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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문화재란 한 민족 문화의 우수성과 고유성을 대표하는 최고의 상징가치라고 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문화재 보호정책은 문화재 보존에 대한 당위성에
중점을 둠으로써 문화재의 상징가치를 활용하여 경제적 효익과 지역의 새로운 가
치를 창출하려는 노력과 인식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문화재의 교육적․문화적 가치
를 강조하는 차원을 넘어서 문화재를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가진 자원으
로 재인식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려는 모습이 서서
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의 활용방법과 실천의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보존
과 상충되거나 지나친 상업적 활용으로 문화재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등의 문
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문화재 보존을 위한 자원부족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활용에 대한 연구나 검토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그 결과 문화재와 사람이 격리-떨어져서 보고, 들어가서는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되었다. 즉, 문화재 보존은 원형보
존을 원칙으로 하면서 보존대상을 확대해 갔지만 다양해진 보존대상에 대한 구체
적인 활용범위와 가능성은 경시됨으로써 보호정책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 결과 문화재는 활용하면 할수록 훼손된다는 보존주의자의 주장에 힘이 실리
면서 최소한의 박물관 전시 수준에서 활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문화재로 지
정되면 못 질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인식이 통념화 되면서 활용은 보존과 상충된
다는 부정적 인식이 널리 퍼지기도 했다. 이처럼 문화재 활용에 관한 축적된 지식
과 통찰이 그 동안 부족했었으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문화재의 영향이 최근 급속
히 증대되면서 문화유산 혹은 문화자산의 활용방법론이 문화관광자원 또는 문화향
유권 측면에서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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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화재의 활용은 적극적인 보존을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을 현장체험을 통
해 얻으면서 문화재에 생기를 불어 넣기 위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결국 문화
적 다양성이 중시되고,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됨과 동시에 성숙한 시민사회
의 성장을 배경으로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문화재 활용이 문화재 보존만큼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보존해야 한다는 보존
의 당위성을 주장하기보다도 문화재의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가 문화적․경제적으
로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계획과 전략이 필요해지고 있다.
문화재 활용은 보존․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활용만을 위한 개념이 아니라 오히
려 문화재의 발굴․복원․보존․관리․활용의 순환구조를 재인식하고 그 가운데
활용 가능한 대상에 따라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화재 활용
이란 민족문화의 재발견인 동시에 새로운 문화가치의 창조과정이다. 따라서 문화재
를 원형대로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시민들이 문화재를 알고, 찾고,
향유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
정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재의 활용을 위해서는 먼저 문화재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으로 문화유산의 아우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
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활용가치와 보존가치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
여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모색하고 문화 다
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재를 활용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화재를 되살
리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어서 보수와 복원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때
문화재 형성 당시의 모습으로 되돌릴 것인가 아니면 문화재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존중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또한 문화재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경관을 아
울러 고려하여야 문화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고유가치가 유지된다. 문화재의
고유가치는 주변경관과 함께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화재 보존과 활용에서 문
화환경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재 보존과 할용의 목적은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은 역사유산으로서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사회
에서 문화재 보호는 생활환경 보호차원과 연결되며 보호와 더불어 활용의 중요성
이 부각되면서 지역경제와의 관계를 고려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발전과 문화재
보호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갈등관계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발전 계획의
틀 안에서 서로 모순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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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신창동 유적의 특징

신창동 유적은 1962년 옹관묘 조사를 통하여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으며1) 1992년
국도 1호선 직선화 구간 도로편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시굴조사가 실시되어 토기
요지(土器窯址), 구상유구(溝狀遺構), 주거지(住居址), 저습지(低濕地)가 확인되었다.
특히 저습지에서는 흑도(黑陶), 두형토기(豆形土器), 점토대토기(粘土帶土器) 등
다양한 토기류와 함께 빗(櫛), 칠기고배(漆器高杯), 목제검파(木製劍把), 목제합개
(木製盒蓋), 통발[筌], 목제괭이, 빗자루, 제도용구(製陶用具) 등 국내 初出의 木製遺
物이 출토되었고 이와 함께 볍씨 및 炭化米, 보리 등 곡물자료가 발견된 두터운 벼
껍질 층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그 후 低濕地遺蹟의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신창동 유적은 國家史蹟 第375號로 지
정 보존하게 되었으며 이후 국립광주박물관에서 1995년부터 연차적으로 저습지유
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2)
이 과정에서 저습지의 형성과 관련되는 수로(水路), 목주(木柱) 등의 遺構와 도칠
검초(塗漆劍鞘), 모검(木劒), 검부속구(劍附屬具) 등 무기류(武具類), 파문원형칠기
(巴文圓形漆器), 새모양목제품 등 제의구류(祭儀具類), 목제괭이, 괭이자루, 낫자루,
절구공이, 도끼자루, 자귀자루 등 농공구류(農工具類), 바디 등 천생산도구, 국자형
목기, 통형칠기, 목제뚜껑 등 각종 容器類, 發火具, 수레바퀴, 신발골, 부채자루, 각
종 끈, 쐐기 등 生活用具類, 문짝 등 건축부재, 絃樂器, 볍씨, 오이씨, 조롱박씨 등
각종 씨앗을 비롯하여 흑도, 점토대토기 등 다양한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이 밖에 史蹟 第375號 광주 신창동 유적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기 지정된
유적의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3), 또한 유적 주변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수차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
다.4) 조사결과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기원전 2세기∼기원후 3세기)에 걸친 무
1) 金元龍(1964), 新昌里甕棺墓地, 國立서울大學校 考古人類學叢刊 第1冊, 서울大學校出版部.
2) 趙現鍾․申相孝․張齊根(1997), 光州 新昌洞 低濕地 遺蹟Ⅰ, 國立光州博物館.
趙現鍾․申相孝․宣在明․申敬淑(2001),光州 新昌洞 低濕地遺蹟 Ⅱ, 國立光州博物館.
申相孝․崔相宗․尹孝男(2001), 光州 新昌洞 低濕地 遺蹟Ⅲ, 國立光州博物館.
趙現鍾․申相孝․宣在明․申敬淑(2002), 光州 新昌洞 低濕地 遺蹟Ⅳ, 國立光州博物館.
趙現鍾․申相孝․李宗哲(2003), 光州 新昌洞 低濕地 遺蹟 Ⅴ, 國立光州博物館.
3) 趙現鍾․申相孝․宣在明(2002), 史蹟 第375號 光州 新昌洞遺蹟 周邊 試掘調査報告書, 國立光州
博物館․光州廣域市.
4) 宋義政․崔相宗․尹孝男(2004), 光州 新昌洞墳墓遺蹟, 國立光州博物館.
申相孝․殷和秀․宣在明(2004), 光州 平洞産團 進入道路 東林IC設置區間 試掘調査 , 光州 新昌
洞墳墓遺蹟, 國立光州博物館.
宋義政․殷和秀(2004), 光州 新昌洞 1074-8番地 試掘調査 , 光州 新昌洞墳墓遺蹟, 國立光州博物館.
李宗哲․宣在明(2004), 光州 新昌洞 552-22番地 試掘調査 , 光州 新昌洞墳墓遺蹟, 國立光州博物館.
殷和秀(2004), 光州 新昌洞 647-27番地 試掘調査 , 光州 新昌洞墳墓遺蹟, 國立光州博物館.
국립광주박물관(2004), 광주∼장성간 도로확장공사구간내 문화유적시굴조사 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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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 논, 주거지, 환호 등이 확인되었다.
<표 1> 광주 신창동 유적 주요 발굴조사 현황
발굴
연도

조사대상지

1963

조사
형태

시대

유구

발굴기관

발굴

초기철기

옹관묘

서울대학교

1992

신창동 264-3 외

발굴

초기철기∼원삼국 토기가마, 주거지 등 국립광주박물관

1995

신창동 562 외

발굴

초기철기∼원삼국

수로, 木柱 등

국립광주박물관

1997

신창동 571-1 외

발굴

초기철기∼원삼국

수로, 木柱 등

국립광주박물관

1998

신창동 562 외

발굴

초기철기∼원삼국

도랑, 환호 등

국립광주박물관

1998

신창동 590 외

시굴

초기철기∼원삼국

주거지, 논 등

국립광주박물관

2002

신창동 632-19

발굴

초기철기∼원삼국

옹관묘, 토광묘

국립광주박물관

2005

신창동 산 7-7

발굴

초기철기

환호, 구 등

국립광주박물관

2005

신창동 506 외

발굴

청동기∼조선

저습지, 주거지 등

국립광주박물관

20여 차례의 크고 작은 발굴조사 결과 토기, 칠기, 석기, 목기 등 수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이 가운데 대표적인 430여 점의 유물이 현재 국립광주박물관에 등록
되어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신창동 유적을 유구별로 살펴보면, 저습지, 무덤, 가마,
주거지, 경작지, 환호 등으로 분류 가능하다. 이러한 유물 구성은 당시 마을 사람들
의 총체적인 문화를 생활영역, 생산영역, 의례영역, 방어영역 등으로 분류할 수 있
으며 2000년 전의 농촌마을을 기능별 영역단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재현할 수 있
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립광주박물관(2004), 광주 신창동 산69-7번지 시굴조사 약보고서.
국립광주박물관(2004), 신창동 1073-29번지 시굴조사 약보고서.
국립광주박물관(2004), 신창동 643-1․2번지 시굴조사 약보고서.
국립광주박물관(2006), 신창동 1086-13번지 시굴조사 약보고서.
국립광주박물관(2006), 신창동 645-32번지 시굴조사 약보고서.
국립광주박물관(2006), 신창동 508-4번지 시굴조사 약보고서.
국립광주박물관(2006), 신창동 1075-5번지 시굴조사 약보고서.
申相孝․李宗哲․尹孝男(2007), 光州 新昌洞 遺蹟, 國立光州博物館․益山地方國土管理廳.
趙現鍾․申相孝․尹溫植․尹孝男(2007), 光州 新昌洞 遺蹟, 國立光州博物館․光州廣域市 光山區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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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신창동 출토 유물 등록 현황(재질별)
토
건

건

점

금속

골

합계

건

점

(%)

건

점

(%)

건

점

(%)

186 291 67.7 106 113 26.3

22

24

5.6

1

1

0.2

1

1

0.2

.

(%)

석
(%)

Ⅲ

점

목

건

점

(%)

316 430 100

유적활용의 필요성

1. 유적의 중요성

신창동 유적은 옹관묘의 출토와 더불어 저습지 유적이 발견되었고, 주거지가 발
견됨에 따라 도작문화, 의례, 방어, 수렵 등 고대인의 일상을 파악할 수 있는 가치
가 있다. 초기철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주거 및 식생, 의례
등 고대인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유적으로 적절한
보존대책을 마련되어야 한다.
발굴유적은 그 나름대로의 가치와 중요성을 가지며 이러한 중요성에 의거하여
발굴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그 가치를 파악하고 보존 및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유적의 발굴 조사활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많은 학문적 성과는 고고학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 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의 문화․지식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일반
대중과 상호 교류되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전파되어야 한다. 한편, 발굴현장을 이용
한 대중교육효과는 결국 고고유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바탕으로 그 보존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시키고 적극적인 보존활동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
게 된다.
2. 유적지 보호

세계적인 구석기 문화유적이지만 아직도 홍보가 미흡하여 지역민과 국민들의 이
해의 부족과 전시 및 학습 시설 등의 부재로 활용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다. 보다 심
각한 문제로는 유적지 지정구역의 일부가 경작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유적의
훼손 가능성이 많아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적지 인근의 택지개발(수완지구, 신창지구)이 이루어짐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녹지․휴식 공간으로 인식 가능성이 높아 무분별한 유적지 이용에 따른 유적 훼손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유적지의 체계적인 공간 조성을 통하여 유적 보존과 인
근 지역 주민에 대한 휴식공간 기능을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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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창동 관련 계획의 실현

광주광역시는 신창동 유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0 광주도시기본계획, 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빛과 생명의 문화광주, 1등광주 5개년 계획 등에 신창동 유
적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계획의 공통적인 특성은 신창동 유적을 활용하여 시민
들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고 관광자원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그림 3> 신창동 유적지 관련계획과 주요 내용

4. 문화중심도시 대표 문화자원 확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는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교류를 통하여 아시아 문화의 연
구․창조․교육 및 산업화 등 일련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국가적 지원의 특
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로 정의
된다.
문화도시는 풍부한 문화적 자원과 환경을 갖춘 도시라는 물리적 환경을 벗어나
문화도시를 도시인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풍부한 도시로서 문화도
시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시문화 콘텐츠가 많아져야 한다.5) 즉, 현재성과
역사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도시의 특성을 창출하고 인간의 삶을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제반 조건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고양시키려는 도시가 문화도시라 할 수
있으며 문화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가 정체성을 갖고 문화와
함께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삼성경제연구소(2006), 신문화도시 전략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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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문화가치를 발굴 및 이식을 통한 도시문화콘텐츠를 형성하고 도시문
화 콘텐츠의 동력을 확보하여 확산할 필요가 있다. 즉 최근에는 문화도시 활성화를
위해 각종 문화인프라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도시마케팅으로 적극 활용하는 등
산업적 측면도 강조되고 있다. 난개발된 도시를 21세기 신성장동력인 문화를 통해
혁신함으로써 미래형 도시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교류에서 시작, 창조․연구․교육
으로 집적․순환되는 아시아 문화의 발전소를 조성하기 위한 자원으로서 신창동
유적의 활용이 필요하다.
5. 문화공간에 대한 수요 충족

문화관광체육부는 21세기를 “문화세기”라 규정하고 창의적 문화 복지국가 실현
을 위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기반시설을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건립
하여, OECD 수준의 문화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OECD 국가는 평균 43,000명당 1개관 정도의 전시관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한
국은 2002년 현재 약 142,000명당 1개관 정도가 확보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시설의
확충 필요성에 따라 창의한국-21세기 새로운 문화비전 에 전시관 및 미술관 확충
지표를 제시하였다. 기준에 따르면 민간시설을 포함하여 인구 9만명 당 1개관, 공
립의 경우 최소 인구 15만명 당 1개관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2008년 현재 광주광역
시의 전시관 및 미술관의 수는 14개소로 목표수치의 80%대에 도달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는 약 3.3개소가 부족함에 따라 전시관 및 미술관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Ⅳ

.

국내외 유적지 복원사례

1. 국내사례 : 전곡리 선사유적지

전곡리 선사유적지는 1978년 미군 병사 그렉보웬이 주먹도끼 등 석기를 발견하
고 서울대 (고)김원룡 교수와 영남대 정영화 교수에 의해 아슐리안계 석기로 밝혀
졌다. 1979년 3월 1차 발굴이 이루어졌으며, 동년 10월 2일 국가사적 제268호
(778,296㎡)로 지정되었으며, 1979년 1차 발굴 이후 2007년까지 14차에 걸친 발굴이
이루어졌다. 최고 35만년 전으로 추정되는 등 원형이 잘 보존된 구석기 유적이며
한반도 추가령지구대의 자연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인천 국제공항에서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며 수도권에서 1～2시간 내에 접근
이 가능한 지역으로 주변에 역사문화자원과 안보관광자원이 풍부하고 한탄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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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분포하고 있어 지역(관광)마케팅의 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1994년부터 유적지 활용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5년까지 118,851백만원(선사유적지
65,358백만원, 전시관 53,49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연천전곡리 선사유적지 조감도

발굴현장 복원

전시관 소장자료(발굴노트 등)

전곡리 체험공간

<그림 1> 전곡리 선사유적지 복원사례

2. 해외사례 : 요시노가리 유적공원

요시노가리 유적은 일본 사가현(佐賀縣) 간자끼죠(神埼町), 마타가와쵸(三田川町)
일대에 위치하며 구주 최대 평야인 쓰쿠기 평야의 중앙부에 입지하고 있다. 벼농사
가 개시된 이래 고대국가 성립의 전제인 원시국가 형성과정과 유적의 변천을 통하
여 공간확대를 파악할 수 있는 학술가치가 높은 야요이 시대의 유적이다. 1981년
구제발굴이 시작되었고, 1989년 환호․수혈주거․창고․분구묘 등 야요이 시대 거
점 취락 전체 모습이 드러나면서 일반에게도 공개되었다.
요시노가리 유적을 활용하여 야요이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시대를 체감할
수 있는 장소를 조형한다는 기본이념 아래 2000년에 기본구상,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일부 실시설계를 마쳤다. 이후 2001년 4월 21일 북․남 내곽, 야요이시대의 정
원 등 일부에 대한 복원․정비가 완성되어 역사공원이 개원되었다. 복원정비는 전
체의 사람들을 연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개성 있는 환경과 인간사회가 공생하는 경
관, 풍속성을 연출하는데 중심을 두었다. 전시구성상의 특징은 전문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야요이인들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취락을 형성․복원하였으며 특히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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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돔 형태의 전시관을 건립하였다.

발굴현장 공개

주민집회장소

족장의 집

야요이 시대 촌락
<그림 2> 요시노가리 유적지 복원사례

Ⅴ

.

신창동 유적의 활용

1. 유적공원화가 가능한 공간 구성

사업대상은 전시관 건립 및 2000년 전 고대마을 복원, 사적공원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적지 및 인근지역에 여러 시대에 걸친 문화자원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모두 포함시키는 경우 미발굴된 유적의 훼손가능성이 존재하고 2000년 전 마을 복
원이라는 시대적 특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문화자원은 사업 대상에 포
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미발굴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로 보존이 필요하며 기
발굴된 지역에 최소한의 인공적 건축물을 배치하여 유적의 훼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목재 탐방로 조성, 지속적인 학술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2000년
전 식생을 복원하여 지표면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 식생공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한다. 한편 동시적이고 전면적인 유적지 개발개념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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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발굴 작업 진척에 따라 단계적 공간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도로에 의해 단절된 유적을 연결하여 하나의 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
여야 한다. 유적지 구성의 통일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도로 이설(우회), 고
가화, 지하화 등의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2～4개의 자연 친화형 연결
브릿지를 설치하여 공간상의 일체감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도로 이설이 필요하다.
2. 관광자원화

역사유적의 관광자원화는 유적 정비사업과 관광산업이라는 경계선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역사유적을 관광자원화 할 경우 일차적
으로 문화유산이 기타 관광자원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유적의 복원은 방문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해석 도구로서 중요한 요소이
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여 과도한 복원 또는 재현물 설치가 이루어
지는 경우 유적이 가지는 고유한 역사 환경과 분위기가 훼손될 수 있다. 현존 유적
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유적의 역사적 의미와 장소성을 느끼고자 하는 방문객
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원래의 현상 유지가 필요하다.
신창동 유적지는 유적에 대한 발굴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아 발굴 등 제반과정을
거치는 정비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러한 과정 후에 관광자원화 하는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유적지 정비 후에 관광자원화라는 수순을 따르기
보다는 발굴 모습은 물론 모든 정비과정을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교육적 효과
를 제고하고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는 방안이 이용객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성공적인 관광자원은 독특함과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타 지역과 구분될
수 있는 특징을 갖추어야 한다. 2000년 전 아시아 도작문화와 연계성을 바탕으로
한 아시아 도작문화 축제 등 이벤트 활성화 등은 관광자원화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해외 도작문화 유적전, 아시아 환호촌락전 등 국제적 행사를 개최
하여 신창동 유적전시관을 아시아적 가치의 재발견 노력의 한 축으로 인식시키고
이를 통하여 신창동만의 독특한 특성을 창출하여야 한다.
3. 유적지 정비주제 설정

유적지 정비주제는 유구․유물의 특성에 기초하여 현대인의 고대문화 이해증진
과 이를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설정하여야 한다. 요시노가리 유적 등 일본의 야요이
시대 유적정비 사업들의 기본 개념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적 범위를 확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요시노가리 유적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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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야요이인들의 소리가 들려온다”로 정비 주제를 설정하였으며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신창동 유적지 역시 역사적 유적과 이를 통하여 재구성할 수 있는 고대인의 생
활상에 대한 현대인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체험을 통하여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주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광주광역시는 문화중심도시로서 아시아문화전당을 건
립하는 등 아시아를 품고 광주를 지향하고 있다. 한편 신창동 유적지는 아시아지역
생활문화인 도작문화를 매개로 한 유적으로 아시아지역과 문화적 연대의식을 공유
할 수 있는 유적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신창동유적지 정비의 주제를 “광주를 품고
아시아 및 세계를 지향하자”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주제와 관련하여 가칭 “아시
아 도작문화축제”, “아시아 2000년 축제” 등 국제적인 수준의 이벤트 개최가 이루
어져야 한다. 또한 국제적 이벤트의 개최는 비엔날레, 2015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문화행사의 한 축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4. 유적지 공간구상

유적 훼손 가능성 극소화, 공원화 및 정비 주제 등을 고려하여 도입기, 정착기,
확산기의 3단계로 구분하여 공간을 구성하였다. 단계별 사업에서 발굴이 이루어진
후에 현상변경 절차를 거쳐야만 유적지 내에서의 행위가 가능하다는 전제를 바탕
으로 전시시설 설립 및 탐방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 복원을 위한 발굴작업이 선행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시관 건립 및 기타 시설, 복원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러한 계획을 원
활히 추진하기 위한 발굴이 이루어지도록 발굴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도입기 이전에 전시관 건립 기획단을 구성함으로써 사업추진
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단계별 특징은 1단계(도입기)에서는 외부공간 개발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함으로써
유적 훼손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발굴조사의 진척도에 따른 추가사업 시기를 판단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2단계(정착기)에서는 외부공간 및 단지 전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단지 내에 녹지와 광장 등을 계획하였다. 또한 시설 부지에 대한
전문성을 살려 유물 복원 및 보존을 위한 시설들을 배치하고 유적지 전반에 걸쳐
체험장 및 학습장을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계획하였다. 3단계(확산기)는 주요 발
굴대상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마무리 되어 가는 단계로 정의하였으며 지역민 또는
방문자를 위한 소공원의 설치, 체험공간과 학습공간의 전시관 인근 추가배치 등을
계획하여 유적지 활용도를 극대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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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안별 특징과 특이점
단계

특징

장 ․ 단점

1단계
도입기

▪외부공간의 개발을 최소화하여 계획
▪유적 정비 및 전시관 중심

▪전체적으로 녹지 및 자연공원의 개념으로 계획
하며, 친환경적인 산책로로 단지전체에 대한 관
람이 이루어지도록 함.
▪적극적인 개발보다는 현 상황의 보전을 우선하
여 계획

2단계
정착기

▪외부공간 및 단지전체의 활용도를 높임
▪단지내 녹지와 광장 등을 계획

▪외부공간을 적극적으로 개발함
▪시설부지의 전문성을 살려 유물복원 및 보존에
관한 시설물 계획
▪대지전반에 걸쳐 체험장 및 학습장 개발

3단계
확산기

▪유적전시관 인근에 지역민 또는 방문자를 위한
광장 및 공원 등을 조성함.
▪발굴예정지에 대한 지반훼손을 최소화 하므로
유적발굴지에 대한 보존에 유리
▪체험공간과 학습공간을 전시관 인근에 배치하
여 활용도를 높임.

▪기존 건물군이 있던 대지는 적극적으로 시설물
을 추가 계획하여 전시관 뿐만이 아니라 전문적
인 복원과 보전이 이뤄지는 통합된 센터의 기능
을 수행하도록 함.
▪공사범위가 광범위 하여 소요예산이 증가하며
유적지에 대한 훼손이 우려됨

공간구상_1단계(도입기)

공간구상_2단계(정착기)

공간구상_3단계(확산기)

유적전시관 투시도

<그림 3> 신창동 유적지 공간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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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시관 공간구상

전체적인 평면계획은 각 영역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계단과 경사로를 일체화시켜
합리적으로 연결하였다. 또한 접근성 및 개방성을 고려하여 각 레벨마다 공간으로
의 연결이 자유로운 동선체계를 갖추도록 하였으며, 옥외공간을 형성하여 변화감
있는 공간을 연출하도록 하였다.
전시, 교육, 연구, 관리, 수장 등의 기능은 수직, 수평의 합리적인 조닝(Zonning)
으로 기능별 독립성의 확보와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지하층의
계획을 배제한 계획안이므로 수장영역은 지상 층에 위치하도록 하였으며, 서비스
차량이 보행자 동선과 겹치지 않으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진출입 동선을 짧
게 하였고, 물품하역 후 곧 바로 정리 및 소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관람객을 위한 주출입구는 유적정비전시관 전면의 이벤트마당 가운데에 위치하
여 주민참여마당과 주차장에서 연속된 동선의 흐름이 유지되어야 한다.
1층은 전시공간 및 전시통제, 수장공간과 관리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박물관의
전체관람동선이 시작되는 다목적 전시홀은 2개 층의 오픈공간과 커튼월을 통한 외
부환경의 유입으로 개방감 및 쾌적함을 갖도록 하였으며, 전시공간에 장애물 없는
환경(barrier free)개념을 도입하여 램프를 통한 상부의 전시공간으로 이동을 자유
롭게 하였다.

<그림 4> 전시관 평면도_1층

2층은 일반관리영역과 연구시설과 전시공간 및 이에 따른 휴게공간으로 구성하
였다. 저층부에는 전시 관람객을 통제하는 최소한의 관리시설을 계획하고, 2층에는
전시관 전체관리 및 사무를 담당하는 관리시설과 연구시설을 두었으며 전시공간과
의 영역 분리성을 확보하고자 이들 사이에 교육시설(자료열람실 및 세미나실)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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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상호이용이 가능하되 기능적으로 분리된 공간을 형성하였다. 2층의 전시영역은
1층과는 다른 정적인 공간으로 상부에 위치하고 중앙에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구성
되어 있다. 상징공간은 닫혀있는 공간으로 고창에서의 채광이 유입되도록 인공조명
과 함께 열린 전시공간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림 5> 전시관 평면도_2층

Ⅵ

.

유적전시관 프로그램 운영

전시관의 전시 차별화는 관람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를 증진한다는 측면에
서도 중요성을 갖지만 차별화된 전시를 통해서 재방문을 유도하여 전시관 자체의
자생력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이를 위하여 체계적(평면
적) 전시, 공간적(입체적) 전시, 공연적 전시가 통합적하여 관람객의 능동적 전시참
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단순히 관람하기보다는 흥미와 감동을 주는 엔
터테인먼트 공간을 조성하며 스토리텔링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상설전시관의 시간적 범위는 초기철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로 한정하여 전시의
통일성을 완비하여야 한다. 반면 기획전시관은 자체 기획 및 외부기관과의 공동기
획으로 이루어지며 특정주제나 컨셉을 가지고 실행되는 전시회이므로 신창동 유적
전시관의 이미지를 유기적으로 살릴 수 있어야 하며 비엔날레 전시, 하계유니버시
아드 대회의 문화행사 등 국제적인 이벤트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기획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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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전시주제
전시주제

주요전시내용

삼한과 삼국

초기철기시대, 원삼국시대, 삼한의 개념 설명

주민의 하루

자연 지형에서부터 수렵, 어로 및 농경, 주거지 활동 설명

생업과 기술

농기구와 농산물, 씨앗, 토기가마, 토기류 및 칠기류 등

사후세계

옹관묘를 중심으로 한 의례제도

대외교류

중국문화의 전파, 아시아의 쌀문화, 교류와 방어(환호)

<표 5> 계층별 프로그램 예시
계층

Ⅶ

프로그램 예시

어린이

유치원 지원프로그램(고대놀이문화 소개)
발굴체험
유물모양 퍼즐 맞추기
숨은 그림 찾기
유적지 탐방(지도교사 동행․설명)
바람개비 날리기 등 실외 체험프로그램
유적지 탐방

청소년
가족

토기 만들기(모형 성형, 굽기, 이미지 부여 유약 바르기)
염색체험
유물발굴체험
고대 놀이문화의 이해(자연에서 얻은 소재를 활용한 놀이기구․장난감 만들기)
쌀을 이용한 아시아 음식 만들기
유적지 탐방(지도교사 동행 설명)
고싸움 놀이의 이해

소외자
프로그램

유물체험교실(시각 장애인) : 유물 모형을 만져보고 느낄 수 있는 계기 마련
전시설명회(청각장애인) : 수화 통역 전시설명

.

․

결론 :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제언

1. 지역사회와 지속가능한 연계

전시관은 주민의 창의와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주민의 공통된 욕구와 필요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전시관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시민과 결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활동 및
NGO와 연계를 통하여 지역문화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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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다양한 선호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 프로그램의 기획
과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투입되어야 한다. 신창동 전시관은 문화유적
지 내에 위치하는 전시관으로서의 입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문화되고 특징 있
는 사회교육프로그램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
한 이점을 바탕으로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학습수준별 프
로그램과 가족 중심 프로그램, 역사관련 전공학생․전문가를 위한 프로그램, 장애
인 프로그램, 교사연수프로그램 및 학교교육과 연계된 프로그램 등으로 세분화하여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2. 경영전략 강화

경영전략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요소로 첫째, 관람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전
시관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 현재 전시시설들의 관람시간은 대부분 주간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가족단위 관람객이나 일반 직장인의 경우 평일 관람이 거의 불가능
한 상태이다. 주간과 주말 전시관 관람시간의 적절한 배분을 통하여 관람자에게 이
용 상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용시간 확대 및 개장시간 변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단순 전시 위주의 폐쇄적인 전시관에서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성격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성격을 확보하도록 하는 요구들이 존재함에 따라 전시관의 홍보
와 마케팅에 있어서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세분화된 홍보방법을 통
하여 시민들에게 능동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시관
홍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시관의 성격과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전시관
홍보 포지셔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중심으로 단계별, 대상별, 매체별로 홍보전
략을 수립하여 개관 이전, 개관, 개관 이후 등 시기별로 홍보전략을 세분화하여 차
별화하여야 한다.
셋째, 광고서비스 강화 및 정보화 추진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신축되는 박물관
들이 존립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날로 증가하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
고 있으며 자원 부족과 획일적인 정책 및 행정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따라서
대외홍보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한 자생력을 갖춘 종합문화교육체험 공간으로서 경
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영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공공성 뿐만
아니라 경영원리를 도입하여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과 소비자의 수요에 맞도록 제
공함으로써 효율성을 이루어야 하며 정보화 추진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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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율적인 유적 복원 및 전시관 건립을 위한 사전 준비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먼저 신창동 유적복원 및 전시관
건립 기획단을 운용하여야 한다. 문화재를 상설전시하거나 기획전시하여야 하며 이
를 위해서는 문화재 대여를 위한 시설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시관 건립을 위
한 설계 시 문화재 전문가가 배제되는 경우 일반 건축물로서 설계가 이루어질 가
능성이 발생하고 이 경우 건축이 완료된 이후에 대여를 위한 시설 보강 등 추가
작업으로 인한 예산운영 상의 낭비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전시관 건립과 더
불어 전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설계에 반영할 수 없다. 이는 전시관 개장
후 이용 상의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불편은 이용객 감소에 따른 수
익성 저하로 연결되며 이는 운영프로그램의 축소 등 악영향을 낳게 되는 등의 악
순환을 낳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비효율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확
보 이후부터 기획단을 운영하고 건립기획단을 통하여 건립의 세부조건들이 결정되
어야 한다.
둘째, 체계적인 유적 발굴 및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신창동 유적지의 발
굴은 현재 1/10 수준으로 지속적인 발굴과 발굴 이후 복원이 필요하다. 또한 신창
동 유적전시관 건립과 관련하여 전시관 건립위치에 대해 사전에 발굴조사가 끝나
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발굴 우선
순위를 조정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4. 전시관 건립의 단계적 추진

신창동 유적지 건립사업에서의 조직 및 인력의 운영, 경영효율화, 사업추진의 신
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사업추진단계, 사업진행단계, 사업운영단계의 3단계로 구
분할 필요가 있다.
4.1. 제1단계 : 사업추진단계

신창동 전시관 건립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입지선정, 기본
계획의 수립, 재정부담의 배분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나 규
정의 개정 등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공사를 착공하기 이전까지의 단계를 의미
한다.
기획단은 신창동 유적전시관 건립을 위한 설계와 기획을 위한 특별팀을 구성하
여 설립준비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의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박
물관 건물의 건립이 완료되면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다.
이와 더불어 관련규정(조례제정)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신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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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전시관에 대한 설치규정 및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업의 원
활한 진행과 건립을 위한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 신창동 유적전시관 건립 및 운
영에 대한 규정에는 구성 및 업무분장, 사료의 관리 및 활용, 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 6> 신창동 유적전시관 운영조례 구성요소
구

분

총

칙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전시물 및 사료관리
사료활용 및 교육관리
시설운영 및 관리
보

칙

내

용

목적, 정의, 적용범위
소속 및 인력구성, 전문요원 채용,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사료의 수집, 사료의 정리, 사료의 재평가와 폐기, 열람 및 대출규정
학술연구지원, 전시 및 출판, 교육프로그램
시설장비기준, 전산시스템 및 장비구축, 전산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관리실태 점검, 보안규정, 세부사항 규정

4.2 제2단계 : 사업진행단계

제2단계 사업진행단계는 공사시작 시점에서 준공단계까지의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에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운영지침 및 운
영조직 등 소프트웨어를 갖춰나가는 시기이다. 따라서 조직 및 인력이 구성되고 이
들을 중심으로 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료의 수집 및 수집된 사료의 기록화 등
을 통한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역사학, 지역학 등 전문가를 확보하고 이러한 전문
인력의 상시배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역사가와 기록 관리자를 동시에 배치함으로써
내용구성과 운영활성화 측면을 동시에 부각시켜야 하며 전시관 운영세칙을 작성하
고 전산등록시스템 및 종합서비스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
4.3 제3단계 : 사업운영단계

제3단계 사업운영단계의 경우 준공 이후 시설의 지속적 운영과 이용률 확대를
위한 단계로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관람객 관리 및 해
외 각국과의 자료 교류 등을 진행하는 시기이다.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제공
을 위한 전시안내, 전시물 또는 유물특성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전문연구인력 및 운영관리인력 신분 보장

신창동 유적전시관 관리․운영 주체는 광주광역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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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창동 유적전시관 관련
업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충분한 수의 전문성을 갖춘 학예사를 배치
하여야 하며 이들에 대한 신분보장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재 관리 및 전시․
체험․교육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들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타 박물관․전시관 등과 정보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연구, 매장문화재 관리에 대한 노하우 축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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