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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최근 들어 발굴전문기관의 활동 영역이 구제발굴과 전공자 대상의 학술연구활동
중심에서 점차 범위를 확대하여 대중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기관은 문화재청이 주최하는 고고학체험교실에 시행기관으로 참여하여 발굴현장을
활용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 운영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발굴현장을 고고학체험 공간과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소로 제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발굴현장 체험학습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6가지의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발굴전문기관 스스로 발굴현장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한다.
둘째, 매장문화재를 활용한 공모 사업이 지금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박물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한다. 넷째 발굴현장 체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외 모의 발굴체험장의 운영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 여섯째, 체험 프로그램 홍보는 기관별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야 된다. 발굴을 통해 생성된 자료를 분석하고 그 당시 모습으로 복원하여
일반대중에게 과거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은 발굴전문기관의 윤리적 의무인 동시에
공익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역할이라 볼 수 있다.

주제어 : 문화재 발굴전문기관, 고고학체험교실, 어린이 발굴학교, 대중고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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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997년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의 신장과 직접적 체험활동의 기
회 확대를 강조하는 것으로 학교에서는 열린 교육을 실행하며, 원론적인 이론학습이 아
닌 다양한 체험학습의 현장교육을 중요시하였고, 체험학습은 자연스럽게 현장교육의 하
나로 대두되었다(김영연 2009).
체험학습은 자신의 자녀가 스스로 학습경험의 주체가 되어 문화를 체험하고, 판단하
기 위해 자료와 기회를 제공받길 원하는 젊은 부모 세대의 증가로 인해 더욱 활성화 되었
다(김인회 2009).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험을 시행하는 기관
과 단체의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우리 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고 문
화유산을 후대에 보존·계승·발전시키는 것을 기관 설립의 중요한 목적으로 여기는 고
고학 관련 기관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대중을 대상으로 고고학을 알리고 홍보하는
내용의 대중고고학이란 단어가 현재에는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대중고고학은 대중을 위한 고고학을 의미하며, 고고학 자료가 고고학자들만의 전유물
이 아니라 고고학의 주인인 대중들에게 관심을 유도하고 교육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고고학 자료의 활용이 고고학자에서 점차 대중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이처럼 활동하는 분
야를 대중고고학(public archaeology)이라고 한다. 대중고고학의 활동을 통해서 과거로부
터 내려오는 소중한 물질적 자산인 고고유물과 유적을 연구하는 고고학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일반 대중에게 일깨우고 나아가 문화유산에 대한 대중의 자발적인 보존의식을
이끌어내는 결과까지 얻을 수 있다.
이처럼 대중고고학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고고학 관련 기관들이
전공자 대상의 학술연구활동 중심에서 대중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사업 활동이 확대
되고 있다. 그 예로 문화재청의 고고학체험교실을 비롯하여 각 박물관의 시민강좌, 어린
이박물관, 문화유적 답사,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매장문화재 발굴을 주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발굴전문기관은 발굴현장을 직접 운
영하는 관계로 최신 고고학 자료를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발굴현장은 지
도위원회, 학술자문회의,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주로 고고학전공자들 중심으로 현장공개
를 해왔지만 최근 들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발굴현장을 공개하는 노력이 각 기관의
자발적 움직임을 통해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일부 기관은 발굴현장을 단순 현장 공개에 그치지 않고 문화재청과 연계하거나 자체
적으로 학생들에게 발굴현장을 고고학체험 공간과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소로 제공하
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은 구제 발굴이라는 제도 안에 시간, 인력, 환경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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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열악하지만 기관 나름의 소신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매우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발굴현장은 지금까지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기에
체험하는 학생들은 물론 인솔하는 선생님조차도 기대감과 신기함 속에 폭발적인 반응과
호응이 뒤따르게 된다. 발굴전문기관의 문화사업은 국립 박물관, 대학 박물관들이 이미
하고 있는 시민강좌, 답사, 사회교육프로그램 등과 같은 활동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발굴
전문기관만의 가장 큰 특징이자 쉽게 활용할 수 있고, 가장 잘 알고 있는 필드 즉 발굴현
장에서 그 정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발굴현장이 고고학 대중화의 방법에 있어 제일 중요한 장소인 동시에 어린이들의 생
생한 역사교육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 본 글은 고고학체험교실
을 운영하는 기관의 발굴체험 프로그램을 우선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영남문화
재연구원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발굴현장 체험을 하고 있는 어린이발굴학교 프로그
램을 현장, 실내체험으로 구분하여 세부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발굴현
장 체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고고학체험교실 운영 내용 검토
1. 현장체험학습 의미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벗어나 실제의 상황이나 실물을 접하고 참여하고
느끼고 조작해 봄으로써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여 주제적이고 종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
을 기르는 학습활동을 의미하며, 사전적 의미로는 인간의 감각기관인 오감을 통해 외부
의 자극을 정보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말한다(남억우 외, 1982).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과정에서 오감을 통하여 직접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게 하는 학습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밖의 사회환경이나 자연환경의 실제 장면 속에서 이루어지는 학
습이다. 학교 교육이 현실과 거리를 두고 실제와 관련되지 않는 지식만을 제공하게 된다
면 공허한 것이 되기 쉬우며, 주체적으로 학습하지 않은 교육은 창의적이지 못하기 때문
에 생명력이 없다. 그러므로 지식과 실제가 결합한 생명력이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체험학습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다(이명기 외 2000). 오늘날 일선
초등학교에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1일 현장체험학습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으며,
중학교 역시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으로 한 학기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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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마련하였다.
현장체험학습은 활동 내용에 따라서 관찰, 답사, 견학, 봉사, 실습, 관람 등으로 분류되
며, 체험 학습장소의 종류에 따라서 기관(공공기관, 언론기관, 연구기관, 종교기관, 교통
기관, 환경기관), 문화유산(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호국전적지), 시설(문화, 복지, 산업,
체육, 공원, 놀이, 과학), 자연(환경), 행사(지역 축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에서도 문
화유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고 올바른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교육하는 문화유산
체험이야말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체험이라 할 수 있다.
문화유산 체험 중에서 실제 발굴현장을 활용한 체험이 최근 들어 급속하게 늘어나는
데 그 이유는 최근 발굴문화유산이 공공의 자산인 만큼 문화재를 공동으로 누리고자 하
는 사회적인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발굴전문기관들
은 체험학습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문화재청 역시 정책
적으로 발굴현장의 공개와 활용에 대한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문화유산교육 고고학체험교실이다.

2. 고고학체험교실 발굴체험 사례
고고학체험교실은 문화재청이 2011년부터 전국의 매장문화재 발굴전문기관 중에서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매년 공모·선정하여 지역의 어린이
와 청소년에게 발굴현장을 활용한 문화유산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서 어린
이와 청소년들은 우리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문화유산의 가치와 소
중함을 인식할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 매년 고고학체험교실 사업에 많은 기관이 참여하
<표 1> 고고학체험교실 시행 기관
년도

기관명

2011

중앙문화재연구원, 금강문화재연구원, 서해문화재연구원, 충청문화재연구원, 호남문화재연구원, 전남문화재연구원,
동북아지석묘연구소, 한빛문화재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경상문화재연구원

2012

고려문화재연구원, 금강문화유산연구원, 동북아지석묘연구소, 영남문화재연구원,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 한강문화재연구원, 한빛문화재연구원, 호남문화재연구원

2013

겨레문화유산연구원, 경기문화재연구원, 동서문물연구원, 영남문화재연구원, 울산문화재연구원, 전북문화재연구원,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충북북도문화재연구원, 호남문화재연구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4

한강문화재연구원, 경기문화재연구원, 겨레문화유산연구원, 중앙문화재연구원, 호남문화재연구원, 동북아지석묘
연구소, 영남문화재연구원, 동서문물연구원,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5

한울문화재연구원, 경기문화재연구원, 중앙문화재연구원, 전라문화유산연구원, 전북문화재연구원, 동북아지석묘
연구소, 호남문화재연구원, 영남문화재연구원, 동서문물연구원,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6

한강문화재연구원, 한울문화재연구원, 고려문화재연구원,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호남문화재연구원, 동북아지석묘
연구소, 전라문화유산연구원, 동서문물연구원, 영남문화재연구원, 제주문화유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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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고보조금과 기관 자부담을 포함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고학체험교실
은 발굴전문 기관에서 고고학의 대중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화사업
이라 할 수 있다. <표 1>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고고학체험교실에 시행 단체로 선정된
기관이다.
<표 2> 2015년 고고학체험교실 기관별 발굴체험 프로그램
기관명

주제

대상

체험장소

운영
횟수

체험내용

초등학생, 중학생

실내, 발굴현장

8회

이론, 층위교육, 유물관찰,
유물접합, 퀴즈 등

초등학생

실내, 발굴현장

9회

이론, 발굴체험, 현장견학,
유물연구 등

한울문화재연구원

고고학자, 땅속에서 조선
한양의 흔적을 찾다.

경기문화재연구원

북한산성에서 만나는
고고학이야기

중앙문화재연구원

호모 사피엔스를 경험하다

중학생

실내, 발굴현장

8회

이론, 토기 복원 및 탁본,
현장 견학, 도구제작 등

전라문화유산연구원

꽃보다 문화재 고고학자와
떠나는 발굴체험여행

중학생

실내, 발굴현장

6회

이론, 탁본, 발굴현장답사,
발굴체험

전북문화재연구원

특명! 고고학자의 정체를
밝혀라

중학생

실내, 발굴현장

6회

이론, 현장견학, 모의발굴,
유물 만들기 등

동북아지석묘연구소

고고학체험으로 만나는
우리역사

중학생, 고등학생

실내, 발굴현장

4회

이론, 유물 복원, 실측,
발굴체험, 토기석기제작

호남문화재연구원

나는 고고학자다

초, 중, 고등학교

실내, 발굴현장

5회

발굴체험, 선사시대 체험,
기와 만들기 등

영남문화재연구원

보고 배우고 즐기자 고고학
체험교실

초등학생

실내, 발굴현장

5회

이론, 실측, 사진촬영,
측량, 유물모형만들기 등

초, 중, 고등학교,
일반인

실내, 발굴현장

9회

이론, 유적답사, 환호마을
만들기, 곡옥, 반달돌칼
만들기

초, 중학생

실내, 발굴현장

15회

동서문물연구원

고인돌 나라 마을 이야기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역사 속으로 생생 체험교실

이론, 발굴체험, 탁본,
유물복원, 실측 등

<표 2>는 2015년 고고학체험교실 참가 기관의 프로그램 중에서 발굴체험 중심으로 선
별하여 내용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참여한 모든 기관이 모의발굴체험 보다는 실제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주제는 고고학, 고고학자, 호모 사피엔스, 고인돌, 역사 등의 단어를 통해 고고학 관련
체험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울문화재연구원과 경기문화재연구원은
한양, 북한산성이라는 지역명을 사용하여 체험하는 지역을 주제를 통해 쉽게 짐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기관들은 주제를 고고학과 체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내용을 쉽
게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전라문화유산연구원과 같이 최근 유행하는 트랜드를 모방한 문
구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흥미와 재미를 동시에 얻어서 친근감이 유발되도록 주제를 설
정하였다.
체험대상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데 동북아지석묘연구소, 호남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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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연구원, 동서문물연구원은 고등학생들도 체험이 이루어졌다. 과거에는 체험학습이
라고 하면 청소년보다는 초등학생이 주로 대상이 되었지만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
면 시행으로 인해서 중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교육부
의 정책과 연계하여 고고학체험교실 시행기관에 자유학기제 대상 중학생들이 더욱 많은
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체험 장소는 모든 기관이 발굴현장에서 체험을 하고 있으며 오전 또는 오후에 연구원
실내로 이동하여 이론교육과 함께 유물 모형 만들기, 탁본, 유물 실측 등의 체험을 진행
하였다. 체험 운영 횟수는 4회-15회까지 다양함을 볼 수 있는데 기관마다 프로그램의 종
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체험 내용은 모든 기관들이 이론, 발굴체험, 실내 체험으로 되어
있다. 이론은 문화재 발굴에 대한 설명이 주로 이루어지며, 현장 체험은 층위관찰, 사진
촬영, 측량, 실측 등으로 다양하다. 실내체험 역시 토기 복원, 탁본, 도구 제작, 유물모형
만들기, 기와 만들기, 곡옥, 반달돌칼 만들기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한울문화재연구원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하여 퀴즈 푸는 시간을 갖는 것이 흥미롭다.
2015년 고고학체험교실 시행 기관은 사업의 취지에 맞게 발굴현장을 활용하여 체험학
습이 이루어졌으며, 체험 내용도 실내, 실외로 나누어서 다양하게 구성하여 체험 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발굴전문기관만이 발굴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교육
장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문화유산 체험을 하는 다른 성격의 기관들에 비해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 볼 수 있다.
고고학체험교실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시행 기관은 매
년 10기관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예산 역시 매년 동일하게 편성되었다. 발굴전문기관은
수는 100개 이상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사업 예산의 확대가 없는 부분은 분명 아쉬운 점
이라 하겠다. 향후 예산 규모의 확대를 통해서 많은 발굴전문기관이 참여하게 된다면 생
생한 발굴현장을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공간으로 더욱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영남문화재연구원 어린이 발굴학교 운영 사례
1. 영남문화재연구원 문화사업 현황
영남문화재연구원은 한국 최초의 매장문화재 조사 전문법인으로 1994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개발 사업에 앞서 매장 문화재의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문화유산의 가치창조를
위해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주요유적 발굴조사는 물론 연구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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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연구자와 고고학전공대학생을 위해 조사연구회, 연구논집, 고고학연구 공개강좌,
초청강연, 연구발표회, 학술총서발간 등의 다양한 학술연구활동도 병행하였다. 이런 활동
은 발굴전문기관의 정체성 확립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으며 고고학연구
자의 연구력 향상과 최신 정보공유라는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게 되었다.
2009년에는 지역에서 열리는 어린이날 행사에 매장 문화재 홍보를 위해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대표적
인 문화사업 프로그램은 어린이 발굴학교, 찾아가는 고고학체험교실, 지역축제와 함께
하는 고고학체험교실, 내 고장 유적탐험대, 역사문화탐방, 유적보호활동, 유적안내판 설
치, 내 고장유적 해설가양성전문강좌, 발굴탐방안내소 운영 등이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대상, 운영 시간, 장소, 성격 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구성하였으며, 참여 대상은 기존
초, 중학생, 지역주민에서 지역아동센터, YMCA, 역사 동아리, 향교, 지역 연구회, 지역
박물관, 구치소 수감자 등으로 점차 확대되어갔다.
프로그램 중에서 문화재청의 고고학체험교실사업에 연계되어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표 3>과 같이 어린이 발굴학교, 찾아가는 고고학체험교실, 지역축제와 함께하는 고고학
체험교실, 내 고장 유적탐험대 등으로 주요 대상은 어린이, 청소년이며, 지역 축제에 참
여하게 되면 일반인으로 확대된다.
<표 3> 2015년 영남문화재연구원 고고학체험교실 연계 프로그램
프로그램

장소

체험내용
발굴체험
유물모형 만들기

어린이 발굴학교

발굴현장

찾아가는 고고학
체험교실

각 학교, 지역아동 고고학과 발굴이론,
센터, 구치소
유물모형만들기

지역축제와 함께하는
고고학체험교실

대구 경북지역
축제 행사장

목곽묘 모형전시
시대별 토기편전시
유물모형만들기

내 고장 유적탐험대

지역문화유적

문화유적답사
합계

대상

횟수

총인원

시간

초등 4-6학년

5

177

09:00-16:00

초등 4-6학년

9

230

2시간

초·중학생,
지역주민

4

700

10:00-17:00

중학생

6

179

09:00-16:00

24

1,286

어린이 발굴학교는 1일 프로그램으로 현장에서 발굴체험과 실내에서 고고학과 발굴
이론교육, 유물 모형 만들기 체험으로 초등학교 4-6학년이 주요 대상이다. 찾아가는 고
고학체험교실은 강사가 참여 기관에 직접 가서 고고학과 발굴 이론교육과 유물 모형 만
들기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 축제와 함께하는 고고학체험교실은 제목 그대로
지역 축제에 참여하여 부스 공간을 통해 지역의 문화유적을 소개하고 매장문화재 홍보활
동과 기획전시, 유물 모형 만들기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2015년에는 경북 왜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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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된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에 참여하여 목곽묘 모형전시, 시대별 토기편 전시, 유
물 모형 만들기, 경북 칠곡 문화유적 소개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내 고장 유적탐험
대는 중학생이 주요 대상이며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중에서 정비되지 않고 잘 알려지지
않은 유적을 탐방하여, 문화재 보호 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 프로그램 중에서 어린이 발굴학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가장 중점
적으로 추진해온 발굴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영남문화재연구원의 문화사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어린이 발굴학교 기획 당시 “보고 만지고 느끼자” 어린이
발굴학교라는 카피와 함께 학습 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4> 어린이 발굴학교 체험 학습 내용
일정

시 간

장 소

학교에서 발굴현장으로 이동

09:40-10:00

발굴현장 도착
·인원 파악 및 주의사항 안내
·일정 및 프로그램 소개
·진행요원(강사) 소개

발굴현장

10:00-10:20

발굴현장 소개
·발굴현장 답사 및 설명 듣기

발굴현장

·강의자료(패널)
·무선마이크

10:20-12:00

발굴조사 체험
·유구 그리는 방법 배우기
·유구 사진촬영 해보기
·측량하는 법 배우기

발굴현장

·촬영도구 : 카메라, 필기도구
·측량도구 : 레벨, 함척
·실측도구 : 방안지, 자, 필기구

12:00-13:20

발굴이란 무엇인가! 설명
·고분의 분포 및 성격 설명
·출토유물 설명

13:40-14:00

문화재연구원 견학
·자료실, 도서실
·유물정리실
·보존처리실

14:10-15:40

15:40-16:00

16:00

·인원확인, 이름표 전달

점심 및 이동

13:20-13:40

14:00-14:10

학교

비고

09:00-09:40

오전

오후

내 용

연구원
강당

·빔 프로젝트, 체험학습교제

연구원
도서실
자료실
유물정리실
보존처리실

휴식
유물모형 만들기
·모형 와당 복원
·유물 모형 만들기
체험결과 정리
·설문지 조사
·수료증 수여

·유물만들기 재료
연구원
강당
·설문지 조사, 수료증

해산

발굴현장 체험학습을 통해 문화재 발굴조사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발굴 조사된 유
물의 정리 방법과 조사 자료의 종합적인 보고방법에 대해 직접 경험함으로써 역사 자료
의 기록 보존 방법을 이해하고 중요성을 이해한다. 이를 통해서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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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생활상을 상상, 복원해 보며 문화재를 보존하고 계승해야 함을 인식한다.
체험학습은 발굴현장 체험과 유물 모형 만들기 2가지로 구분하였다. <표 4>발굴현장
체험은 발굴을 왜 해야 하며, 어떻게 진행하고, 발굴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발굴현장체험과 이론교육, 동영상 자료를 적절하게 구사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
였다. 유물 만들기 체험은 발굴 조사 중 현장에서 수습된 유물의 종류와 의미, 그리고 제
작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이해하고 상상한다.

2. 어린이 발굴학교 프로그램 세부 내용
어린이 발굴학교 체험학습은 오전 오후로 나누어 진행된다. 오전에 학생들을 학교에
서 만나서 같이 발굴현장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동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매장문화재 홍
보 동영상을 상영하면서 학생들에게 지루한 이동 시간을 시청각교육으로 대신하였다. 한
국매장문화재협회에서 제작한 홍보 동영상을 주로 활용하였다. 동영상 상영은 바로 이어
지는 발굴체험의 흥미를 유발하는 단계이다.

(a) 매장문화재홍보 애니메이션

(b) 매장문화재 홍보동영상

<그림 1> 한국매장문화재협회 제작 홍보 영상

발굴현장에 도착하면 현장조사 담당자가 유적에 대해 학생들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현장에 대한 견학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대한 개요와 유적 성격, 유구
의 종류들을 이해한다. 현장체험 시간이 많지 않기에 미리 준비된 실측, 사진촬영, 측량
체험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을 3개 조로 나누어서 각각의 체험이 진행되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로테이션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실측, 사진촬영, 측량이 발굴조사에서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작업하는
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체험함으로써 각 작업의 원리와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실
측은 방안사 설명, 방안사와 모눈종이 비교 설명, 방안사 매듭 연습, 실측 원리 설명, 자
유 그리기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진촬영은 현장에서 촬영의 중요성과 사진촬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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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유구사진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측량은 레벨 사용법 설명, 거리 계산, 높낮이 비
교 순서로 체험이 진행된다.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 후 연구원으로 이동하여 발굴에 대한 이론 설명과
연구원 견학, 유물 모형 만들기, 설문지 조사, 수료증 수여 순으로 오후 일정이 진행된다.
오후 체험 학습의 주안점은 발굴조사를 한 이후 유물과 자료들이 어떻게 복원되고 어떻
게 관리되어 발굴의 최종 결과물인 발굴조사보고서가 나오게 되는 과정을 알아보고 체험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PPT 설명은 문화재와 발굴에 대한 다양한 사진 자료를 학생들이 눈높이에 맞추
어 구성하고 오전 발굴현장 체험에 대한 기억과 바로 이어질 유물 모형 만들기 체험에 대
한 사전 지식을 알리도록 준비하였다. 또한, PPT는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구성하기 위해
서 만화 캐릭터와 글보다는 그림과 사진 중심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간은 20분 전후로 설
명한다. PPT 마지막 부분에는 체험 대상 유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진다.

(a) 실측 체험

(b) 사진촬영 체험

(C) 측량 체험

(d) 현장체험 후 단체 기념촬영

<그림 2> 발굴 현장체험 활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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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설명을 마치고 연구원의 유물 정리실, 보존처리실, 자료실을 차례로 견학하였다.
유물정리실과 보존처리실을 먼저 견학함으로써 현장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한 정리와 분
류 과정을 이해하고, 손상된 유물의 원형복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에 학생
들은 유물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다. 발굴조사를 통해 생성된 각종 조사자료, 보
고서 발간자료를 모아둔 자료실을 견학함으로써 발굴 자료 관리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a) 재미있는 발굴 이야기 PPT교육

(b) 보존처리실 견학

<그림 3> 이론교육 및 보존처리실 견학

(a) 모형 와당

(b) 모형 와당 접합 모습

(c) 만들면서 공부하는 한국사(EBS) 교구

(d) 청동기시대 마을 만들기 체험

<그림 4> 유물 만들기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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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프로그램 만족도

(b) 프로그램 진행 만족도

(c) 고고학에 대한 이해도 변화

(d) 프로그램 추천 의향

(e) 발굴전문기관의 대한 이식변화

(f) 체험을 마치며 느낀점

<그림 5> 2015년 어린이발굴학교 설문 조사 결과

유물 모형 만들기는 먼저 조각난 와당을 접합하여 유물 복원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였
다. 모형 와당을 1인당 한 점씩 나누어주고 6-7조각으로 깨어진 편들을 토기 접합에 실
제 사용하는 세멘다인-C 접착제를 통해 접합하고 종이테이프로 고정하였다. 와당 복원
을 통해 손상된 현장 출토 유물의 복원 방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와당 접합이 끝
나면 EBS 「만들면서 공부하는 한국사」교구를 활용한 종이 유물 조립을 하였다. 이 교구
는 선사시대부터 일제 강점기까지의 유물과 건물, 역사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52개의 종
류가 있다. 조립은 다른 재료가 전혀 필요 없이 가능함으로 매우 효율적이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종류가 많으므로 체험 대상의 연령에 따라 종류를 달리할 수 있으
며 유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문제 풀이도 같이 있어서 체험 학습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체험이 모두 끝나면 그날 체험과정에 대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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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만족도, 행사 진행 만족도, 고고학의 이해도, 프로그램 추천 의향, 조사기관 인
식변화 등 총 5문항으로 매우 부족함, 부족함, 보통, 만족함, 매우 만족함에 체크 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뒷면에는 오늘 체험에서 느낀 점들을 적는 공간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체험에 대한 느낀 점과 보완사항 등의 글을 쓰도록 준비하였다.
이처럼 설문지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향후 이어지는 체험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였다. <그림 5>는 2015년 어린이발굴학교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그래프
로 나타낸 것으로, 학생들이 모든 문항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설문조사가 끝나면 수료증 수여가 진행되었다. 수료증 수여는 오늘 체험학습의 일정
을 모두 완수하였다는 성취감 부여와 함께 좋은 추억으로 남기는 기록이 되기 위해서이
다. 수료증에는 체험학습한 이름, 날짜, 수료자, 소속, 수료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문화재
청 로그도 함께 수록하였다. 수료식까지 모두 마치면 현수막에 모두 모여서 기념촬영을
한 후 어린이발굴학교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체험 활동지는 어린이발굴학교 교재로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였다. 어린이 발
굴학교에 맞는 이미지를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가도록 제작하였으며 교
육의 집중도와 참여도를 모두 고려하였다. 유적이라 무엇일까? 발굴조사란 무엇일까? 에
서부터 발굴조사 도구, 발굴된 주요유적, 연구원 소개 등으로 크게 구성하였으며 체험 시
약실측이 가능하도록 모눈종이도 페이지로 삽입하였다. 이런 구성은 5학년부터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의 교재와 되도록 유사한 내용이 들어가도록 제작하였다<그림 6>.
<표 5> 2015년 어린이 발굴학교 참여 기관
연번

일자

대상

1

5.9(토)

마산
YMCA

2

5.30(토)

3

7.25(토)

4

9.19(토)

5

10.3(토)

학습 내용

인원(명)

칠곡 경대병원 발굴현장 → 연구원 견학 → 고고학과 발굴 PPT설명
→ 유물 만들기 체험 → 설문지 작성 및 수료증 수여

47

대구
동도초등학교

경주 교촌마을(월정교) → 재매정지(김유신 장군 생가) →
서악동고분군 → 태종무열왕릉 → 경주사무소 발굴체험장 → 고고학과
발굴 PPT설명 → 유물만들기체험 →설문지 작성 및 수료증 수여

32

솔잎
지역아동센터

왜관 발굴현장 → 연구원 견학 → 재미있는 발굴이야기 PPT설명 →
유물 만들기 체험 → 설문지 작성 및 수료증 수여

34

대구
왜관 발굴현장 → 연구원 견학 → 재미있는 발굴이야기 PPT설명 →
북비산초등학교 유물 만들기 체험 → 설문지 작성 및 수료증 수여

22

대구
비산초등학교

경산 발굴 현장 → 연구원 견학 → 재미있는 발굴이야기 PPT설명 →
유물 만들기 체험→ 설문지 작성 및 수료증 수여

42

<표 5>는 2015년 어린이 발굴학교 참가기관과 체험학습 내용이다. 2015년 어린이발굴
학교 참여 기관은 마산 YMCA, 대구 동도초등학교, 솔잎 지역아동센터, 대구 북비산초등
학교, 대구 비산초등학교 등으로 학교를 비롯하여 YMCA, 지역아동센터 등 매우 다양한
기관들이 체험에 참여하였다. 참여 인원은 5회 걸쳐 총 177명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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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체험활동지 표지

(b) 체험활동지 내용

<그림 6> 체험활동지

어린이발굴학교는 기획 당시부터 교육목적과 내용, 대상이 분명하였으며 일회성이 아
니라 장기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많은 어린이에게 발굴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느끼게 하
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 체험 프로그램으로 계획되었다.
오전 야외 발굴현장 체험, 오후 실내 유물 만들기 체험으로 구분한 후 고고학을 전공
하는 강사가 계속 동행하면서 체험과 교육을 같이 진행한다. 고고학전공자가 실제 발굴
현장에서 있었던 경험과 재미있는 일화를 어린이들의 눈높이 맞추어 설명해주면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고 사실 전달을 통해 교육의 정확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조를 나누어서
진행한 현장 체험과 발굴현장에서 보았던 유물들을 실내에서 복원해보고 제작기법이나
용도를 생각해보면서 고고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해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립심과 협동심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어린이 발굴학교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발굴현장 체험이 핵심인 동시에 문화재
청의 문화유산교육 고고학체험교실 목적에 가장 적합화 되어있는 프로그램이다. 발굴현
장 체험은 박물관에 있는 유물이 어떤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전시될 수 있었는지를 생생
한 발굴현장체험을 통해 경험함으로써 역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직접적인 체험
에 앞서 발굴현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살아있는 교육이 되며 실제 현장을 발굴 조사하는
고고학자들의 설명과 현장체험은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살아있는 교육이
되었다.
그렇지만 어린이 발굴학교 운영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 역시 확인되고 있는데, 먼저
발굴현장에서 체험 당일 학생들의 부주의로 인한 유적과 유물이 손상될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가장 주의해야 한다. 더불어 열악하고 위험한 현장에서 학생들의 안전상의 문
제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다. 물론 체험 전에 현장에 여러 안전장치
와 관련 교육은 필수적이다. 학생들이 대형버스를 통해 단체로 발굴현장과 실내 체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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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이동함으로 보험과 버스 동선, 주차 공간 확인과 같이 작은 부분이라도 세심한 주의
를 기울여야 된다.
또한, 바쁜 일정의 발굴조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험을 추진하고 발굴조
사 운영에 따른 일정 조정과 체험 강사의 업무 분담이 미리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
은 체험학습담당자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우선되어야 가능하다. 발굴현장이 야외이다
보니 가끔 체험 당일 기상조건에 따라 야외 체험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
에는 인근 박물관 답사 또는 연구원 실내에서 오전, 오후 모두 진행하는 플랜B의 사전 준
비도 필수적이다. 계절 역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인데, 여름방학 기간이지만 7월-8
월인 무더운 혹서기는 되도록 피하고 봄, 가을에 체험일정을 잡는 것이 효과적인 체험이
될 수 있다.

Ⅳ. 문화재 발굴현장 체험학습 활성화 방안
앞장에서 2015년 고고학체험교실 참여 기관과 프로그램, 영남문화재연구원의 어린이
발굴학교의 상세한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앞의 내용을 토대로 문화재 발굴현장
체험학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6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하고자 한다.

1. 발굴현장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문화재 발굴전문기관은 설립 목적에 대부분 문화유산 보존, 보호, 조사연구, 관리 및
활용이란 문구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매장 문화재 조사와 연구는 물론 조사 내용을 일
반 시민에게 알려서 문화재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시킨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발굴전문기관은 공익성을 내포하고 있는 설립 목적이 필요한 활동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많은 개발사업으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제발굴에 매진하다 보
니 부족한 시간과 여건상 현장을 체험학습 공간으로 마련하는 것은 물론 일반 시민에게
발굴현장 공개조차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최근 일부 기관들은 발굴을 통해 복원한 내용을 일반인들에게 알
려줘야 하는 윤리적인 의무가 연구원에 있다고 직원들을 독려하면서 현장을 활용한 체험
과 다양한 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처럼 일부 발굴현장을
대중교육의 훌륭한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발굴전문
기관들은 예산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충당하고 있다. 고고학체험교실 시행 기관들은 국고

108

제28호

보조금을 사용하지만, 보조금으로 부족하기에
적지 않은 비용을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 비용은 기관의 예산 편성 시 반영해야 할 부
분으로 운영 정상화가 이루어진 발굴전문기관
이 고유목적사업비를 공익적 차원에서 발굴현
장 체험을 비롯한 문화사업에 안정적으로 투자
함으로써 고고학의 저변확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 무형의 수익 창출 모식도

문화사업은 무형의 수익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한다. 문화재청의 정책 방향은 발굴현장
공개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고고학체험교실 사업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문화
재청과 발굴전문기관이 같은 정책 방향으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
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학생들과 체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교 선생님, 학부모들이 고고학과
발굴, 발굴전문기관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변화를 일으키고 자연스럽게 참여
도 유도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지역의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까지 적지 않은 관심을
끌게 된다. 그 이유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교육과 관련된 활동은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지역 언론 역시 체험학습 결과를 보도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연계현상들이
일어난다. 영남문화재연구원이 2015년 고고학체험교실 프로그램 운영 관련 언론보도만
20회에 이른다. 이런 현상은 체험을 주관한 기관에 대한 이미지 상승과 많은 홍보로 이어
지게 된다. 언론 홍보는 숫자로 보이지 않지만 다른 방법으로 쉽게 얻을 수 없는 무형의
수익이 되는 것만은 사실이다.

2. 매장문화재 활용 공모 사업의 확대
발굴현장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발굴기관에 형성되더라도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고고학체험교실과 같이 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지원
책을 마련해주는 계기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문화재청의 고고학체험교실은 2011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10개의 발굴전문기관이 참여
하게 되며 기관별로 1,000만원의 국고보조금과 기관 자부담이 일부 병행하면서 운영되는
사업이다. 영남문화재연구원은 고고학체험교실에 참여하게 되는 2011년부터 문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어 점진적으로 전담부서 설치와 예산 반영, 프로그램 영역
확대 등으로 점차 발전되었다. 고고학체험교실을 직접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왜 이런 일

문화재 발굴현장 체험학습 활성화 방안 연구 109

을 해야 하는지의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게 되
었다. 이제는 문화사업이 연구원 업무 영역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연구원
의 특징 중의 하나가 되었다.
한국매장문화재협회에서 문화재청의 위탁
사업으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리동네
유적 사회교육 프로그램도 고고학체험교실과
더불어 발굴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대표
적인 공모사업이다. 우리동네유적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매장문
화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한국매장문화재협회 소속 회
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매년 8기관이 참
여하게 된다. 교육 내용은 매장문화재유적 탐
방, 유물 복원, 문화유산 답사, 해설가 양성 등

<그림 8> 우리동네유적 사회교육
프로그램 포스터

으로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고고학체험교실과 우리동네유적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같이 발굴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매장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은 지금보다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2개 공모사업은 현재
매년 18개 기관이 참여하지만 이 중에는 중복되는 기관도 있으므로 15개 전후의 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공모사업을 확대하여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하게 되면 매장문화재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다른 기관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체험 활
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박물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마련
발굴현장 체험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들과 상호연계가 필
요하다. 그중에서도 지역의 국립박물관, 대학박물관, 공립박물관 등과 같이 발굴된 유물
이 체계적으로 전시되어 있고 패널, 홍보영상물 등과 같이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
물관의 연계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발굴현장체험 과정에서 발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유물이 어떻게 출토되는지를 먼저 학습하게 되고 박물관으로 이동 후 전시된 유물을 보
면서 발굴과 유물에 대한 생각과 인식이 주입식의 교육이 아닌 동기부여를 통한 학생 스
스로 습득하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발굴현장 체험의 학습 효과를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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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발굴현장 체험 후 박물관 전
시유물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굴현장 체험을 운영하는 발굴전문기
관들은 프로그램을 발굴현장 체험과 문화
재와 발굴 PPT 설명, 유물모형 만들기 등
으로 구성하고 있으므로 기관에서 발굴하
고 있는 현장과 시설을 활용하게 된다. 발

<그림 9> 박물관 전시유물 견학

굴전문기관은 발굴현장과 보고서 작성실, 보존처리실, 유물정리실, 자료실, 수장고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전시공간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발굴조사보고
서 발간 후 유물이 지역에 있는 국립박물관으로 이관하게 됨으로 전시실에 대한 필요성
은 사실 없는 편이다. 그럼에도 전시실을 운영하는 일부 기관도 있지만, 박물관에 비해서
는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여건으로 인해 발굴현장 체험 후 전시유물 관
람은 지역의 박물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관람, 교육, 시설 이용 등의 부
분들은 박물관과의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
박물관 역시 많은 사회교육과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많은 편이다. 그렇지만 박물관 자체적으로 발굴현장을
운영하지는 않고 있기에 발굴현장에 대한 체험과 답사가 필요할 경우는 지역의 발굴전문
기관과 연계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체험교육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이처럼 문화재관련 유
관 기관들이 서로의 특성과 장점들을 공유하고 협조한다면 고고학을 비롯한 문화재를 더
욱 쉽고도 효율적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4. 야외 모의 발굴체험장의 운영
발굴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발굴조사는 대부분 구제발굴로 발굴 기간이 계획되어있
지만,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고 빠듯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과거보다 장기발굴현장이
많지 않고, 현장 역시 도심보다는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발굴조사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역사교육을 목표로 체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설령 계획된 체
험 일정에 발굴 조사현장이 있고 접근이 가능한 곳이라고 해도 체험 당일 안전사고에 대
한 부담, 불확실한 날씨, 현장 훼손의 우려, 현장조사자가 체험 강사로 투입되는 등 어려
운 점이 매우 많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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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역시 년 초에 어린이발굴학교 참
여 기관이 확정되고 계획대로 진행하고자
할 때 체험할 수 있는 발굴현장을 확보하
지 못해서 현장 체험을 유적 답사로 전환
하고, 체험 당일 내리는 비로 인해 야외 체
험을 못 하고 실내체험으로 전환하는 등
의 사례도 간혹 경험하였다.
이런 점들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발굴

<그림 10> 야외 모의 발굴체험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의 발굴체험장의 설치가 필요하다. 발굴조사가 완
료된 현장의 유구 일부를 기관의 주변 또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이전하여 복원하
게 되면 훌륭한 발굴체험장이 될 수 있다. 야외 모의 발굴체험장이 실제 발굴현장의 사실
성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상시 체험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유구와 체계
적인 교육 프로그램 구성, 체험 및 유구 안내판 등을 설치한다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체험을 하기 에는 발굴 현장보다 더욱 좋은 조건의 공간
이 될 수 있다.
박물관에서는 실내 발굴체험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실내에서는 체험참
가자들을 집중시키고 강사의 주도하에 체험할 수 있지만, 좁고 한정된 공간에서 체험하
기에는 비좁고 체험장에 제작에 사용된 유구의 재료들 역시 현장의 모습을 재현했지만,
실제 재질이 아니라서 현장감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반면에 야외에 모의 발굴체험장을 설치하면 넓은 공간에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다양
한 체험을 할 수 있으며,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붕 등의 보호장치를 구축한다면
실내 체험장보다 더욱 효율적인 모의 발굴체험장이 될 것이다. 조사가 완료된 현장 중에
서 종류가 다른 유구를 선별하여 설치 장소에 이동 후 실측도면과 사진을 통해 복원하게
된다면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 야외 모의 발굴체험장의 설치와 운영
은 발굴현장의 확보, 안전사고, 날씨, 현장훼손 우려 등 실제 발굴현장 체험이 가지고 있
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발굴 체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
는 기관에게는 매우 필요한 시설이라 할 수 있다.

5.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구성
현장체험학습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과정을 분석하
여 학습 목표와 내용을 명료화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계획을 세우며, 충분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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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중에
서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하
여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
이 중요한 부분이다. 가령 초
등학생들은 5학년 2학기가
되면 사회 교과서를 통해 본
격적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기 시작한다. 5학년 2학
기 사회 교과서는 1장에 우
리 역사의 시작과 발전이란

(a) 차례

(b) 내용

<그림 11>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

주제로 선사시대부터 고조
선, 삼국의 건국과 발전, 삼국 통일과 발해의 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은 세계와 활발
하게 교류하는 고려, 3장은 유교 문화가 발달한 조선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교과 과목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체험학습장 제작, 이론
교육, 체험하는 유적에 대한 설명, 체험 방법 등을 교과 과목의 수준과 비교적 유사하게
제작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다. 이러한 점들로 볼때 발굴현장 체험학습은
역사 교육을 받은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 되어야 이해가 빠르고 교육 효과도 있으므로 발
굴현장체험의 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인 5-6학년이 적합하다.
또한, 교과서 내의 그림과 사진 등을 일부 발췌하여 체험학습장과 이론 교육 시 활용
하는 PPT 자료에 사용하면 가시적으로 익숙한 디자인과 내용으로 인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유적에 대한 설명과 현장 체험 시에도 유적의 시기와 성격이 교과서의
어디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교과서 내용을 보완해 주면 학생들의 이해가
빠를 것이다.
초등학생의 체험은 정확성과 집중도도 중요하지만, 흥미를 유발하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 학생들의 집중도와 흥미를 유발하고 지루하지 않은 체험으로 유도하려면 재미
가 있어야 한다. 과한 놀이 위주의 체험은 학습의 효과를 저해시키지만, 게임과 퀴즈를
체험 사이에 적절히 가미시켜서 체험을 진행하면 재미와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
이다.
캐릭터의 개발도 필요한 부분이다.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기관의 이
미지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캐릭터를 제작하여 체험활동지와 PPT, 각종 물품, 체험복,
이름표 등에 다양하게 활용하면 재미와 통일감을 줄 수 있다. 기관의 대표적인 발굴 출토
유물을 골라서 디자인하여 다른 문화사업에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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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홍보활동의 다양성 강화
발굴현장 체험과 같이 발굴전문기관의
문화사업 프로그램 홍보방법에는 언론사
보도자료 발송, 교육청과 각 학교에 보내
는 공문, 홈페이지 및 블로그 공지, 학교
체험담당자 메일 발송 등이 있다. 이 중에
서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발송해서 신문
에 실리게 되면 홍보 면에서는 가장 효과
적이다. 문화사업의 대상은 대중들이고,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노출된 매체가 방
송사 또는 언론사이기 때문이다.

<그림 12> 어린이 발굴학교 언론보도

그렇지만 보도 자료가 신문에 실리게 되는 선택권은 언론사의 몫임으로 홍보 노력이
무위에 그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보도자료 발송과 언론사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충분히 효과적인 홍보가 가능하다. 언론 보도는 년 초에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홍보가 이
루이지고 이후 시행한 체험 결과 내용을 일정한 간격으로 보도해주는 것이 꾸준한 홍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결과는 발굴전문기관의 이미지 상승에도 큰 효과를 준다.
발굴현장 체험 대상이 초등학생인 관계로 학교를 대상으로 업무협의와 홍보를 하게
된다. 특히 체험기관모집은 학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 방법이 필요하다. 학교는 년
간 운영 계획을 학기 시작 전에 모두 계획함으로 체험 프로그램 참여 공문을 1-2월에 발
송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기이며, 교육청으로 문서를 바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공문과 함께 프로그램 내용과 참여 방법, 체험학습자료 등을 담은 홍보 책자를 제
작하여 같이 발송하는 것은 교사를 비롯하여 교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체험학습에 대한
정보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기관 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체험 관련 내용을 공지하는 것은 매건 별로 해주는 것
이 좋으며, 한국매장문화재협회와 같은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소식을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홈페이지 홍보는 홈페이지를 방문한 이용자에게만 알릴 수 있다는 한계를 가
지고 있다. 그렇지만 홍보의 궁극적인 목적이 잠재적 이용자를 주된 이용자로 바꾸는데
있다면,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유형의 자산이 충
분히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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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지금까지 고고학체험교실 참여기관의 프로그램과 영남문화재연구원 어린이발굴학교
의 상세한 내용과 문제점을 통해서 발굴현장 체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문화재 발
굴현장의 체험학습은 과거의 역사적 산물인 문화유산의 가치를 활용하여 현대의 삶을 풍
성하게 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의 생생한 역사 교육의 공간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
이라 할 수 있다.
문화재발굴현장 체험이 지금보다 더 많이 생겨나고 높은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발굴조사를 직접 하는 발굴전문기관이 현장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공감
대 형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 그럼 지금보다 많은 기관이 현장 개방과 체험학습에 참여하
게 되고 자연적으로 현장체험학습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참여기관 모집
과 언론 홍보 등을 통해서 공익적 활동을 하는 기관의 이미지가 더욱더 호의적으로 될 것
이고 이는 발굴전문기관의 무형의 수익창출이 될 것이다.
발굴현장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발굴기관에 형성되더라도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고고학체험교실과 우리동네유적 사회교육 프로그램
같이 공모사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이런 공
모사업은 지금 보다 더욱 확대되어야 여러 기관이 매장문화재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느
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다른 기관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체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
이다.
체험 프로그램 구성에서 발굴현장 체험 후 박물관 전시유물 관람이 이루어진다면 학
생들의 학습적인 측면에서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발굴현장체험을 통해서 유물이 어떤
방법과 과정을 거쳐서 출토되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박물관 이동 후 전시된 유물을 바로
보게 된다면 문화재에 대한 생각과 인식이 동기부여를 통한 학생 스스로 습득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박물관과 같은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기관
별 특성과 장점을 공유하는 공조 시스템이 필요한 부분이다.
발굴현장의 확보, 안전사고, 날씨, 현장훼손 우려 등 실제 발굴현장 체험이 가지고 있
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야외 모의 발굴체험장의 설치가 필요하
다. 야외 모의 발굴체험장이 실제 발굴현장의 사실성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시간과 장소
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체험을 하기 에는 발굴현장 보다 더욱 좋은
조건의 체험 공간이 될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 구성에서 학교 교과과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학생들에게 학습
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5학년 2학기 역사 교과 과정에 대한 내용을 체험 구성,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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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PPT 자료 등에 반영하고 체험의 재미와 흥미 유발을 위해 게임과 퀴즈로 가미하는 것
도 좋은 방법이다. 기관 문화사업 캐릭터를 개발해서 활용하면 학생들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체험과 관련된 사항들을 참여기관에 따라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
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홍보방법에는 언론사 보도자료 발송, 교육청과 각 학교에 보내는
공문, 홈페이지 및 블로그 공지, 학교 체험담당자 메일 발송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
력하면 꾸준한 홍보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런 결과는 발굴전문기관의 이미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2015년 11월 제3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가 나주에서 고고학과 현대사회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날 여러 주제 발표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대중고고학이다. 이제
는 고고학의 연구 성과를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해시키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고학계에서도 공감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예전부터 생생문화재사업과 창의체험학교,
고고학체험교실 사업을 대중을 위한 문화재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각 박물관은 전시 기능은 물론 사회교육·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매우 활성화 되
어있다.
발굴전문기관은 발굴현장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대중고고학 활동을 주로 하
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위해서 전담부서를 두고 운영하는 기관도 있으며, 교육 목적
사업비 예산을 문화사업에 활용하기도 한다. 고고학체험교실 같은 문화재청 사업에 참여
하여 왕성한 문화사업을 하는 기관은 다수 있지만, 아직 많은 기관이 문화사업에 인색하
거나 하더라도 단기성 행사로 끝나고 있다.
문화유산 보존과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유산이 가지는 소중한 가치를 잘 보존하
고 개인 모두와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그 가치를 잘 활용함에 있다. 발굴을
통해 생성된 자료를 분석하고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여 발굴현장 체험과 같이 일반대중
에게 과거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은 발굴전문기관에게는 윤리적 의무인 동시에 공익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역할이라 볼 수 있다.
김동윤 ▶논문접수일(2016.12.28) ▶심사완료일(2017.2.19) ▶게재확정일(201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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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ctivation Plans for Experiential Learning
at Excavation Sites of Cultural Assets
- With a focus on the operational case of Excavation School for
Children by Yeongnam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

Dong-yun Kim

(The Yeongnam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The activity scope of specialized excavation agencies has gradually expanded from
salvation excavation and academic research activity-based excavation for specialists
to a wide range of cultural projects for the public in recent years. Some of them
participate in the Classroom for Archeological Experiences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s its implementation agency, running experiential activity programs
based on excavation sites. Such programs present excavation sites as venues for
archeological experiences and living history education to young students and have
made visible achievements.
The present study proposed six ideas to promote the further activation of experiential
learning at excavation sites: first, the specialized excavation agencies themselves
should form a consensus on the need for the utilization of excavation sites; second
the public offering project using buried cultural properties should be expanded now;
third they need to prepare programs linked to museums; fourth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e experience of the excavation field, it is necessary to operate the field
simulation spot; fifth they need to organize experiential programs linked to the school
curriculums; and finally, they should employ various ways of promotion to publicize
their experiential programs according to their nature.
The specialized excavation agencies can fulfill their ethical duties and perform their
public interest-based social roles by analyzing the data produced out of excavation,
carrying out restoration works to their original conditions, and facilitating the public's
understanding of the past.
Key words : specialized excavation agency for cultural assets, Classroom
for Archeological Experiences, Excavation School for Children,
public arch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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