주 테크노폴리스유적은 청주 지역
의 고대 문화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이므로, 유적 보존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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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부지 내 유적은 근래 청주 지
역 내에서 행해진 가장 큰 규모의 매장문화재 조사로, 발굴조사 결과 구석기시대부터 조
선시대에 이르는 여러 중요한 문화유적들이 확인되었다. 특히 원삼국∼삼국시대에 해당
하는 대규모 취락유적(생산시설 및 고분군 포함)이 발견됨으로써, 국가형성기 청주의 고
대 문화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발굴조사 성과에도 불구하고 청주 테크노폴리스유적은 매장문화재 조사 진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특히 중립을 지켜야할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사업
행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인·허가권자인 지
자체가 문화재의 보호나 보존 보다는 지역경제활성화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비롯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
급한 부분이다.
청주 테크노폴리스유적 내 Ⅶ지구는 충적지 지표조사의 한계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앞으로는 대규모 개발에 앞서 고지형 분석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유적의 존재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표본조사 등을 통해 유적의 존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표조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규모 개발에 따른 문화재 훼
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 단계부터 문화재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야만 하며, 부
득이하게 기관 연합 발굴조사가 실시될 경우에는 현장 조사뿐만 아니라 보고서 작성 과
정에서도 각 기관의 소통과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한다.
매장문화재는 공공재이자 국가소유라는 점에서, 발굴조사 정보 역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되어야 할 것이며, 발굴조사 현장 또한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제
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청주 테크노폴리스유적의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매장문화재 조사와 관련
한 여러 문제는 발굴조사 기관, 문화재청, 지자체, 사업시행자, 학계의 소통을 통해 합리
적 개선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할 것이다.
양시은 ▶논문접수일(2016.12.27) ▶심사완료일(2017.2.20) ▶게재확정일(201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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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agnosis on the Archaeological Heritage Investigation
through the Case of Cheongju Technopolis site
Si-eun Ya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archaeological investigation of the Cheongju Technopolis site was the largest
excavation in Cheongju city recently. Various important cultural sites were identified in
their site, from the Paleolithic to the Joseon Dynasty. Especially, large-scale settlement
remains including the various production facilities were found from the Proto Three
Kingdoms period to the Three Kingdoms period in the district VII. So, it was possible
to provide an important clue to reveal the ancient culture of Cheongju.
Despite these remarkable excavation records, the problems of Cheongju Technopolis
site was exposed during the archaeological investigation. S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of the Case of Cheongju Technopolis site in detail and to
avoid similar problems in the future.
The following problems were identified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problems in the process of survey and
union excavation, Massive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ies, open to
the public and so on.
The above problems should be improved gradually as the excavation research
institute, cultural property administration, local governments and academic circles with
each other.
Key words : Archaeological Heritage Investigation, Cheongju Technopolis,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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