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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우리나라는 1999년 1월 29일 문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 되면서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전문법인 설립의 법률적·제도적 기반이, 2005년부터 문화재보호법과 동법 시행규
칙 개정을 통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이 갖추어야 할 인력, 시설, 기자재 등의 기
준이 도입된다.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법되어 2010년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2011
년에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이 제정·시행되면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종류, 등록 요건
및 절차, 행정처분 등 등록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하지만,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공공성·투명성·객관성 제고와 학술성·전문성 강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의 건전한 운영과 역할, 건전성 유도를 위한 관리·감독, 국
내 개발사업의 환경변화 등이 간과된 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 등록제도나 법인
설립 기본재산 요건 등은 2008년도의 완화된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 결과, 기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의 분열을 통한 전문법인의 난립과 영세화,
저가수주와 과당경쟁, 갑을관계 심화, 직업 윤리의식 결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품질저
하 및 부실조사 우려뿐만 아니라 조사기관 선정과 비용 결정 주도권을 가진 개발사업 시행
자의 무리한 조사기간 단축과 비용 축소,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전문성과 공익성,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불신 등 악순환구조만 지속적으로 반복·재생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러한 악순환구조를 선순환구조로 바꾸고, 시대적·환경적 변화를 반영한 선제적인 정
책추진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와 학술성·전문성 강화, 품질향상 등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이 도산할 경우 현행 제도로는 도산한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전문법인의 보고서 미제출, 국가 귀속대상 유물 미이관, 국가 미귀속대상 유물의 보
관·관리, 유물 보존처리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나 다른 전문법인이 그 업무
를 대행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장치도 없다.
따라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의 건전한 운영·역할과 발전, 경쟁력과 건전성
유도·확보, 공공성·공익성 강화를 통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투명성·객관성·신뢰성
제고, 학술성·전문성 강화, 품질향상 등을 위해서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수행 가능면적
및 용역수행 가능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이
갖추어야 할 전문인력 수, 기자재, 시설과 함께 신용평가등급 또는 보유 자본금(일반 순자
산) 규모를 차등화 하는 방향으로 등록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시대적 환경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 등록제도의
개선과 관리·감독, 그리고 정책적·제도적 지원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매장문화재조사 전문기관의 육성·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는 출발
점이자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 등록제도, 지원·육성, 제도개선

92

제36호

Ⅰ. 머리말
1)

우리나라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 은 1990년대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매장문
화재 발굴조사 수요와 대규모화로 인해 당시 개발사업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전
담하던 대학박물관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어 급증하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수요에 효
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1994년 민법에 근거하여 처음 설립되었다.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기 시작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은 1999년 1월 29일 문
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 되면서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설립될 수 있는 법률적·제도
적 기반이 마련된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이 갖추어야 할 인력, 시설, 기자재에 대한 기준은 2005
년도에 처음 도입된 이후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법되어 2010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2011년 하위법령이 제정·시행되면서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 등록 기준
과 절차, 행정처분 등 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 등록제도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의 건전한 운영·역할·발전, 전문성·공공성 강화, 국내 개발사업의 환경 변화
와 변수 등이 간과된 채 전문법인과 전문인력 수의 확대를 통한 발굴조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개발사업 시행자의 민원과 불편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여 왔다.
그 결과, 기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의 분열을 통한 전문법인의 난립과 영세
화, 저가수주와 과당경쟁, 갑을관계 심화, 직업 윤리의식 결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품
질저하 및 부실조사 우려뿐만 아니라 조사기관 선정과 비용 결정 주도권을 가진 개발사
업 시행자의 무리한 조사기간 단축과 비용 축소,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전문성·공익
성,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불신 등 악순환구조만 지속적으로 반복·재생되는 결과를 초
래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및 전문법인 설립 현황, 매장문화
재 발굴조사 전문법인 등록제도의 변천과 특징, 그리고 현행 등록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큰 틀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 등록제도의 개
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55호, 2018.12.24, 일부개정)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1호, 2017.6.30, 일부개정)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는 조사
기관을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수중발굴조사기관으로 구분하여 각각 등록기준을 별도로 규정하
고 있음. 현재 수중발굴조사기관으로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없기 때문에 이 글에서 사용하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육상발굴조사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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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및 전문법인 설립 현황
1. 발굴조사 현황
우리나라는 1999년 1월 29일 문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5719호) 되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에 따
른 사전협의가 의무화된다(최민정, 2017: 156).
<표 1> 연도별 매장문화재조사 현황
연도

(단위 : 건, ㎢, 억원)

지표조사
건수

발굴조사

대상면적(㎢)

비용

건수

합 계

대상면적(㎢)

비용

건수

대상면적(㎢)

비용

1999

66

42

-

331

7

369

397

49

-

2000

299

189

-

319

10

361

618

199

-

2001

429

198

-

469

13

505

898

211

-

2002

665

184

-

598

19

766

1,263

203

-

2003

987

324

71

705

19

992

1,692

343

1,063

2004

1,295

370

81

999

34

1,411

2,294

404

1,492

2005

1,510

484

108

972(180)

35

1,647

2,662

519

1,755

2006

1,382

629

120

947(353)

35

2,148

2,682

664

2,268

2007

1,530

640

114

876(383)

43

2,182

2,789

683

2,296

2008

1,534

1,370

181

941(441)

64

3,309

2,916

1,434

3,490

2009

1,449

1,293

203

1,093(612)

115

5,092

3,154

1,408

5,295

2010

1,464

638

136

1,092(535)

63

3,218

3,091

701

3,354

2011

1,221

453

85

903(355)

25

1,745

2,479

478

1,830

2012

1,348

387

79

1,066(444)

33

1,919

2,858

420

1,998

2013

1,131

267

70

1,167(509)

25

2,049

2,807

292

2,119

2014

1,349

320

63

1,273(578)

36

2,302

3,200

356

2,365

2015

1,390

286

68

1,410(591)

31

2,526

3,391

317

2,594

2016

1,196

256

82

1,600(666)

24

2,509

3,462

280

2,591

2017

1,103

267

67

1,689(675)

19

2,378

3,467

286

2,445

2018

1,263

333

71

1,643(745)

29

2,300

3,651

362

2,371

※ ( )내는 발굴변경허가 건수임.
※자
 료 :	문화재청, 2010~2015, 『주요업무 통계자료집』: 2016~2019,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00~2018, 『문화재연감』:
누리집(http://www.cha.go.kr): 문화재 협업포털(http://www.e-minwon.go.kr:8072/webs/main.jsp) ;
국가지표체계(http://www.index.go.kr).

“지역 균형개발·국토 이용체계의 확립·국민복지 향상·국토환경 보전·통일기반 조
성”을 목표로 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대한민국정부, 1992), “균형국토·녹색국토·
개방국토·통일국토”를 목표로 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대한민국정부, 1999), “균형국
토·개방국토·녹색국토·복지국토·통일국토”를 목표로 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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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대한민국정부, 2005)의 시행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전국적인 각종 국책사업과 함
께 민간부문의 개발사업으로 인해 매장문화재조사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연
간 1,000여건 이상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와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일반적으로 그 목적에 따라 학술발굴조사와 구제발굴조사로 구
분할 수 있으나 문화재청에서는 연구 목적의 순수 학술발굴조사, 유적 정비사업 목적의
정비목적 학술발굴조사,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구제발굴조사로 구분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목적을 문화
재청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각종 개발사업
에 따른 구제발굴조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건)
2500

1,942

2000
1,574
1500
1,148
1000

869

856

1,617

2,073

2,015

1,712

1,443

1,479
1,301

1,250
1,057

857

500
100
30
0

104
12

20

70

3774

3099

4190

116
32

106
85

122
120 141148 167 157 182 142 197176
116
114
111
93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순수 학술발굴

정비목적 학술발굴

구제발굴

※자
 료 :	문화재청, 2000~2018, 『문화재연감』: 2010~2015, 『주요업무 통계자료집』: 2016~2019,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누리집(http://www.cha.go.kr/); 국가지표체계(http://www.index.go.kr).

<그림 1>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전문인력과 시설, 기자재 등을 갖추고 국가에 등록한 조사기관만 매장
2)

문화재 발굴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55호, 2018.12.24, 일부개정)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① 매장문
화재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이하 “조사기관”이
라 한다)이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기관
3.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5.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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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발굴조사기관은 일반적으로 설립 근거에 따라 크게 전문법인, 대학기관, 국
가기관, 기타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매장문
화재 발굴조사기관 유형을 분류하고 국가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있다.
문화재청에서 분류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기관 유형을 기준으로 이들 기관이 최근 10
년간 수행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전문
법인이 대부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10년간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12,936건인데,
12,936건 중 전문법인이 12,152건(94%), 대학기관이 397건(3%), 국가기관이 208건(2%), 기
타기관이 179건(1%)을 수행했으며, 전문법인은 2013년부터 매년 1,000여건 이상의 매장
문화재 발굴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표 2> 최근 10년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수행기관 현황

(단위 : 건)

연 도

총 계

전문법인

대학기관

국가기관

기타기관

2009

1,093

978

76

27

12

2010

1,092

998

52

33

9

2011

903

840

36

20

7

2012

1,066

987

45

20

14

2013

1,167

1,080

43

16

28

2014

1,273

1,189

38

18

28

2015

1,410

1,333

33

21

23

2016

1,600

1,535

27

17

21

2017

1,689

1,633

27

13

16

2018

1,643

1,579

20

23

21

합 계

12,936(100%)

12,152(94%)

397(3%)

208(2%)

179(1%)

※자
 료 :	문 화재청, 2010~2018, 『문화재연감』: 2010~2015, 『주요업무 통계자료집』: 2016~2019,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누리집(http://www.cha.go.kr/).

2. 전문법인의 출현과 설립 현황
우리나라 최초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은 1994년에 설립된 영남매장문화재연
구원(현 영남문화재연구원)이다.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은 지역학회인 영남고고학회가 1993년 12월 경산 임당동 유적 발
굴조사를 계기로 지역의 주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
일한 해결책으로 인식하여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하
였다.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설립 이후 한국문화재보호재단(현 한국문화재재단) 내에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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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굴조사실이 신설(1995년)되고, 지역학회·지자체·순수민간 출현 등을 통해 경
상북도문화재연구원(1997년), 경남고고학연구소(1997년, 현 삼강문화재연구원), 충청매
장문화재연구원(1997년, 현 충청문화재연구원), 경남문화재연구원(1998년), 기전문화재
연구원(1999년, 현 경기문화재연구원), 호남문화재연구원(1999년) 등이 설립된다(하진호,
2015a: 49-51, 2015b: 58-60).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하기 시작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은 1999년 1월 29일 문
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5719호) 되면서 법률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의 설립 근거를 마련한 배경은 지역균형
개발 등을 목표로 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년~2001년)의 추진으로 신산업단지조
성, 신도시개발, 도로·철도·항만·댐 건설 등 각종 국책 개발사업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수요가 급증하고 대규모화되었으나, 당시 개발사업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조
사를 전담하고 있던 대학박물관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
급증하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매장문화재 발굴조
사 전담기관의 필요성과 설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었다(최민정,
2015: 44, 2016: 46).
1999년 1월 29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을 통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의 설립
근거가 마련되고, 2008년도에 전문법인 설립의 기본재산 하향(3억원에서 5천만원) 및 등
록기준이 완화되면서 2009년도에만 17개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이 설립된다.
2010년에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법되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
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 설립 기본재산 및 등록요건은 2008년도의 완화된 제도
가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
그 결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은 매년 꾸준히 설립되었으며, 2018년 12월말
기준 112개의 발굴조사 전문법인이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있다.
<표 3> 연도별 매장문화재조사 전문법인 설립 현황
연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기관수

1

1

0

3

1

2

5

2

1

4

4

7

9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기관수

4

6

17

4

1

3

3

5

12

5

6

7

※ 자료 :	문화재청, 2000~2018, 『문화재연감』: 2010~2015, 『주요업무 통계자료집』: 2016~2019,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누리집(http://www.cha.go.kr/); 하진호, 2015, 「매장문화재조사 전문법인의 출현과 발전」, 『매장문화재조사 정책 및
제도의 발전 방향』, 문화재청·한국매장문화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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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조사 전문법인과 소속 전문인력 수의 변화를 보면, 매장문화재조사 전문법
인 수의 증가에 비해 소속 전문인력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2012년도부터는 매장
문화재조사 전문법인 소속 총 전문인력과 1개 전문법인당 평균 전문인력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많은 신규 전문인력의 유입효과가 매장문화재조사 전문법인의 설립을 촉발한 것
이 아니라 사실을 보여준다.
<표 4> 연도별 매장문화재조사 전문법인과 소속 전문인력 현황

(단위 : 기관, 명)

연 도

전문법인 수

소속 전문인력 수

평균 인원 수

2008

53

1,226

23

2009

67

1,630

24

2010

71

1,943

27

2011

72

2,011

28

2012

76

1,912

25

2013

78

1,820

23

2014

83

1,849

22

2015

95

1,853

20

2016

100

1,814

18

2017

106

1,861

18

2018

113

1,822

16

※ 자료 :	문화재청, 2014~2015, 『주요업무 통계자료집』: 2016~2019,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4, 『2013년도 한문협 회원기관 매장문화재 조사 편람』; 한국매장문화재협회, 2015, 『2014년도 한문협 회원기관
매장문화재 조사 편람』: 2016, 『2015년도 한문협 회원기관 매장문화재 조사 편람』.

명
3,000
2,436
2,500

2,680

2,590

2,542

1,943

2,011

2,508

2,614

1,853

1,814

1,861

375

406

506

2,437

2,515

2,442

1,912

1,820

1,849

343

353

313

2,572

2,046
1,630

2,000

1,822

1,226

1,500
1,000

319

500

376

0

2008년

294

311

380

2009년

368
2010년

총 인력

286
293

2011년

287

2012년

전문법인 인력

300

2013년

353

2014년

대학기관 인력

271

285

2015년 2016년

253
2017년

519
231
2018년

국공립기관 인력

※ 자료 :	문화재청, 2014~2015, 『주요업무 통계자료집』: 2016~2019,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4, 『2013년도 한문협 회원기관 매장문화재 조사 편람』; 한국매장문화재협회, 2015, 『2014년도 한문협 회원기관
매장문화재 조사 편람』: 2016, 『2015년도 한문협 회원기관 매장문화재 조사 편람』.

<그림 2> 매장문화재조사 전문인력 변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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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 등록제도의 변천과 특징
우리나라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 체제는 민법에 근거하여 1994년에 설립된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이 그 시작이다.
1990년대 이전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단기간의 소규모 면적에 국한되었으며, 1980
년대 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구의 발굴조사 또한 전면적인 발굴조사 아니라 기존에 알려
진 유적을 중심으로 제한된 면적에 대해서만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1990년대 지역균형개발 등을 목표로 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년~2001
년)의 추진으로 신산업단지조성, 신도시개발, 도로·철도·항만·댐 건설 등 각종 국책
사업과 함께 민간부문의 개발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당시 개발사업에 따
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전담하고 있던 대학박물관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최민
정, 2015: 42, 2016: 45).
1993년 9월 대구 시지동 유적과 같은 해 12월 경산 임당동 유적이 공사 중 훼손되는 사
건을 계기로 매장문화재 보호와 개발이익 추구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 설립이었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
치단체에서 발굴조사를 맡게 하는 노력이나 차선책으로 마련된 발굴조사 전문법인의 공
익성을 보장할 엄정한 설립기준을 세우지 못하면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등 산하기관을
통해 구제발굴조사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된다(김낙중, 2015a: 128, 2015b: 145-146).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기 시작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은 1999년 1월 29일 문
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5719호) 되면서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설립될 수 있는
법률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위법령에 등록 조건이나 절차, 행정처분, 관리·감독 등에 대한 기준과 매장
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 설립의 지원·육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표 5> 매장문화재조사 전문기관 설립 관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5719호) 내용
제48조의4(매장문화재조사 전문기관의 육성·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조사 전문기관의 설립을 적극 육성·지원하여야 한다.<신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이 갖추어야 할 인력, 시설, 기자재 등에 대한 기준은
2005년 1월 27일 문화재보호법(법률 제7365호)과 2005년 7월 28일 동법 시행규칙(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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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령 제121호)이 일부개정 되면서 마련된다.
당시 발굴조사 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시설, 기자재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
대학박물관, 국공립기관 등 그 성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표 6> 발굴조사기관 기준 관련 문화재보호법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
문화재보호법(법률 제736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문화관광부령 제121호)

제44조(발굴의 제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에 관하여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신설>

제37조(발굴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법 제44조제3항에
의하여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은 별표 제9의2와
같다.<신설>

문화재보호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발굴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규정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균형국토·녹색국토·개방국토·통일국토를 목표로 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년
~2020년)의 추진으로 “도로·철도·항만·공항 등의 교통망과 물류 기반시설 구축, 기업
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경제자유구역·지역특별화발전특구·혁신도시 조성, 공공주택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수요가 2003년부터 크게 증가한다.
이 과정에서 발굴조사기관 섭외의 어려움으로 인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대기기간의
장기화, 개발사업 시행자의 허가사항 위반. 고의적인 발굴조사 지역 훼손, 조사기관의 허
가사항 위반, 발굴조사 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등”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하여 발생
하고 있는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했기 때문이다(최민정, 2015:
45, 2016: 48).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 시기에 문화
재보호법과 동법 시행규칙, 매장문화재조사 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통해 “매장문화재 조
사기관 설립기준 및 조사요원별 자격기준 도입,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처벌, 조사인력의
매장문화재조사 참여제한, 발굴조사 완료 후 2년 내 보고서 제출 의무화 위반 처벌기준
마련,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 통합, 발굴조사 허가 행정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 대
학의 발굴조사 참여범위 연간 150일 제한, 발굴조사 수행기관 심의기준 강화 등”의 다양
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의뢰 및 관리·감독, 발굴허가 사항 및 보존조치 명령 이
행 등에 대한 실질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는 개발사업 시행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률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병행되지 못해 매장문화재 발
굴조사와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기관 및 전문인력 공급과 발굴조사 수요의 불균형, 발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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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개발사업 시행자의 불만 및 민원 해소, 제도개선 요구사
항 반영,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이다.
2007년 8월 29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문화관광부령 제168호) 되면서 매
장문화재 발굴조사기관의 등록기준은 전문법인과 전문법인 외 기관으로 분리되고, 전문
법인 외 기관에 대해서는 인력, 시설, 기자재 등의 기준이 완화된다.
<표 7> 발굴조사기관 등록기준 관련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문화관광부령 제168호) 내용
제52조(발굴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①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개정>

이 시기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한 개발사업 시행자의 불만이 절정에 달한 때라고
할 수 있다.
개발사업 지연이나 그로 인한 금융손실 비용 발생, 건설사 파산 등 모든 원인과 책임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와 조사기관 탓으로 돌리고, 매장문화재 보호 정책이 국토의 효율적
인 개발을 막는 악법이자 개발의 걸림돌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진다.
이때부터 매장문화재 보호 정책과 제도는 효율적인 매장문화재 보호 및 개발사업과의
조화보다는 개발사업 시행자의 불편·불만 및 민원 해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진다(최민정, 2015: 57, 2016: 58).
즉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행정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 발굴조사
기관 등록 심의 및 공고, 대학박물관의 구제발굴조사 참여 제한 폐지, 문화재위원회의 심
의안건 대상 발굴기간 100일에서 200일 이상으로 조정, 지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국가귀속대상문화재 분류평가회의 도입, 발굴조사기관의 의무사항 세분화 및 강화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의 보유 전문인력 수와 전문인력의 자격기준(학력 및 경
력)은 2008년 9월 26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완화된다.
또한, 활동영역 제한을 폐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시·도) 설립허가 법인에서 문화재
3)

청 소관 법인화로의 전환이 추진되며 , 전문법인 설립의 기본재산 요건이 3억원에서 5천
만원으로 하향된다(문화재청 발굴제도과, 2018: 1).

3) 이와 같이 제도개선을 추진한 배경과 개선내용은 2008년 4월 30일자 문화재청 보도자료(문화재청, 복잡한 행정절차 단축 등 문화
재조사제도 획기적 개선)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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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연도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 설립 기본재산 요건
1994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2019년

2019년 3월 18일

1억원

2억원

3억원

5천만원

3억원

※ 자료 :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2018, 「제2차 매장문화재 제도개선 유관기관 간담회 자료」: 2019.3.19., 「발굴법인 기본재산
상향 등 법인 설립 및 관리기준 변경알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의 인력기준과 설립 기본재산 완화, 문화재청 소관 법인
화 전환 등을 추진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년~2020년) 및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년~2020년)
의 추진으로 전국적인 대규모 국책사업과 함께 민간부문의 개발사업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급증하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대기기간 해소 및 조사기간 단축,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 수의 증가를 통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해소, 조사인력
확충, 행정절차 간소화, 개발사업 시행자의 조사비용 부담 경감 등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
이 가능하도록 매장문화재 보호 정책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본격적으로 쇄
도하고, 갈등과 분쟁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8년도의 제도개선과 정책추진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 수의 확대를
통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과 분쟁, 정부기
관과 민간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요구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당시의 상황만을 고
려한 미봉책이자 대증요법에 불과한 결정 및 추진이었다고 할 수 있다.
<표 9> 정부기관 및 민간부문의 매장문화재조사 관련 제도개선 요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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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요청기관

2008.5.16

문광부 저작권정책과

요 청 내 용
지표·발굴조사 관련 시군구 경유 폐지 등 조사처리 기간 단축

2008.9.29

지자체 경제협의회

발굴결과 보존되는 중요유적지 보상규정 마련
일정규모 이상 발굴비용 사업자부담에서 국가부담으로 확대
문화유적 지표조사 의무면적 3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
일정 면적 이하(1만㎡ 이하) 발굴허가권 시·도 위임(전체 허가건수의
약 54%)

2008.10.6

민관협동 규제개혁추진단

문화재지도를 지리정보체계(GIS)와 연계하여 매장가능성이 맞은 지역은
지표조사 제외
문화재보호법 제91조(지표조사) 개정 필요

2008.10.28

충청북도

지표·발굴조사 수요 충족을 위해 문화재조사 전문기관 추가 지정 필요
소규모 발굴지원 대상면적 확대 필요 및 자자체에서 조사된 분포지도·지표조
사보고서 기준으로 예산지원 필요

2008.11.4

울산광역시

문화재 발굴 결정권 이양(문화재청장→ 시·도지사)
산업단지 조성시 지표조사 대상을 3만㎡→100만㎡로 상향 조정, 문화재
발굴 비용 국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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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요청기관

요 청 내 용

지자체
(2008년도 하반기 규제개혁
건의과제)

발굴조사결과 문화재가 없을 경우 지표조사기관의 언론공개 규정 신설로
지표조사의 객관성 및 지표조사기관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기존 도로 확·포장공사 시에는 사전환경성 검토 및 문화재지표조사 시 기존도
로 면적 제외
발굴전담기관의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발굴비용의 현실화 및 비용의
국고 지원
지표조사 의무 기준면적 현행 3만㎡에서 상향 조정
발굴조사 후 보존된 대상토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매입비 지원 등 대책 마련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

발굴조사기관을 조기에 확대하여 수요공급 균형 도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에 “직권명령제” 도입 및 전담기관 설립·
운영담당 근거 마련
발굴업체 선정 업무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전경련

문화재 지표조사시 문화재유존지역 지정 등에 대한 개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조사보고서의 제출·통보기간을 명시
문화재 발굴조사 비용은 사업자가 우선 부담하되, 국가가 사후에 발굴 문화재의
중요성에 따라 비용 중 일정비율을 지원

2009.1.14

지자체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비용 및 발굴기간의 설정 명문화
매장문화재 발굴기관의 확충
지역별, 입지별, 지형별, 기확인된 유적 분포현황 및 밀집도 등을 감안하여 지
표조사 의무대상 기준을 (3만㎡)→ 다양화
허가권한 일부 시·도 위임 : 시굴허가 3만㎡, 발굴허가 1만㎡ 이하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에 대한 상피제 폐지
경지정리된 지역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제외

2009.2.4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

매장문화재 발굴업체 선정지연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애로

2009.2.17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공익성을 감안하고 신속한 발굴을 위해 발굴기관별 연간 발굴건수 의무화제도
도입 필요

2009.3.11

경상북도

문화유적분포지도와 GIS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중복조사를 피하는
방향으로 지표조사 완화(탄력적으로 운영)
지표조사도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법제화

2009.4.14

해양자원연구소

2009.4.23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

2009.4.23

민간합동 규제개혁추진단

문화재 조사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 검토

2009.5.13

시도, 시군구,
민간경제단체,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공동

문화재 지표조사 범위 3만㎡이상→100만㎡ 이상 조정
사업자의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부담 완화
문화재 조사기관의 책임성 강화
- 일정금액·면적이상 발굴조사에 대한 책임감리제 도입, 발굴조사 과정의
합리성, 적정성 평가 및 지도 감독 강화

2009.5.18

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

2009.6.5

국토해양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도시개발과

2008.11.13

2008.12.9

2008.12.17

수중문화재 지표조사에 관한 제도개선 건의
풍각-화양 국도건설 현장점검
- 문화재 발굴기간 및 비용 과다, 발굴전문가 부족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비 수익자 부담의 원칙 문제점 개선
지역별 혁신도시 발전방안 중 건의사항
- 문화재조사기간을 단축하고 조사인원 증원 등 조사방법 보완 필요, 문화재
조사비용 국비지원

우리나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 등록제도의 변천과 개선 103

일 자

요청기관

요 청 내 용

2009.7.16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문화재지표조사
- 일 정면적 이하(15만㎡) 문화재지표조사의 경우 시·군으로 위임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직접 문화재청과 협의
- 문화재지표조사의 품셈기준을 완하시키거나(예시 : 보정계수 하향조정),
비용산정에 대한 융통성을 부여
문화재시굴(발굴)조사
- 중요문화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함
- 비용산정에 대한 융통성을 부여해야 함
(예시 : 기 개발지는 비용산정에서 제외함)
- 중요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시행자 또는 조사자가 임의적으로 보고가 누락
되지 않도록 관계법령의 처벌을 강화해야 함

2009.7.17

대한주택공사

문화재조사기간 단축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2009.7.20

대한건설협회

지표조사 및 발굴 소요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거나 당해 사무를 국가가 직접
이행토록 개선

2009.8.7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

문화재 조사기관의 참여사업자 범위를 민간기업으로 확대

2009.8.14

국민권익위원회

발굴조사결과 보존해야 할 지역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국가에서 발굴비용 부담
사업의 유형에 따라 발굴조사 및 지표조사를 제외할 수 있는 규정, 발굴조사를
사업승인 단계에서 언제 실시하여야 하는지를 명문화
광역자치단체별로 발굴조사 수요 및 조사기관 선정을 통합관리하도록 하고, 발
굴조사기관 선정방식을 순번제 형태로 변경(문화재조사기관협의회 등과 협의)
하는 등 발굴조사기관이 준공영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2009.8.27.
~28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정책관실

2009.10.23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

2009.11.9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정책관실

2009.11.11

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

2009.11.13

제주도 제주시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발굴기관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 받은 발굴기관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호선하여 선정하는 등 발굴기관의 준 공영제 운영방안 마련

2009.11.23

(사)한국건설경영협회

문화재는 국가에 귀속·관리되는 공공재임을 감안,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비
용은 국가 부담토록 개선

2009.12.3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

발굴범위 설정, 중요유적 판정기준 등의 제정, 문화재 지표조사 표준품셈 제정
매장문화재조사 공영제 도입 필요성 검토

2009.12.17

충주상공회의소

중장기적인 문화재조사 전문인력 공급확대방안 마련 필요
문화재발굴에 따른 조사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방안 검토
2009년 하반기 자자체 건의 규제개혁과제
- 문화재 소규모 발굴비 범위 개선(강원)
2009 상반기 자자체 건의 중요과제 총리실 조정결과
-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사업 사업시행자 변경(민간→공공)
확정계약 도입 또는 사후정산 일부 면제방안 등 검토
문화재 조사기관·조사인력 확충, 행정처리시간 단축 등 지속 추진
발굴조사 업무처리기준 마련, 발굴조사 허가권 자자체 이양

문화재조사 비용지원 및 조사절차 간소화, 발굴대상 규모 조정

※ 자료 : 한국의정연구회, 2009, 『매장문화재 조사관련 발굴공영제 도입 타당성 분석』, 20-23.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의 인력, 시설, 기자재 등에 대한 등록 기준 및 절차, 행
정처분 등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체계가 마련된 것은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법되어 2010
년 2월 4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01호)과 2011년에 하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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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정·시행되면서 부터이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은 매장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보
존과 홍보, 개발사업과의 조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과 전문인력의 건전한 육
성보다는 개발사업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수요 감소, 민원 발생 억제, 급증하는 매
장문화재 발굴조사 수요에 따른 전문법인의 공급 확대 등과 관련된 부분에 치중하여 문
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매장문화재 관련 조항과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지침을 법령의 체계
에 맞게 구성·정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공공성·공익성·투명성·학술성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매
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의 운영과 역할, 육성, 그리고 환경변화 등이 간과된 채 2008
년도의 완화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 등록기준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과 하위법령에 그대로 반영되고, 전문법인 설립 기본재산 요건 또한 변경되지 않
은 채 유지된다.
2015년에는 대학박물관, 대학 부설 연구소, 공립박물관의 개발사업에 따른 구제발굴조
4)

사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된다. 이 지침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데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 행정조치이다.
<표 10>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 등록기준 변천 현황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168호,
2007.8.29.)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호,
2008.9.2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8호,
2011.2.16.)

ㅇ 조사단장 1명
(책임조사원과 겸임 가능)
ㅇ 책임조사원 1명
ㅇ 조사원 2명 이상
인력기준
ㅇ 조사보조원 3명 이상
ㅇ 보조원 3명 이상
ㅇ 보존처리요원 1명 이상
(보존처리 위탁하는 경우 제외)

ㅇ 조사단장 1명
(책임조사원과 겸임 가능)
ㅇ 책임조사원 1명 이상
ㅇ 조사원 2명 이상
ㅇ 조사보조원 3명 이상
ㅇ 보조원 3명 이상
ㅇ 보존처리요원 1명 이상

ㅇ 조사단장 1명
(책임조사원과 겸임 가능)
ㅇ 책임조사원 1명 이상
ㅇ 조사원 2명 이상
ㅇ 조사보조원 2명 이상
ㅇ 보조원 2명 이상
ㅇ 보존처리요원 1명 이상

ㅇ 조사단장 1명
(책임조사원과 겸임 가능)
ㅇ 책임조사원 1명
ㅇ 조사원 2명
ㅇ 준조사원 2명
ㅇ 보조원 2명
ㅇ 보존과학연구원 1명

ㅇ 수장시설 : 100㎡ 이상
ㅇ 보존처리시설 : 33㎡이상
시설기준
(위탁 처리 가능)
ㅇ 연구시설 : 33㎡ 이상
ㅇ 정리시설 : 33㎡ 이상

ㅇ 수장시설 : 100㎡ 이상
ㅇ 보존처리시설 : 33㎡이상
ㅇ 연구시설 : 33㎡ 이상
ㅇ 정리시설 : 33㎡ 이상

ㅇ 수장시설 : 100㎡ 이상
ㅇ 항온·항습 수장 시설
ㅇ 보존처리시설 : 33㎡이상
: 100㎡ 이상
ㅇ 연구시설 : 33㎡ 이상
ㅇ 보존처리시설 : 33㎡ 이상
ㅇ 정리시설 : 33㎡ 이상
ㅇ 연구시설 : 33㎡ 이상
ㅇ 정리시설 : 33㎡ 이상

구 분

기자재
기준

기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121호,
2005.7.28.)

ㅇ 실측·측량·촬영 기자재 ㅇ 실측·측량·촬영 기자재 ㅇ 실측·측량·촬영 기자재 ㅇ 실측·측량·촬영 기자재
ㅇ 발굴기자재
ㅇ 발굴기자재
ㅇ 발굴기자재
ㅇ 발굴에 필요한 기자재
ㅇ 보존처리 기자재
ㅇ 보존처리 기자재
ㅇ 보존처리 기자재
ㅇ 보존처리 기자재
(위탁 처리 가능)
ㅇ 도난 및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ㅇ 도난 및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ㅇ 도난 및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ㅇ 도난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시설

4) 문화재청, 2015년 7월 28일, 대학박물관 등의 발굴허가 관련 업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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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 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지금까지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 등록제도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발굴조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민원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춰 정비되어 왔다.
현재 민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할 것 없이 모두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비용 부담을 개발사업으로 인한 매장문화재 훼손·파괴에 대한 보상과 개발이익의 사회
환수가 아닌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지출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경제논리와 이익만을 고려할 뿐 매장문화재의 가치와 조사의 중
요성,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부실이나 품질향상 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단지,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기간 단축과 비용절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부응하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만 선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의 보관·관리
와 보존처리, 발굴조사 완료 후 2년 이내 보고서 작성·제출, 국가 귀속대상 유물의 국가
이관, 발굴조사 품질 및 부실조사, 유적·유물 훼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단위 : 정)

260,000
232,900

240,000
220,000
200,000
157,757

160,000

146,281

153,171

137,511

120,000

124,005

100,000

130,449

68,126

80,000

40,000

159,683

154,848

140,000

60,000

185,598

175,431

180,000

22,935

22,671
9,698

20,000

22,772

0

2003년 2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자료 :	문화재청, 2000~2018, 『문화재연감』: 2014~2015, 『주요업무 통계자료집』: 2016~2019,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누리집(http://www.cha.go.kr/); 국가지표체계(http://www.index.go.kr).

<그림 3> 연도별 매장문화재조사 출토유물 국가귀속 현황

발굴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유적·유구·유물에 대한 사진, 도면, 실측자료, 그리고 각
종 자연과학분석 자료와 결과뿐만 아니라 보고서에 수록되지 않았으나 발굴조사 과정과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다양한 시대와 종류의 유
물도 지속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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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자료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통해 얻어진 소중한 역사적·학술적 자료이자 전
문법인이 담당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국가를 대신한 공익적 활동이기 때문에 매장문
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는 국가기록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들 자료의 중요성이나 체계적인 관리·활용 등의 필요성에 대한 인
식이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제도적 장치나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도 없는 상황이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은 국가 귀속대상 유물의 인수가 지연될 경우 인수되기
전까지, 국가 비귀속대상 유물(학술문화재)과 매몰이 불가능한 매몰처리 대상유물을 수
장고에 무한정 보관·관리 및 매년 활용계획을 보고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표 11> 국가 귀속대상 및 비귀속대상 유물 처리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내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06호)

발견·발굴 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문화재청 고시 제2017-87호)

제22조(국가 귀속대상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의 처리
방법) ① 문화재청장은 (중략)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를 교육이나 학술 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국가귀속문화재 임시보관) ① 조사기관은 관리청 또는
국가귀속문화재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이 이를 인수하기 전까지
임시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귀속문화재 인수) ① 관리청 또는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국가귀속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사기관으로부터 국가귀속문화재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10조(비귀속 대상문화재) ① 조사기관은 ‘비귀속 대상 문화재’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관·관리·활용·처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12> 발굴조사 출토유물 국가귀속 조치 지연 현황
구

분

경

과

(단위 : 건, 점)
기

간

합

계

2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유적 수

793

198

83

1,074

유물 수

94,713

28,551

26,306

149,570

※ 자료 : 감사원, 2014, 「감사결과보고서-문화재 보수 및 관리 실태-」, 122.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이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사기관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경고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하지만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이 도산할 경우 문제는 전혀 달라진다.
현행 제도와 정책으로는 도산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의 보고서 미제출, 국가
귀속대상 유물 미이관, 국가 미귀속대상 유물의 보관·관리, 유물 보존처리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나 다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
는 제도적·정책적 장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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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적·제도적 문제점과 한계점은 최근에 이루어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
법인 등록취소 사례를 통해서도 명확히 알 수 있다.
<표 13>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 등록취소 사례
구 분

기 관 명

2013.3.5

경인문화재연구원

사

유

비 고

ㅇ 법인 설립허가 조건 미준수
ㅇ 법인 설립목적 미준수

문화재청 공고 제2013-74호

ㅇ 감독청의 명령 위반
2015.8.17

중동문화재연구원

ㅇ 파산에 의한 법인 목적 달성 불능

문화재청 공고 제2015-305호

2015.8.17

한수문화재연구원

ㅇ 법인 목적 달성 불능에 의한 해산신고

문화재청 공고 제2015-305호

2017.2.6

덕난문화유산연구원

ㅇ 법인 설립허가 조건 위반
ㅇ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기준 미달

문화재청 공고 제2017-60호

※ 자료 : 문화재청 누리집(http://www.cha.go.kr/).

문화재청에서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의 난립과 영세화, 저가수주와 과당경
쟁, 재정악화 등으로 인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 도산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인 문제점과 정책적·제도적 한계점을 인식하여 2019년 3월 18일부로 전문법인 설립의
기본재산 요건을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였다(문화재청 발굴제도과-3019호).
이는 신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 설립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법인의 건전한 발전과 역
할,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공공성·전문성 강화, 품질향상 등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
는다.
현행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 등록제도는 인력이나 시설, 기자재 기준이 동일하
며, 자본금이 없거나 미흡해도 전문인력 8명(조사단장 1명<책임조사원 겸임>, 조사원 2
명, 준조사원 2명, 보조원 2명, 보존과학연구원 1명)만 있으면 발굴조사 면적이나 금액,
건수, 유적 성격 등에 관계없이 모든 발굴조사 수행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최소 인력과 미약한 자본금을 보유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이 해당기관의 역
량과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규모 발굴조사와 다수의 발굴조사 용역을 수
행한다면, 다량의 유구·유물 출토에 따른 전문인력 추가투입 등을 통한 효율적 대처가
불가능하고, 발굴조사 수행에 따른 비용 지출과 충당의 어려움으로 인한 임금체불, 각종
장비와 기자재 등의 사용료 미지급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의 근무환경이나 처우개선도 기
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에 대한 전문성·신뢰성·공신력 저하 및 불신, 매
장문화재 발굴조사 부실 및 품질저하, 계약기간 미준수와 무리한 기간연장에 따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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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자와의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수주에만 급급한 나머지 저가수주와 과당경쟁의 팽배 및 심화, 직
업 윤리의식 결여, 신규 전문인력 미유입, 전문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의 퇴보 및 저
하 등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은 결국,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의 건전성 강화와 발전을 저
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와 연구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과 기여를
해온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의 건전한 운영·역할과 발전, 경쟁력과 건전성
확보·유도, 공공성·전문성 강화를 통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투명성·객관성·신뢰
성 제고, 학술성 강화, 품질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수행 가능
면적과 용역수행 가능금액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설정한 기준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이 갖추어야 할 전문인력 수, 기자
재, 시설과 함께 신용평가등급 또는 보유 자본금(일반 순자산) 규모를 차등화 하는 방향
으로 등록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965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법률 제15817
호), 환경영향평가법(법률 제15662호), 의료법(법률 제15716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법
률 제15574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733호), 건설기술 진
흥법(법률 제15719호),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5720호) 등 타 분야에서도 현실적으로 발
생 가능한 문제점 방지와 선제적 대처, 해당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분야 업무범위별로 수행 가능한 기관의 보유 인력, 기자재, 시설 등 등록기준
을 차등화하고 있다.
문화재수리, 안전진단, 에너지절약, 건설기술, 건설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업무범위를 수
행할 수 있는 등록기준을 인력, 기자재, 시설과 함께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
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의 등록기준을
비영리법인에 국한한 것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공공성·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
이다.
이러한 제도 도입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공익적 관점에 부합하고, 건전한 매장문화
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발점은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엄격하게 적용하
는 것이 합리적인 제도개선이자 정책추진 방향일 것이다(서영일, 2014a: 134-135, 2014b:
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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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타 분야 등록기준 중 업무분야별 자본금 규모 사례
구

분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기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건설업의 등록기준
(종합건설업)

자 본 금

비

종합문화재수리업

2억원 이상

전문문화재수리업

5천만원 이상

문화재감리업

5천만원 이상

종합분야

4억원 이상

토목

1억원 이상

건축

1억원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종합

2억원 이상

설계·사업관리 일반

2억원 이상

설계 등 용역 일반

5천만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1억 5천만원
이상

토목공사업(법인)

7억원 이상

건축공사업(법인)

5억원 이상

토목건축공사업(법인)

12억원 이상

산업·환경설비
공사업(법인)

12억원 이상

조경공사업(법인)

7억원 이상

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885호)
별표 7(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617호) 별표 11(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617호)
별표 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360호)
별표 5(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665호)
별표 2(건설업의 등록기준)

Ⅴ. 맺음말
우리나라는 1999년 1월 29일 문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 되면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
문법인 설립의 법률적·제도적 기반이, 2005년에 문화재보호법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이 갖추어야 할 인력, 시설, 기자재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법되어 2010년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2011년
에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이 제정·시행되면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기관의 종류, 등록 요
건 및 절차, 행정처분 등 등록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보완된다.
하지만,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공공성·투명성·객관성 제고와 학술성·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의 건전한 운영과 역할, 건전성 유도를 위한 관
리·감독, 국내 개발사업의 환경 변화와 변수 등이 간과된 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
법인 등록제도나 법인 설립 기본재산 요건 등은 2008년도의 완화된 정책과 제도가 그대
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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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기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의 분열을 통한 전문법인의 난립과 영세
화, 저가수주와 과당경쟁, 갑을관계 심화, 직업 윤리의식 결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품
질저하 및 부실조사 우려뿐만 아니라 조사기관 선정과 비용 결정 주도권을 가진 개발사
업 시행자의 무리한 조사기간 단축과 비용 축소,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전문성과 공익
성,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불신 등 악순환구조만 지속적으로 반복·재생되는 상황을 초
래했다.
이러한 악순환구조를 선순환구조로 바꾸고, 시대적·환경적 변화를 반영한 선제적 정
책추진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공공성·투명성·
객관성 제고와 학술성·전문성 강화 등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이 도산할 경우 현행 정책과 제도로는 도산한 매장문화
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의 보고서 미제출, 국가 귀속대상 유물 미이관, 국가 미귀속대상 유
물의 지속적인 보관·관리 및 보존처리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나 다른 전문
법인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도 없다.
따라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의 건전한 운영·역할과 발전, 경쟁력과 건전성
유도·확보, 공공성·공익성 강화를 통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투명성·객관성·신
뢰성 제고, 학술성·전문성 강화, 품질향상 등을 위해서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수행 가
능면적과 용역수행 가능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
문법인이 갖추어야 할 전문인력 수, 기자재, 시설과 함께 신용평가등급 또는 보유 자본금
(일반 순자산) 규모를 차등화 하는 방향으로 등록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시대적 환경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 등록제도
의 개선과 관리·감독, 그리고 정책적·제도적 지원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매장문화재조사 전문기관의 육성·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
는 출발점이자 기초일 것이다.
▶논문접수일(2019.7.15) ▶심사완료일(2019.9.23) ▶게재확정일(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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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and Improvement of Registration
System of Organizations Specialized In Excavation
Investigation of Archaeological Heritage in Korea
Min-jeong Choi
(Korea Cultural Heritage Association Policy Development Department)
According to a partial amendment of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on January 29,
1999,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has been provided for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specialized in excavation investigation of archaeological heritage(“Organizations”). Through
the amendment of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in 2005, legislation and supplement of registration criteria on manpower, facility, equipment,
materials, etc., of the Organizations have been provided.
Branched from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Regulation on Archaeological
Heritage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was enacted in 2010 and subordinate laws and
administrative rules were legislated in 2011, which provided momentum for systematic
arrangement and development of registration system including kinds of the Organizations,
registration requirement and procedures, administrative dispositions, etc.
However, as for the registration system and requirements for minimum assets of the
Organizations, the loosened regulations and policies of 2008 have been applied, overlooking
the sound operation and role of the Organizations, management and supervision for
soundness, environmental change and variables in the domestic development system, etc.
As a result, the Organizations were split, which led to chaos formation of a lot of
small Organizations, bidding with lower price, excessive competition, deepened imbalance
of relationship between contracting parties, lack of vocational ethics, quality decrease, and
inferior investigation, as well as excessive shortening of investigation period, cost reduction by
developers who are decision-makers in selecting the organization and deciding cost, and distrust
on their expertise, public interest, value, and importance. The vicious cycle would continue.
If the organizations fail to change such structure to a virtuous cycle, promote proactive
policies reflecting the periodical and environmental changes and improve systems, it would be
harder to enhance public interest, transparency, and objectivity of excavation investigation of
archaeological heritage, and strengthen academic professionalism and quality improvement.
There is no alternative institutional and/or policy system to act for the Organizations to
deal with the jobs if the Organization went bankrupt, including submission of reports on the
excavation investigation, transfer of relics belonged to the country, steady preservation and
maintenance of relics that are not belonged to the country, preservation disposition for relics, etc.
Therefore, in order to enhance transparency,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the
Organizations and strengthen academic professionalism and quality improvement
through strengthening sound operation, roles, competitiveness, and public interests
of the Organizations, it is required to set the size of the excavation investigation to
perform, number of experts, equipment, facility to be equipped for the Organizations and
differentiate credit rating or the size of capital(general net asset) of the registration system.
Improvement for rational registration system of Organizations in consideration of
social, historic, and environmental changes as well as policy, and institutional supports,
would be the starting point and foundation to perform a duty of the nation for nurturing
the Organizations specified in the Regulations on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of
Archaeological Heritage.
Keywords : Excavation investigation of archaeological heritage, Specialized organizations,
Registration system, Nurturing and Fostering, Institutional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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