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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자료, 대국민 최초 온라인 공개!
- 2020. 12. 22. 「개성 만월대 디지털 기록관」 개관 □ 통일부는 12월 22일부터 ｢개성 만월대(고려정궁 터) 남북공동발굴 디지털 기록관｣
(이하 개성 만월대 기록관, http://www.manwoldae.org)을 개관하여 전시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자료를 온라인으로는 최초 공개합니다.
□ ｢개성 만월대 기록관｣ 구축사업은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의
성과와 의미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통일부가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함께
2017년부터 4년간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o 12년간의 조사기간 동안 남북공동으로 생산한 60여만 건의 자료를 12만 건의
디지털자료(사진·동영상·3D 등)로 구축하여, 이 중 대표성과 희귀성 있는 4만
5천여 건의 자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
o ’07년부터 ’18년까지 추진되어온 사업으로, 남북 100여명의 조사단과 지원
인력들의 공동발굴로 600여년간 땅속에 묻혀 있던 고려태조 왕건의 궁궐터를
역사의 장으로 이끌어낸 의미가 있으며,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

- 또한, 지난 12년간 남북조사단은 물도 전기도 없는 만월대 흙구덩이에서 함께
뒹굴며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등 남북교류협력의 신기원을 이룩함.
o △만월대 서부건축군 19,770㎡ 조사 △궁궐 건물지 40여 동 확인, 금속활자
및 청자, 장식기와 등 유물 17,900점 발굴.
o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을 위한 장비의 대북반출에 대한 제재면제 신청이 승인
(‘19.4.16)된 상태로, 향후 남북관계 진전시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재개를
추진할 예정.

□ 디지털 기록관은 고려사 전공자뿐만 아니라 나이 어린 초등학생까지 누구나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o ‘만월대 이야기’, ‘개성 문화유산 그림지도’, ‘만월대 온라인 답사’ 등에서는
일러스트, 3D 등으로 가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생생한 만월대 발굴 현장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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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아울러 ‘만월대 갤러리’, ‘만월대 웹툰’ 코너에서는 고품격 작품사진, 편집
영상, 홀로그램, 웹툰 등을 통해 만월대 문화유산이 주는 인문학적, 예술적
감동을 맛볼 수 있습니다.

□ 통일부는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사업을 통해 민족동질성 회복에 적극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개관이 민족문화 보존과 평화 협력의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붙임 개성 만월대 디지털 기록관 홈페이지 이미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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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개성 만월대 디지털기록관 홈페이지 이미지
통일부 메인 홈페이지 이미지

대형청자(2007년 출토)

금속활자(2015년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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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석받침 출토하는 모습(2007년 촬영)

만월대 중심건축군 전경(2015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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