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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귀속절차의 이해

이동관 | 국립경주박물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문화재청고시 제2019-75호

74호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문화재청고시 제2019-

<국가귀속문화재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문화재청예규 제208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국립중앙박물관예규 제208호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4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3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055호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58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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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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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별회의 등 서식의 용어 정비(안 제3호 서식 등)

ㅇ 국가귀속 요청 기한 명시 및 관련 규정 정비(안 제7조)

ㅇ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 선별회의 관련 규정 정비(안 제6조)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 후 제출하는 문서명 수정(안 제4조)

ㅇ 국가귀속 관련 용어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

2. 주요 개정내용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화 하며 선별회의 관련 규정 및 서식의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

ㅇ 기타 용어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 후 제출하는 문서명을

유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하고 그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20일로 명시하여 원활한 국가귀속 처리로

ㅇ 현행 규정은 조사기관이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가귀속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만

1. 개정 이유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㠑 ⎄⺬ ㌙ ⊠㺙

6

국가귀속절차의 이해

7

1

8



ㅇ 대여기관의 유물 안전관리 및 관리 책임 근거 명시(안 제10조)

ㅇ 용어의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

2. 주요 개정내용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 포괄적 조항은 삭제하여 국가귀속문화재가 효과적으로 관리͎

하고, 대여 기간 중에는 관리 책임을 갖는다는 사실을 명시하며 대여를 허가한 기관이

7

ㅇ 이에 대여 받은 기관이 국가귀속문화재를 대여 받을 때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음

관리를 위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여기관의 책임에 대해서는 따로

ㅇ 현행 규정은 국가귀속문화재를 대여 받은 기관에 대해 대여를 허가한 기관이 안전

1. 개정 이유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㠑 ⎄⺬ ㌙ ⊠㺙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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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자 의견서(필요시)

4. 조사기관 의견서

3. 출토유물현황(목록 및 사진)

2.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1. 문화재 보존 조치 결과보고서

한다.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다음 서류를 문화재청장과 해당 지역을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기관으로 제출받은

ㅇ 지표조사, 표본조사 또는 발굴조사가 완료된

▶ 매장문화재 공고

⏱⊄⑄㠑 㻴䓜 䠹㍸ 㺈 ⥬⍈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2기)

9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하여

‘매장문화재 발견, 발굴 사실 공고 결과서’를

포함하여 90일 간 출토유물에 대한 공고를 하고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4일의 공고기간을

출토유물현황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 발견 또는 발굴사실을 14일간

ㅇ 조사완료를 보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매장문화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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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귀속문화재 목록(등록·관리시스템)

관리기관, 보관기관 등)

- 국가귀속조치내역(유적명, 유물명, 귀속일자,

▶ 문화재청 국가귀속조치 통보 문서

국가귀속조치

이 서류를 근거로, 문화재청은 해당문화재를

ㅇ국가귀속문화재 임시보관증(목록 포함)

ㅇ국가귀속문화재 대장

ㅇ선별회의 결과서

ㅇ지표조사 보고서, 약식보고서 또는 발굴조사보고서

시스템)

문화재청에 제출(국가귀속문화재 등록·관리

▶ 조사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㠑 㻴䓜 䠹㍸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2기)

11

국립중앙박물관은 국가귀속문화재 출토지별
관할지역 구분표를 기준으로 소속박물관에
보관위임

국립중앙박물관장은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소장품관리규정에 따라 보관·관리
권한을 소속박물관에 위임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관리규정> 제53조

㍸⎄㶈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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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䌝㐁㱭㲉㜱䳎㞲䝝㯉⟽㜱㞝䌝㍵⺺䌮㰒⒉㜱⍅⽢

㺅㽽㊖ㆽ⎁

㐁㱭㊖ㆽ⎁

䁅㽽㜭䌝䠶㲂⋱䊾⍡㞲✩䯵㜱䌮㷙⺺䯙⩚䯩㰒䯪䌝
䐪㐂
⦁⏭⌾㐂 ⏮〾⌾㽽㊖ㆽ⎁ ⎁䯡 㷵㳹 䁁㱮
㐁㜱㴹㜱Ⓛ䯵⋱㺝ぉ㜱㊁㰒㰒㜱䁅䯵䊾㵑䊾⟖䯩㯉
㺝㽽
⊖㵑㞝㴹⊁䩊⍡㰒⏭〭✩㰒㽽⩚⫑䌝㰒㽽㰒䩊㱱䌝㷙㺖㐁䦍㽽䩭䌝
✙㽽ㄪ䩭㲂⎒㸦㞲䯩䩊ㆵ㯉㥡㯉㲂㯕䁅⩅䯵✩㳅⩅
㷶㜱⏱㜱

䁅㽽㊖ㆽ⎁

䌮㽽㊖ㆽ⎁

⦁⏭㊖ㆽ⎁

Ⓛ䯵㊖ㆽ⎁

㺝㽽㊖ㆽ⎁

䐙䌝㊖ㆽ⎁

✙㽽㊖ㆽ⎁

㷶㜱㊖ㆽ⎁

㥝䷦ 㯉㜱㯉㞲㯉㰒㱭㽽㲥㜱㴪㷹㷙㳖㷵䌝䩊䝞䯙✩ 䳕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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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㺅䌝㯉㲩㰒⍶㽽㱱⒱⥺䁅㞝㜱㯅㜱㞹㼆, 㷹䌝⍽䌝⎒ㄆ⎒㽽⏱䩭Ⓛ䩭㐁䌝㞲✩㢙㵑

⎒㽽㺅✩ ⎒㰒㱭㢙⥵㰒⍢㞲⏭⻁䳕㢝㢝䌝㍵㞲㸦䷦⊖䁅⍡䷦

⎒㽽㊖ㆽ⎁

⍶㽽㊖ㆽ⎁

⌾㐂 㴹䁅㲂⧖㲂㷽䩭䯮䌮⩅⌾㽽㲂䌝㴹《, ㎊䳕㲂㰒䌮㠢

⎁䯡 䁁㱮

⊠㺙"

⌾㽽㊖ㆽ⎁

㾒㯚㊖ㆽ⎁

㊖ㆽ⎁

䐠䠤䁄㍈ ⎄䯤䁄㱱 㸀⸐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2기)

경기 용인

경기문화재연
구원

발굴기간

용인 흥덕택지개발지구내 유적(경기 2005.06.17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원)
2007.03.15

유적명칭

2011-08-22

귀속일

52점

수량

2011-08-22

귀속일

소속기관에 다시 위임하는 것

14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를 위임 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청이 위임한 소속기관이 해당

▶ 재위임 <국가귀속문화재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5항

지역

조사기관

보관위임 가능(ex-경기도 출토 복식관련자료를 대구박물관으로 위임)

▶ 관할지역 구분표에도 불구하고 출토유물의 성격에 따라 타 국립박물관에

㍸⎄㶈㸈⎀ 㸰㶈㸈

국가귀속절차의 이해

15

1

16

▶임시보관기관은 국가귀속 문화재의 도난
및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장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부식되기 쉬운 철기, 목기 등은 반드시
보존처리하여 보관

▶ 임시보관기관은 관리청 또는 국가귀속
문화재를 위임·위탁 받은 기관이 이를
인수하기 전까지 보관·관리

⏱⊄⑄㠑 ㆼ䳘㸰㷜 㸈㥠㍸⎄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2기)

15

▶ 관리청 또는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를
위임·위탁 받은 기관은 조사기관과
국가귀속문화재의 인수·인계시기,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사전에 협의한다.

▶ 관리청 또는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를
위임·위탁 받은 기관은 그 문화재를
인수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국가귀속문화재 보관증을
‘등록·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 관리청 또는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를
위임·위탁 받은 기관은 국가귀속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시보관기관(조사기관)으로부터
국가귀속문화재를 인수하여야 함

⏱⊄⑄㠑ㆼ䳘㸰㷜 㷼㢜

16

국가귀속절차의 이해

17

1

18

고려할 수 있음

국가귀속문화재의 훼손 등이 우려된다고 판단될 경우 국립박물관에서 직접 인수를

임시보관기관의 운영여건 및 유물관리 능력을 고려하여 방치하였을 경우

단, 과거 대학 등이 자체예산으로 실시한 학술조사 출토 국가귀속문화재이거나,

ㅇ 기타유물정리비: 유물의 정리 및 국가귀속 등에 직접 관련되는 기타 비용

17

위탁비, 임차료, 자연과학분석비, 보조과학연구비, 기타 유물정리비 등

ㅇ 유물정리비: 인부임, 정리용품비, 보존처리 약품비, 유물상자 및 보관대 설치비,

제1항 관련)

②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별표8] 직접경비 산출방법(제5조

① 임시보관기관(조사기관)에서 인계대상 국가귀속문화재의 포장 및 운송

【인수방법과 비용의 부담】

⏱⊄⑄㠑ㆼ䳘㸰㷜 㷼㢜㊭㌙⎀ 㓈㴭㐄⥸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2기)

ऍ 㷼⍈⦄㝅 㶤㇀㷜 䩰㸩 ㊓ 㴸㠥 ?㸈㥠㍸⎄⒴⎄A

㸅㥝㍵⎁⒱⎁→⏮〾㊖ㆽ⎁ ⦁㝂㶡㺂 ㊐ 㢙⹊ 㷹⍅⊁⤦㷽㺖 ⭲ 䩭䯩

ऌ ⏱⊄⑄㠑㶤㇀ 㷼⍈ 㾄㓈㳈⽐ ㆼ㞠 ㊠㠥 ?㸈㥠㍸⎄⒴⎄A

㷹㢙 㶅䯝 ⏮⊁⑁㠎⦁㸦 㾁㓅

䯵⥺㶡㺂㷙 ⑁㠎㻱䓙㱭㐁 ⑁㠎㢙⹊ 㢙⹊ 㺖㺖 ⭲ 㜭㺅 㻱䓙 䯅㴕㱭㐁 ⭲ 䳖㷹

ऋ 㷼㢜㾄㓈 ?⏱ぁ㊙㇀⎄A

⏮⊁⑁㠎㻱䓙 䠶㍵ ㊐ 㶅㸅ㆹ㞝㳁 ⑁㠎⦁㸦 㺒㢙㥝 㥝䰊

ऊ 㷼⍈䲕㻴 ㆼ㞠 ㊠㠥 㷼⍈⦄㝅㶤㺅ㄭ⻡ 䩰䯬 ?⏱ぁ㊙㇀⎄A

⏱⊄⑄㠑 ㆼ䳘㸰㷜 㷼㢜㺌䊬

18

국가귀속절차의 이해

19

1

20

ऒ 㶤㇀⻡ ?⏱ぁ㊙㇀⎄A

ㆼ䳘㸰䌱 ⎄〰㥠㤨䟠 ⻡

ऑ ㆼ䳘㸰䌱 ⏱ぁ㾕㯝㊙㇀⎄ 㱔 ㍸⎄䀡 ㊠㠥 ?⏱ぁ㊙㇀⎄A

ऐ 㸈㥠㍸⎄⒴⎄㱔 ⏱⊄⑄㠑ㆼ䳘㸰 㷼㢜䀡 ㊠㠥 ?⏱ぁ㊙㇀⎄A

ए 䵌䀡 㠐⩉ ㊓ 㢜㸩⍤ ⌭✭ ?⏱ぁ㊙㇀⎄A

⏮⊁⑁㠎⦁㸦 ㊝⏵㻱㜭㍵⍡㞝 㷅 ⒱㾁 㝂䝝 ㊐ 㢙⹊ 䳖㷹 ⊁㷹㢙䀞 ㊝⒊

ऎ 㷼⍈z㷼㢜㸕㱉 ?㸈㥠㍸⎄⒴⎄A ?⏱ぁ㊙㇀⎄A

⏱⊄⑄㠑 ㆼ䳘㸰㷜 㷼㢜㺌䊬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2기)

19

【임시보관기관 포장, 운송, 하역】

⏱⊄⑄㠑 ㆼ䳘㸰㷜 㷼㢜㺌䊬

20

국가귀속절차의 이해

21

1

22

【임시보관기관 포장, 운송, 하역】

⏱⊄⑄㠑 ㆼ䳘㸰㷜 㷼㢜㺌䊬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2기)

21

【임시보관기관 포장, 운송, 하역】

⏱⊄⑄㠑 ㆼ䳘㸰㷜 㷼㢜㺌䊬

22

국가귀속절차의 이해

23

1

24

【임시보관기관 해포】

⏱⊄⑄㠑 ㆼ䳘㸰㷜 㷼㢜㺌䊬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2기)

23

【임시보관기관 해포】

⏱⊄⑄㠑 ㆼ䳘㸰㷜 㷼㢜㺌䊬

24

국가귀속절차의 이해

25

1

26

【임시보관기관 해포 및 국가귀속번호순 배열】

⏱⊄⑄㠑 ㆼ䳘㸰㷜 㷼㢜㺌䊬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2기)

25

【국립박물관 인수 -국가귀속대장, 보고서 확인, 분실훼손 여부 확인】

⏱⊄⑄㠑 ㆼ䳘㸰㷜 㷼㢜㺌䊬

26

국가귀속절차의 이해

27

1

28

【인수유물 국가귀속번호 표기】

⏱⊄⑄㠑 ㆼ䳘㸰㷜 㷼㢜㺌䊬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2기)

27

【인수유물 격납 준비】

⏱⊄⑄㠑 ㆼ䳘㸰㷜 㷼㢜㺌䊬

28

국가귀속절차의 이해

29

1

30

【인수유물 격납 준비】

⏱⊄⑄㠑 ㆼ䳘㸰㷜 㷼㢜㺌䊬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2기)

29

【 인수유물 격납 준비 】

⏱⊄⑄㠑 ㆼ䳘㸰㷜 㷼㢜㺌䊬

30

국가귀속절차의 이해

31

1

32

【인수유물 훈증 후 격납】

⏱⊄⑄㠑 ㆼ䳘㸰㷜 㷼㢜㺌䊬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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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㽽ㄪ㺂㶽⻝ 㺅㥝䯙⤕ 㺅㥝⎁ ㊖ㆽ⎁

운영하는 학술기관 및 박물관 또는

전시관

⥥ 䯵⥺ 㶡㺂䁁㳁 ⎁⍅⊁ 㸉⋱✙ ⩚㷽 㞲〉㷙 㶡ㆽ㷅

2. 기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㞡㺖⒱㾁 ⎁

부속박물관

㶽⻝ ⋵〾⪝ 㺅㥝⎁ ㊖ㆽ⎁

⊁ 䯵⥺ 㶡㺂㱑㞝 䐝䠡⪝ 㶡ㆽ 㺅㥝 䳝㴪㷅 㽽ㄪ㺂

✙ ㍵㻵䌙〭⊁ 㳅⽍⪝ 㶡ㆽ

㶡ㆽ

⊁ ㊝⏵㻱㜭㍵⍡㞝⊁ ㊝⊅⪙⍡ ⏮⊁⑁㠎㻱䓙⊁ 㳅⽍⪝

㢙䝂⒱⎁ ✙ 䯵⥺ 㶡㺂㷵 㸉⤕ 䁁㊪㸑䓙⥩䌵㷙 㺅㥝⎁ ㊖ㆽ

㶡ㆽ

㶅䝂⦁㝂

㞡㺖 ⒱㾁

1. 국립·공립·사립 대학교의

수 있다

국가귀속문화재를 위탁하여 관리할

아닌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임·재위임기관이 소속기관이

▶ 문화재청장, 관리청 또는

⏭㐅

【위탁대상유물 및 수탁기관 선정기준】

⏱⊄⑄㠑 ㆼ䳘㸰㷜 㶈䝅

국가귀속절차의 이해

3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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䳝㴪⩅

ㆹ䳕㸭
㍵㻵㥝㞥
㺂㐁㞲

⏭㐅

㷹⺦

㥝㞥

㜭䴍⏑㶢 㥥㺂 ⭲

৹ 䁁㱮㽽㉽㷅 㶅䯝 㜭䴍⏑㶢㥥㺂
৹ 䤺㍅㺅 ⊝䏝 ⍅䴎 ㊐ 㥥㺂 㱭㐁 ⭲

৹ ⎁〭 ㊐ 㺅㥝㲉㜱 䲅䳪
⏮㓅 䁁㊪㓅 㸑䌵㐁⥵ 䩭䯩

㱱⊅ 㲉㜱䲅䳪

৹ 㸑䌵 ㊪䲹 ⲑ⤕ 㳹㐁 㴪㱮 㷙⼱ 㱭㐁
৹ ㊪䲹 㷹⺦ 㽽z㯽⊅ ㊐ ⌾㓅 ㊪㌖ ⭲

㊪䲹㷹⺦

৹ 㺅㥝㥥 ㊐ 㢙㸦⍡ ✵ 䯮㲩䯮㤶㸦䓙 㞥䓙㱭㐁
৹ ⒉㠎㶡ㆽ㱑 ⦁䯝 ㍅⩅ ㍵⎁㸦䓙

৹ 㶡ㆽ⎁〭 㺅⥵䁂㵑 䳖㍵ 㱭㐁
৹ ㍵㻵䌙〭 㴕㵑 䳖㍵ 㱭㐁

㶡ㆽ⎁〭
㺅⥵䁂㵑

䯮㲩䯮㤶㸦䓙

৹ 㺅㥝 ㊐ 㜭䴍⏑㶢 ⥵⥺ 㷹⺦ 䳖㍵ 㱭㐁

㺅㥝㷹⺦

৹ ''8: ㊪㌕䊾 㥝㞥㱭㐁 㓅㝂㱱ⷾ䌵⍅ 䳖〾

৹ ㍵㻵䌙〭 㥝㞥 ㊐ ⒱㸑㸭 䳖㍵ 㱭㐁

㍵㻵䌙〭

㍵㯉⎁⺩ 㥝㞥 ㊐ 㸦䓙

৹ 㢙㸦㺅㴪⍶⊅ 㱭㐁
৹ ⒉㠎z䁁 ⭲ ㍅⩅ 㢙㸦 㱭㐁

৹ 㺅㥝㥥 ヵ㺂 ㄩ 㺅㥝㶡ㆽ 㢙⹊ ⭲

⍡⺥㜭䯮

㶡ㆽ㢙㸦⍡

㺅㥝㥝㞥

䯮ㄪ

【국가귀속문화재 위임͎위탁 시 점검사항】

⏱⊄⑄㠑 ㆼ䳘㸰㷜 㶈䝅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2기)

33

정하는 기준

기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또는 미술관에서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5)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가 해당 박물관

4) 자료의 희소성

3) 자료의 학술적ృ예술적ృ교육적ృ역사적 가치

2) 자료 수집의 적정성

1) 자료의 해당 분야에의 적합성

라 평가한다.

다.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가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

물에 해당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한정한다)

법률」 제20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

보의 부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한 법률」 제21조의 2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

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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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귀속문화재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협약을 통하여 위탁기간 및 조건,
관리방법, 지도·점검 및 문화재 훼손시 손해배상 등의 사항을 정함

⏱⊄⑄㠑 ㆼ䳘㸰㷜 㶈䝅䲕㰁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2기)

37

38

④ 보관·관리자가 점검한 해에는 그 결과를 당해 6월 30일까지 제출 받아야 한다.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필요 시 수시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박물관은 격년으로 위탁문화재와 보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여·위탁 기관 현황점검부 각 1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은 보관·관리자별로 국가귀속문화재 위탁보관 협약서와 소장품

수 있다.

요구할

2. 박물관은 필요에 따라 박물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사용을 보관·관리자에게

1. 위탁문화재 관리대장은 국가귀속 시 첨부한 보고서 또는 국가귀속문화재대장을 사용한다.

① 박물관과 보관·관리자는 위탁문화재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위탁문화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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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수시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필요 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탁문화재와 보관시설에 대한

▶ 박물관은 격년으로

㶈䝅ㆼ䳘㸰 㺙⒴㺔⌄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2기)

39

승인을 하여야 한다.

40

② 보관·관리자가 위탁문화재를 보존처리하고자 할 경우 관할 박물관이 사전

복제규칙에 준하여 하도록 한다.

① 위탁문화재의 복제 허락은 보관·관리자의 관리 책임하에 국립박물관 유물

【위탁문화재의 복제 및 보존처리】

국가귀속문화재 위탁보관 협약서 제3조(임시이관)와 제4조(대여전시)에 준한다.

② 대여와 관련하여 이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칙 및

받아야 한다. 임시보관문화재도 이와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① 보관·관리자가 위탁문화재를 대여 해주고자 할 경우 관할 박물관의 승인을

【위탁문화재의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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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유물의 대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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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유물의 임시이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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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할 수 있음

→ 유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관 불가(위탁해지)

ㅇ 분실(망실) 문화재가 포함된 유적(국가귀속건)은 위탁보

차 진행

기간 부여, 이후에도 소재확인이 안되면 분실(망실) 절

된 경우 해당유물의 소재 확인을 위해 2~3개월간의 유예

ㅇ임시보관유물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분실(망실)이 확인

완료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 통보한다.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치를

확인서를 받은 후, 본 규정 제22조의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해당기관으로부터

박물관은 보관·관리자가 국가귀속문화재를

⏱⊄⑄㠑ㆼ䳘㸰 㐈㥨 ㊓ 䌜〰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2기)

43

【분실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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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훼손 및 망실문화재가 포함된
유적(국가귀속건)은 위탁보관
불가(위탁해지)
→ 유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훼손을 임시보관유물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확인된 경우 해당유물의 소재
확인을 위해 2~3개월간의 유예기간 부여,
이후에도 소재확인이 안되면 분실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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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Ⅰ. 머리말
고고학 연구자는 전공 분야에 상관없이 발굴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할 때
진로가 정해지면서 발굴조사 참여의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모든 연구자에게 발굴현장은 고향 같은 곳
이라 할 수 있겠다.
발굴현장은 고고학연구 자료를 배출하는 최일선으로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발굴조사가 이
루어지는 유적, 유적 내에 분포하는 유구, 유구 혹은 포함층에서 출토되는 유물, 이 삼자는 고고학연
구의 기초 단위이다. 모든 연구는 유적, 유구, 유물 이 세 가지 요소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구제발굴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발굴조사 실정에서 유적과 유구는 발굴조사가 완료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 유물은 조사기관에서 보고서를 작성 후 국가기관에 귀속되어
인류의 재산으로서 영원히 보존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발굴조사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조
사자 혹은 조사기관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소유물로서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물론 연구자
에게는 시간성, 지역성, 사회성을 알려주는 메신저이다.
유물의 정리와 관리에 관해서는 한국매장문화재협회에서 수차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당시
강연을 맡았던 분의 좋은 원고도 확보되어 있다.1) 유물의 정리와 보관관리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은
그 원고에 충분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고는 유물의 정리와 관리에 대해 필자가 그동안 발굴현장
과 정리실에서 배우고 느꼈던 점을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Ⅱ. 유물의 정의와 학술적 가치
사전적인 의미에서 유물이란 ‘선대의 인류가 후대에 남긴 물건’을 뜻한다. 고고학에서는 좀 더 구체
적으로 ‘다양한 인간 행위의 소산물, 즉 인간이 만들거나 사용한 물건’을 말한다.(이선복 1988) 흔히
과거의 인간이 만들고 사용한 물건 중에서도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작은 것만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
용되는 것 같다.
여기서 우리는 ‘만들거나 사용된 물건’이라는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조사자가 유구 내에서 검
출되는 많은 물건을 현장에서 유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특히 석기의 경우- 인위적인 타격흔의 유
무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용된 물건의 경우 반드시 타격흔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사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는 그동안 발굴현장에서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사용된 많은
1) 이 분들의 원고는 참고문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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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2기)
물건’들을 유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버렸던 경우가 많을 것이다. 반면 매장유구의 석재는 벽석 혹
은 시상석으로 사용될 때 가공된 사례가 많고 설혹 가공되지 않은 천석이라 하더라도 사용된 물건을
분명하지만 유물로 수습하지는 않는다. 대신 벽석에 암각의 흔적 여부는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결국
석재의 경우 이렇게 유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자가 판단해야 한다.
주거지나 무덤 바닥에 남긴 유기물의 흔적도 당연히 유물로 인식하여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이 부
분이 사실 조사단 혹은 조사자의 의지가 가장 많이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주거지(특히 화재로 폐기
된)의 바닥에는 수많은 탄화곡물이 남겨져 있다. 적어도 주거지 내부 퇴적토 중 바닥면에서 1~2㎝ 정
도 두께의 흙은 별도로 모래주머니에 보관해서 물채질을 하면 폐기 당시 탄화된 곡물이 물에 떠오른
다. 그렇게 떠오른 탄화곡물을 발굴조사 당시에 유입된 유기물과 분리해야 하는데 탄화곡물인지의 여
부는(어떤 곡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장 조사자가 돋보기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채집

그림 1. 울산 다운동유적 7호 주거지와 주거내 내 탄화곡물(창원대학교박물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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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탄화곡물은 그것이 어떤 곡물인지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당시 사람들의 식생활을 추정할 수 있다.
아래 울산 다운동유적 7호 주거지에서는 쌀과 조, 기장, 대두류 등이 출토되어 당시 사람들의 식생활
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밝혀진 탄화곡물의 종류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먹었는지를 파악하
는데서 나아가 당시 주거지가 폐기되는 시기에 대해서도 추적이 가능하다. 아래 그림은 해남 신금유적
의 화재 주거지에서 검출된 탄화곡물의 분석결과인데 식생활 뿐만 아니라 주거지의 폐기 시점을 그림
2의 (나)시기 즉 11월~12월 사이의 어느 기간으로 파악하고 있다.(김민구 2009)

그림 2. 해남 신금유적 주거지 출토 곡물과 작물 조성의 분기(김민구 2009에서 수정)

또 단야관련 시설로 의심되는 유구 역시 바닥에 퇴적된 흙을 물채질해서 분석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
단조박편 등이 유구의 바닥에 잔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림 3>은 울산 천상리 평천유적에서
조사된 Ⅰ지구 38호 단야공방지의 평면도와 내부에서 출토된 鐵滓이다. 조사 당시 내부 곳곳에 열의 영
향을 받은 소토범위가 확인되었는데 모두 아궁이로 추정하기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수
혈선 확인 단계에서부터 내부에 소토와 목탄이 다량 검출되었고, 작은 鐵滓가 출토되어 제철유구일 가
능성을 상정하였다. 결국 바닥의 흙을 1×1ｍ의 크기로 구획한후 모두 채취하여 물채질, 자석질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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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단조박편과 鐵滓가 다량으로 검출되었다. 즉 이곳에서 철기제작이 이루어진 단야공방지임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바닥의 소토 범위는 단야로의 벽체로 추정되는 것이 파괴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 외에도 목탄은 유구 축조 당시의 식생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MS측정을 통해 연대 추
정까지 가능하다.
또 당시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물의 흔적 즉 조개나 동물의 뼈 등도 가공된 골각기가 아니더라도 당
시의 사람들이 이용한 유물임에 분명하다. 행정적으로 유물로 처리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연구자
는 유물의 범위를 폭넓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울산 천상리 평천유적 Ⅰ-38호 단야공방지와 검출된 鐵滓
(蔚山文化財硏究院 2005)

98

출토유물의 정리와 보관관리

3

고고학이 발달할수록 조상들이 남긴 물건들 중 유물로 인식하는 폭이 넓어질 것이다. 지금 우리가
발굴현장에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다버리는 돌, 내부퇴적토 뿐만 아니라 목탄 등 유기물 중에
도 후대에는 중요한 유물로 간주될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 조사자가 유물의 폭을 넓게 인식할수록 발
굴조사의 성과 역시 조사자의 인식만큼 늘어나는 것이 분명하다.

Ⅲ. 출토유물의 정리

유물은 대체로 세척→복원(보존처리)→실측의 과정을 거쳐 보고서 작업이 종료된 후 행정절차를 거쳐
조사지 인근 국공립박물관에 영구적으로 귀속된다. 유물 정리의 첫 단계가 세척작업이라고 할 수 있지
만 실제로 정리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발굴현장에서의 노출, 수습 작업의 주의점을 간
과하면 안 된다. 유구조사과정에서 조사자는 이미 유물 정리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유물의 노출 작업
사실 유물 정리의 시작은 발굴조사 작업이다. 노출
할 때 최대한 유물에 피해가 적게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철기와 같은 금속류는 물론이고 토기의 경우에
도 지표면에 노출되는 순간 부식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유물노출 혹은 수습과정에서
최대한 원형 그대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유구 내부의 퇴적토를 삽으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유물이 파손되는 사례가 많다. 유물 노출 과정에서도
현장에서 조사자나 인부가 사용하는 개인 도구(트롤

그림 4. 대나무칼과 트롤을 이용한 유물 노출 작업

등)는 대부분 금속제이기 때문에 유물에 손상이 가고 유물을 깨뜨리기도 한다. 경도가 약한 유물뿐만
아니라 모든 유물은 대나무칼 등 목제 도구로 노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경도가 약한 유물이나 기벽이 얇은 토기는 지표면에 드러나기 전에 조사자나 인부의 하중에
의해 파손되는 사례도 많다. 그런 유물이 출토되는 상황이 예상될 경우에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유물
을 노출하는 경우도 있고, 바닥에 유물이 많이 출토되는 경우 나무 등을 이용해 지지대를 세워 그 위
에 누워서 노출 작업을 실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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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의 수습 작업
우선은 정확하게 실측도를 작성한 후 실측도에 부
여한 유물번호대로 정확하게 수습하여야 한다. 유물
은 대부분 파편으로 출토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동
일한 개체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복원 작
업 때는 수습된 유물의 출토번호가 다르다고 하더
라도 적어도 한 유구 내에서 수습된 유물은 모두
같이 복원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유물 수습단계에서도 유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
의해야 하며 이미 파손된 유물이라면 파손된 그 상
태 그대로 수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장
여건이 그렇게 안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 복원 작업 때 참고가 되도록
해야 한다. 토기유물이라도 상태가 불량하면 조사
기관의 보존처리 전문가가 직접 수습하는 것도 하
나의

그림 5. 철기유물의 수습사례(이오희 2008)

방법이다. 하지만 각 기관별로 보존처리 전

문가가 모든 수습작업을 전담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자가 현장에서 해야 하는 간단한 보존처리 기술
은 익혀두는 것이 좋다.

그림 6. 청동유물과 토기수습과정(우측 사진은 장경숙선생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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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물의 세척 작업
유물은 증류수에 세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금속기 이외의 유물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
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현장에 세척작업이 가능한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다. 금속기, 경도가 약한 유
물 등 별도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서 조사자의 통제 하에 세척작업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유물이 유구바닥 전면에 깔려서 나올 정도로 출토유물이 많은 경우 세척 후에도 유물
노출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을 참고로 그대로 건조시키면 복원 작업 때 유용하다.
세척 작업 때는 손, 칫솔, 스펀지, 수건 등 다양한 도구가 이용되는데 반드시 세척 대상 유물에 따
라 선택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세척 도구에 이해 유물이 손상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세척 때의
칫솔자국이 물손직 정면작업흔으로 오인되는 사례가 있고, 토기의 표면이 세척 작업 후 박리되는 경우
도 많다. 또 토기단면의 경우 세척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단면의 흙을 제거하면서 복원작업을 진행하
는 경우, 반대의 경우 접합면이 너무 깨끗이 세척되어 비슷한 편끼리 접합면이 맞는지 여부가 애매한
경우도 있다. 경도가 약한 토기를 따뜻한 물에 세척하는 과정에서 녹아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특히
겨울철에 이런 상황을 조심해야 한다. 즉 유물의 종류, 경도에 따라 다양한 도구, 세척자의 힘의 세기,
물의 온도를 조절해야 한다.
세척 후 유물은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원작업이 이루어지면 접
착제가 흰색으로 변색되는데 이것도 유물이 손상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유물의 복원작업

복원은 유물의 정리 과정 중 가장 재미있고 또 어려운 작업이다. 발굴현장에서 파손되지 않고 완전
체로 출토되는 유물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유물은 복원의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무방하다. 유구에서 출토된 유물은 복원작업 후 잔존하는 편이 1점도 없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
로 복원작업에 임해야 한다.
중복된 유구가 아니라면 다른 유구에서 출토된 유물과는 복원을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른 유구에서 출토된 파편이 접합될 경우 동시기에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이라면 다른 유구에서 출토된 유물이라도 반드시 접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도면 복원만 이루어져 실측도 상으로만 완형복원이 가능해지면 더 이상 파편을 찾으려는 노력을 소홀
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고학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마음가짐이다. 유물에 생명을 불어넣고 그 생명
의 연원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직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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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의 복원은 무엇보다 경험이 중요하다. 그 경험에는 작은 편으로 전체 기형을 유추할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하다. 지표조사에서 채집한 작은 편으로 기형을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기를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결국 많은 유물을 세척하고 복원하고 실측(관찰)하는 과정에
서 익혀지는 것일 뿐 기술적인 조언이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복원작업은 대체로 저부에서부터 편을 접합하는데 원래 토기의 굴곡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붙여진
상태라도 밖으로 벌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광목 등으로 단단히 감싸면서 작업을 해야 한다. 혼적이 남지
않는 종이테잎, 목제 빨래집게, 모래통 등을 이용해 토기의 곡률을 유지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모든
토기 파편을 찾아 놓고 한 번에 접합을 완성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쉽지는 않다. 마지막 구연부에서 전
체 곡률이 맞지 않아 다시 아세톤에 녹여 새로 작업하는 경험을 모두 겪어 봤을 것이다. 또 구연부까지
복원을 완성했을 때 동체부의 파편이 찾아져 역시 아세톤으로 녹여 새로 작업하는 경우도 있다.
접착제의 종류는 순간접착제, 세멘다인C, 아라다이트 등 다양한데 어떤 유물에 어떤 접착제가 맞는
지에 대해서는 사실 교과서적인 해답은 없다. 복원을 담당자가 토기의 질, 잔존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
해서 선택해야 한다.

그림 7. 동일한 개체의 파편 찾는 과정

그림 8. 수지복원 작업과 완성된 토기(울산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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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작업은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겠
다. 첫 번째 동일개체 유물의 파편을 접합
해 하나의 개체로 만드는 작업이다. 실제로
삼국시대 고분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일부를
제외하면 부족한 편이 없이 완전하게 복원되
는 유물은 거의 없다. 이렇게 결실된 편이
많을 경우에 복원된 부분도 안정적이지 않
다. 이 때 두 번째 복원과정이 이루어진다.
그림 9. 수지복원을 이용해 완성된 융기문토기
(국립중앙박물관 1993)

망실된 부분을 다른 물질로 메꾸는 작업인데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진행된다. 전시 등을
위해 완전한 개체를 원할 경우, 또 망실된

부분을 수지로 복원해야만 유물이 안전하게 보존되는 안전성 때문이다. 예전에는 액체 석고를 이용하
였으나 제작의 어려움, 내구성 등의 한계가 있어 최근에는 CDK 합성수지가 주로 사용된다. 합성수지
로 복원될 경우 유물의 굴곡이 맞지 않으면 해체해서 재작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 작업에서 성공
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무엇보다 수지복원 작업은 건조된 후 토기표면과 같은 곡률로 깍아내
는 작업을 할 때 유물에 힘을 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때에도 유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고고학이 추구하는 목적이 과거의 인간 혹은 인간집단의 복원이라면 유물의 정리 역시 그 유물의
원래 형상을 복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실제로 합성수지를 사용해 손실된 부분을 복원하든, 도면으로
복원하든 제작 당시의 상태를 최대한 밝히기 위한 작업인 것이다. 이 작업에는 조사자의 복원 철학도
반영될 것이다. 토기의 파손된 면을 복원할 때 복원된 합성수지면을 최대한 토기의 색깔과 동일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의도적으로 원래의 토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채색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Ⅳ. 수장고 격납과 관리
세척, 복원된 유물은 수장고에 격납된다. 수장고에는 항온항습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상대 습도가
65% 이상이 되면 곰팡이 등의 영향을 받으며 금속유물은 부식되기 때문이다. 보통 온도는 15℃, 습도
는 50~55%가 적당하다. 특히 부식이 우려되는 금속기, 목기 등은 특수 수장고에 격납해야 하는데 금
속유물을 보관하는 수장고의 습도는 4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이석범 2017) 금속유물은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진공포장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다. 어떤 유물이든지 국공립박물관으로 이전 될
때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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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유물 격납을 위해서 사실 각 조사기관
은 최대한 넓은 수장고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
요하다. 여기서 효율은 유물 출납의 용이성, 유물
현황 파악 등이 쉽게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 작업이 끝나고 국가 귀속이 이루어지고도
몇 년 후에 이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담당자가 이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유물 격납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세
척 복원된 유물은 보고서 작업이 이루어지더라도
그림 10. 수장고(울산문화재연구원)

처음 수장고에 들어간 위치에서 국가귀속 될 때까
지 동일한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장고 입구에는 유적별로 보관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현황판, 수장고 출입 일지 등을 부착해야
한다. 유물은 누구에게나 공개해야 하지만 수장고 출입은 담당자가 전담하는 것이 좋다. 최대한 넓은
공간을 확보해 유적별, 유구별, 출토유물 번호순으로 격납해야 한다. 수장고의 협소함으로 인해 유적
혹은 유적 내 유구의 호수와 상관없이 비슷한 크기별로 격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한다. 특
수 수장고에 별도 보관된 유물의 현황 역시 일반 수장고에도 현황판과 일지에 기재되어 일목요연하게
격납현황이 이해되도록 해야 한다. 금속유물은 아무리 보존처리 작업이 잘 되고 좋은 수장고에 보관하
더라도 부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국가귀속과 이관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적인 절
차도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
수장고의 안전한 유물관리를 위해 보고서 작성 후 국가귀속 시점까지 지나치게 연구자의 접근을 허
용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철저한 관리 하에 타기관 연구자라도 연구의 목적으로 유물
관찰이 필요할 때는 유물의 출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11. 특수수장고와 항온항습기(울산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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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최근 발굴조사가 대규모･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현장조사 뿐만 아니라 보고
서 작업이 점차 분업화 되어가는 듯하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세척부터 잉킹, 복원 작업, 나아가 수장
고 격납의 업무까지 이러한 일련의 제 과정이 연구의 한 부분이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물에 대한 일련의 정리작업은 연구의 일환임에도 불구하
고 이런 분업화 과정에서 점차 연구자의 일상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요즘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과거 고고학에 첫 발을 디딜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작업이 세척과 복원작업이었으며 조금 시간이
경과하면 실측작업을 배우곤 했다. 몇 년간의 세척 복원작업을 거치면서 그 자체가 유물의 관찰작업이
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다. 최근에는 보고서 작업 시에 원고작성 작업 이외에는 대부분 정리 작업을 전
담하는 고고학 비전공자 분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직이 담당하더라도 정리작업 전체를 총괄
하며 일일이 직접 세척과 복원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발굴현장에 종사하는 연구직들은 점
차 유물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 폭증한 발굴건수와 유물의 수량을 감안한다면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으나 연구자로서 유물과 멀어진다는 것은 결코 옳은 방향은 아니다. 올바른 유물 정리와
관리를 위해서는 발굴조사 담당자가 유물의 정리와 실측작업 등 직접 보고서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가
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 유물의 정리와 보관에 관해서는 이미 한국매장문화재협회에서 여러 차례 강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때 강연하셨던 분의 강연 원고는 다음과 같으니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서 참조하시길 바
랍니다. 본고 역시 아래의 글을 참조하였음을 밝힙니다.
1. 김영화, 2013, 「유물의 정리 및 보관」, 『매장문화재전문교육-고고학 야외조사 입문』. 한국매장문화
재협회.
2. 이석범, 2010, 「유물의 정리 및 보관」, 『매장문화재조사연구원교육』. 한국매장문화재협회.
3. 이석범, 2011, 「유물의 복원」, 『매장문화재조사연구원교육』. 한국매장문화재협회.

105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2기)

<참고문헌>
1. 김민구, 2009, 「화재 주거지 출토 탄화물을 통한 식량자원 구성의 복원 : 해남 신금 유적의 예」,
『한국고고학보』71. 한국고고학회.
2. 이선복, 1988, 『고고학개론』. 이론과 실천.
3. 이오희, 2008, 『문화재 보존과학』. 주류성출판사.
4. 國立中央博物館, 1993, 『韓國의 先･原史土器』.
5. 蔚山文化財硏究院, 2005, 『蔚山 川上里 平川遺蹟』.
6. 昌原大學校博物館, 2006, 『蔚山 茶雲洞 遺蹟Ⅱ』
7. 湖南文化財硏究院, 2005, 『海南 新今遺蹟』.

106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 2기

발 행 일

2020년 11월

발 행 처

(사)한국문화유산협회
3520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44
엑스포오피스텔 207호
TEL. 042-524-9260~2 / FAX. 042-367-3263
http://www.kaah.kr

디 자 인

지그래픽
34566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503번길3(삼성동)
TEL. 042-256-5055~6 / FAX. 042-625-6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