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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제도의 이해와 등재 절차
이 상 해 ( ICOMOS한국위원회, 성균관대학교 교수)

1. 세계유산 (World Heritage) 이란?
■세계유산이란 유네스코가 1972년 제17차 총회에서 제정한“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약칭: 세계유산협약)”
에 근거하여 설치한‘세계유산위원회’에서‘세계유산목록’에‘등재’한‘탁월한 보편적 가치’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를 지닌 유산을 말한다.
■세계유산은 한 지역이나 국가에서만 보존되고 전승되는 차원을 넘어 인류 전체를 위해 전 세계인이 공동
으로 보호하고 관리하여,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다음 세대에게 전승해야 할 성격을 지
닌 유산을 말한다.
■세계유산협약에 인준하여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세계유산목록 등재 신청을 할 수 없다. 2012년 8월 현재
189국가가 이 협약을 인준하였으며, 한국은 1988년에 가입하였다.
■세계유산제도는 세계유산위원회가 만든“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용지침(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약칭: 세계유산협약 운용지침)”에 의해 시행된
다. 이“운용지침”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거의 매년 정기적으로 개정된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된다. 문화유산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유산으로서
인류 문명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보유한 유산을 말하고, 자연유산은 미학적, 과학적, 지질학적, 지형학
적, 지구 생태계적으로 중요한 특성을 보유한 유산을 말한다. 복합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정의
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부합되는 조건을 함께 갖춘 유산을 말한다. 세계유산은 반드시 부동산 유형유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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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한다. 도자기, 회화, 조각 등 동산 문화재나 음악, 민속, 공예, 놀이 등 민속문화재는 세계유
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 내용을 종합하면, 세계유산이란“세계의 모든 인류가 주권·소유권 세대를 초월하여 공동으로 보
호하고 관리해야 할‘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문화유
산, 자연유산, 그리고 복합유산을 말한다.
■1972년 협약이 채택된 이래, 국제 사회는‘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수용하여 왔다.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 기여하는 바가 크다.

2. 세계유산 로고(엠블럼)의 뜻은?
■세계유산 로고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식별하는 표식으로서, 외곽의 둥근 선은 자연유산을, 내
부의 마름모꼴 기하학적인 형태는 인간이 만든 문화유산을 상징하며, 이 둘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연과 인간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벨기에의 Michel Olyff가 디자인하였다.
■세계유산 엠블럼은 1978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공식 채택되었으며,
1998년‘세계유산 엠블럼 사용 지침 및 원칙’을 채택하였다.

3. 세계문화유산 등재 대상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대상은 기념물(monuments), 건조물군(groups of buildings), 유적(sites)에 속하는 부
동산 유형유산 이어야 한다. 무형유산적 가치를 구비하면 더 좋게 평가된다.
- 기념물: 건축물, 기념적 의의를 지닌 조각 및 회화, 고고학적 성격을 지닌 유물이나 구조물, 금석문, 혈거
지 및 여러 특성들이 조합된 것으로서 역사, 예술 또는 학술적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
- 건조물군(群): 집단을 이루며 서로 떨어져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건물들이 건축적 특성으로, 성격의 동
일함으로 또는 경관 속에 점한 위치로 인해 역사, 예술 또는 학술적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
적 가치를 지닌 것.
- 유적: 인간이 만든 것, 또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든 것, 그리고 고고학상의 유적을 포함한 지역으로서
역사적, 미학적, 민족학적 또는 인류학적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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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재 신청 유산은 어떤 유형이 있는가?
■단독유산
■연속유산 Serial properties
■월경(越境)유산 Transboundary properties
■세계유산은 사회의 변화와 함께 유산의 유형에 대한 개념도 넓어지고 있다. 지금은 문화경관(1992년부
터 시행), 문화교류의 통로, 산업유산, 현대건축, 영산(靈山) 등도 세계유산에 포함된다. 이러한 세계유산
중에서도 문화유산은 개인이나 집단의 다양한 가치의 결집체로서 문화의 정체성을 잘 반영한다.

5.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 문화유산 자문
■세계보존연맹 (IUCN, World Conservation Union) : 자연유산 자문
■국제문화재보존센터 (ICCROM,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 보존 및 복원 자문
■기타 전문가 단체

6. 탁월한 보편적 가치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려면, 해당 유산은 반드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란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며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전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중
요한 문화 및/또는 자연적 중요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산의 영구적 보호는 국제사회 전체에
최고의 중요성을 갖는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수 있는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등재 요건을 규정
한다.

7.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충족하는 세계문화유산의 등재 요건은?
■기념물 (monuments), 건조물군 (groups of buildings), 유적 (sites) 중 어느 하나(또는 여럿)에 속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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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등재 기준 (criteria)의 (i)에서 (vi) 중 어느 하나(또는 여럿)에 속하여야 하고,
■진정성 (authenticity)이 있어야 하고,
■완전성 (integrity)이 있어야 하고,
■국내외 유사유산에 대한 비교연구 (comparative analysis)를 통해 대표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보존 및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구비한 것으로 본다.

8. 세계유산 등재기준 (Criteria) 내용은?
■세계유산 선정기준은 모두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1-6번 항목의 기준은 문화유산, 7-10번
항목은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기준이다.
(i). 인류의 창조적인 천재성이 만들어낸 걸작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거나;
Represent a masterpiece of human creative genius;
등재기준 (i)의 주제어는‘걸작’이다. 해당 문화유산이‘창조적’인 소산이면서,‘천재성’을 보이는 것
이면 걸작이 된다.‘걸작’이란 그 문화유산이 특정 문화권에서 완전하고 완벽한 사례에 속하는 것이
어야 함을 의미한다.‘창조적’이라는 것은 지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처음 시도되었거나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경우를 의미하며,‘천재성’이란 고도의 예술적, 장인적, 혹은 기술적인 숙련의 경지에 도
달한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지배계층의 유산 뿐 아니라, 토속적인 유산도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세
계유산 중에서 석굴암·불국사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었다.
(ii). 인류의 가치가 교류된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는 건축이나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계획이나 조경설
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났거나 세계의 특정 문화권에서 일어난 것
이거나;
Exhibit an important interchange of human values, over a span of time or within a cultural area of the
world, on developments in architecture or technology, monumental arts, town planning or landscape
design;
등재기준 (ii)의 주제어는 인류가 추구해 온‘가치의 교류’이다. 이 기준은 긴 시간을 두고 지역이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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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이의 인간들이 문화를 상호 교류하는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만들어낸 문화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기준은 지역별로 소재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을 새롭게 조
명하며 해석하게 하였다. 창덕궁, 수원화성, 경주역사지구는 이 기준이 적용되어 세계유산으로 등재
되었다.
(iii). 문화적 전통, 또는 현존하거나 소멸된 문명과 관계되면서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를 지니
고 있는 것이거나;
Bear a unique or at least exceptional testimony to a cultural tradition or to a civilization which is living or
has disappeared;
등재기준 (iii)의 주제어는 그 문화유산이 독보적이거나 특출함을 보이는‘증거물’이다. 이 기준은 고
고 유적, 문화경관에 주로 적용되며, 최근에는 소멸된 문명 뿐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있는 문명에도
적용되어, 세계유산 등재 대상이 넓어졌음을 보여 준다. 창덕궁, 수원화성, 경주역사지구, 고창·화
순·강화, 고인돌, 조선왕릉,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었다.
(iv).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들)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가 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건조물,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이거나 경관이거나;
Be an outstanding example of a type of building, architectural or technological ensemble or landscape
which illustrates (a) significant stage(s) in human history;
등재기준 (iv)의 주제어는 문화유산의‘유형’이다. 이 기준은 최근 등재되고 있는 세계문화유산의 약
80%에 적용된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 문화유산이 어떤 특정 유형을 대표하는 것임을 증명하기위해서
는 유사유산에 대한 비교연구와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석굴암·불
국사, 창덕궁, 조선왕릉,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었다.
(v). 문화(또는 복수의 문화), 또는 돌이킬 수 없는 충격으로 인하여 변화할 가능성이 큰 환경과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전통적인 인간 정주지, 토지의 이용 또는 해양의 이용과 관계되는
탁월한 사례에 속하는 것이거나;
Be an outstanding example of a traditional human settlement, land-use, or sea-use which is
representative of a culture (or cultures), or human interaction with the environment especially when it
has become vulnerable under the impact of irreversible change;
‘전통적인 인간 정주지, 토지의 이용,
등재기준 (v)의 주제어는 환경과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보이는‘
해양의 이용’이다. 문화경관이 세계유산 등재 대상으로 새롭게 부각되면서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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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기준은 시간이 지나면서‘돌이킬 수 없는 변화’에‘취약’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vi). 탁월한 보편적 의의를 지닌 사건 또는 살아 있는 전통, 사상, 신앙, 예술?문학 작품과 직접적으로 또는
가시적으로 연계된 유산이어야 한다.
Be directly or tangibly associated with events or living traditions, with ideas, or with beliefs, with artistic
and literary works of outstanding universal significance.) (위원회는 다른 기준과 결합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this criterion should preferably
be used in conjunction with other criteria.
‘연계성’이다. 이 기준은 세계유산제도가 시행
등재기준 (vi)의 주제어는 문화유산과 외적 요소와의‘
된 초기에는 크게 적용되지 않았으나,‘살아있는 문화’와‘무형유산’을‘유형유산’인 문화유산과 연
계시켜 중요시하면서 점점 더 적용되고 있다. 해인사 장경판전, 조선왕릉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었다.
(vii). 최상의 자연 현상, 또는 아주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하는 것이거나;
Contain superlative natural phenomena or areas of exceptional natural beauty and aesthetic
importance;
(viii). 생명의 기록, 지형 발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지질학적 진행 과정, 또는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
적 측면에서 현저한 특징이 있는 것을 포함하여 지구 역사상의 주요 단계임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
이거나;
Be outstanding examples representing major stages of earth's history, including the record of life,
significant on-going geological processes in the development of landforms, or significant geomorphic
or physiographic features;
(ix). 육상, 담수,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으로 의미
가 큰 진행 과정임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이거나;
Be outstanding examples representing significant ongoing ecological and biological processes in the
evolution and development of terrestrial, fresh water, coastal and marine ecosystems and communities
of plants and animals;
(x). 과학이나 보존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현재 위협받고 있는 종을 포함하여 생물학적 다양성
의 현장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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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 the most important and significant natural habitats for in-situ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including those containing threatened species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rom the point of
view of science or conservation.

9. OUV 평가 기준으로서의 진정성 (authenticity) 판단의 근거는?
■형태와 디자인 (form and design)
■재료와 구성 물질 (materials and substance)
■용도와 기능 (use and function)
■전통?기법?관리 체계 (traditions, techniques and management system)
■입지와 주변 환경 (locatiion and setting)
■언어 및 기타 형태의 무형 유산 (language and other forms of intangible heritage)
■정신과 감성 (spirit and feeling)
■기타 내외부적 요소들 (other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10. 진정성과 관련된 주요사항은?
■진정성과 연관하여 고고학적 유적이나 유물, 역사적 건물이나 역사 지구에 대한 복원(재건,
Reconstruction)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당성을 부여한다.
■복원은 오직 완전하거나 상세한 기록에 의거할 경우에만 받아들여지며, 추측이나 짐작에 의한 복원은 어
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11. OUV 평가기준으로서 완전성 (Integrity)의 충족요건은?
■완전성은 유산이 지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표현하는 특성의 전체와 원래 모습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
다.
■완전성은 해당 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데 필요한 요소 일체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지,
해당 유산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특징 및 과정을 대표하는데 충분한 크기 인지, 유산의 보호에 부정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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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끼치고 있는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완전성이란 문화유산과 그 속성에 전체적으로 흠이 없거나 손상이 없으며, 위협요소가 없는 것을 의미한
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나타내는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등재 유산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특징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이어야 한다.
■무관심과 개발의 부정적 효과로부터 받는 유산 보호의 어려움과 고충은 완전성을 위해 반드시 서술해야
한다.

12. 유사 유산의 비교연구 충족 조건과 최근 동향은?
■비교연구를 통한 국내외 유사 유산과의 차별적인 OUV의 증명은 필수사항이다.
■국내외 유사유산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세계유산의 등재 기준에 부합하는지 입증해야 한다.
■세계유산 등재 여부의 평가에서 비교연구에 대한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 '등재 보류' 혹은 '등재 반려' 권고를 받은 세계유산 등재 신청 유산들은 공통적으
로 비교연구의 불충분함에서 결정적인 지적을 받고 있다.

13. 중장기 보존 관리계획의 수립에는 무엇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등재된 세계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국가는 유산의 문화유산 지정구역과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그 경
계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문화재구역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이 소재하는 구역을 말하고, 완충구역은 해당 유산의 주변 구역
을 말한다.
■해당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완충구역에는 토지 및 건물의 이용과 개발에 대한 제재가
행해진다.

14. 세계유산의 관광과 활용에 대한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 일반 시민 등의 다양한 시각을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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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보존 관리의 원칙과 철학을 수립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탈 정치성이 요구된다.
■탈 지역이기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유산과 관련된 지역의 주민들의 이해, 협조, 참여가 요구된다.

15. 세계유산 등재 준비에 수반되는 주요 작업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연속유산의 경우, 등재 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성 및 사무국 설치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Nomination dossier) 작성 작업을 위한 실무팀 구성
■복원 및 정비 방안 수립
■보수 및 관리 방안 수립
■워크숍, 학술대회 개최
■홍보
■세계유산 등재를 뒷받침할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리

16.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제출하기 1년 전까지 잠정목록에 등록해야 함
■준비 및 등재신청서 작성 작업 : 최소 2-3년 소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후 등재 결정까지 소요되는 절대 기간 : 1년 6개월 소요
■등재신청서 제출
- 매년 2월 1일 이전 까지 각 신청국에서 세계유산센터에 등재신청서 (nomination dossier) 제출
- 제출 서류의 완성도 검토 후 신청국에 결과 통보
■신청서 제출 년도
- 3월 초 : 요건을 충족시킨 신청서만 각 자문기구에 발송: ICOMOS (문화유산 자문), IUCN (자연유산 자
문), 복합유산은 ICOMOS와 I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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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월 : 각 자문기구에서 현장 실사자, 신청서 검토자 결정 후 심사 실시
- 10-11월 : 각 자문기구 사무국에서 심사, 실사자 평가보고서, 신청서 검토자 평가서 작성
- 11-12월 : 각 자문기구에서 1차 패널 심의. 등재(inscription), 보류(referral), 반려(deferral), 등재불가(not
inscription) 권고
■신청서 제출 후 1차년도
- 3월 : 각 자문기구에서 2차 패널심의, 최종 권고안 작성, 2월말까지 제출한 보충자료 심의
- 4-5월 : 각 자문기구에서 최종 권고안을 세계유산센터에 제출, 세계유산센터는 세계유산위원회 이사국
에게 최종 권고안을 제출
- 6월말-7월초 :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목록 등재여부 심의, 결정
■세계유산목록 제출에서 등재 여부의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서를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 시점
으로부터 1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국가는 신청 서류에 대한 등재 여부를 의결하는 세
계유산위원회 회의에 앞서 언제든지 자국의 신청서를 철회(withdrawal of nominations) 할 수 있다.

17.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내용구성은?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용지침”에는 세계유산 신청서 작성 요령과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신청서
0 요약
1 유산의 개요(위치도, 좌표, 항공사진 및 지도, 보호/완충구역 면적 등)
2 유산의 역사적, 유산적 가치 설명
3 등재의 정당성(선정기준, OUV, 비교연구와 분석, 진정성, 완정성)
4 보존상태 및 가치훼손 요인
5 유산의 보존관리(소유권, 법적 제도적 장치, 재원, 관광, 안내 및 편의시설, 홍보, 시민문화 프로그램, 전
문인력의 수준 등)
6 모니터링(보호 및 완충구역내 모니터링 항목)
7 학술 및 정책보고서와 문헌
8 책임관리기관
9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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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류
1. 보전관리계획 (법령, 규정 등)
2. 관련 사진
3. 도면
4. 영상물 (10분 내외)
5. CD
6. 기타 : 전적 영인본, 부속 서류 등

18. 보존상태와 위협요소에 대해 기술할 사항은?
■유형유산의 보존상태
■무형유산의 보존상태
■위협 요소
- 개발 위협
- 환경 위협
- 자연재해 위협
- 관광 위협
- 일상생활 관점의 위협 요소들

19. 보호와 관리에 대해 기술할 제반 사항은?
■소유권관계
■문화재 지정 현황
- 세계유산 지정 구역
- 완충구역
■보호제도
- 법령
- 규정
- 현상변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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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계획과의 연계
■관리계획
■재정
■교육 및 훈련
■관광객
■보존관리 인력수급
■모니터링 (Monitoring)
- 현행 모니터링 시스템의 현황
- 모니터링 지표
- 모니터링 체계 수립 주체
- 모니터링 실행 주체
- 모니터링 결과 반영 체계

20. OUV를 입증하지 못한 등재 실패 사례와 내용은?
■문화유산의 경우 신청 유산의 등재 타당성에 대한 설명 부족한 경우.
■신청 유산의 성격이 여러 종류이어서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초점이 흐리거나 지엽적인 면을
강조한 경우.
■OUV를 주장하면서 유산의 포괄적인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없이 유산 자체의 국내적 가치, 혹은 질적인
가치를 강조한 경우.
■문화유산의 독특성(uniqueness)에 대한 정당성 제시가 결여된 상태에서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강조한
경우.
■문화유산의 OUV를 증명하기 위해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모든 가치를 망라한 경우

21. 세계유산목록 등재 심사의 최근 경향은 어떠한가?
■최근 세계유산 등재 결정은 크게 세 가지 사항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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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해당유산이 등재기준, 완전성, 진정성 요건 등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둘째는 적절한 세계적, 지역적, 문화적 틀 속에서 신청 유산을 국내외 유사한 유산과 비교 분석하여, 신
청한 유산의 차별성과 대표성을 입증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셋째는 해당 유산의 바람직한 보존과 관리를 위해 합당한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연속유산으로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보존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였는
지 여부를 심사한다. 특히, 신청 유산에 대한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개발위협, 환경위협, 자연재
해위협, 관광위협, 일상생활 관점의 위협 요소들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2000년대 이후, 등재 보류, 반려 등을 권고 받은 유산은 거의 모두 적절한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유산협약의 운용지침에 부합하며, 국가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보존관리계획 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것이 크게 요구된다.

22. 등재된 세계유산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 해당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모든 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 진정성, 완전성이 보존, 유지, 향상되도록 법
령, 규정, 제도, 관리 체계 등이 갖추어져 보호되어야 한다.
■등재된 세계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국가는 유산의 세계유산 지정구역과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그 경
계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문화재구역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이 소재하는 구역을 말하고, 완충구역
은 해당 유산의 주변 구역을 말한다. 해당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완충구역에는 토지
및 건물의 이용과 개발에 대한 제재가 행해진다.
■등재된 세계유산 및 주변 환경에 대한 보존계획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연속유산으로 등재된 경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등재된 세계유산에 대한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시행해야 한다.
■매 6년마다 정기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보존 및 관리 상태를 보고해야 한다.
■등재된 세계유산에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
■제반 관련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이 특별한 이유나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등재 당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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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완전성이 유지되기에 어렵다고 인정되면 세계유산위원회는 해당 유산을‘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World Heritage in Danger)’으로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하며,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세계유산목록에
서 삭제한다.

23. 세계유산 등재는 어떤 의의를 갖는가?
■유산이 지닌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국가의 품격과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높이는 계기를 만든다.
■국민들에게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된다.
■유산에 대해 국민과 정부의 관심이 증가한다.
■유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게 된다.
■유산의 활용 방안 등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국내외 관광객의 증가 및 관광 수입의 증대를 유발한다.
■해당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24. 세계유산 등재 의의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문화유산은 선조들의 지혜의 결산이다. 한 국가의 문화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는 것은 그 유산은
인류 전체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 만 아니라 그 유산은 한편으로는
한 국가의 문화의 정체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품격과 이미
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한다.
세계유산은 세계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지만, 그 문화유산을 만들어낸 국가로서는 세계적 수준의 탁
월한 보편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세계유산은 그 자체로서 글
로벌화 과정에서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세계유산제도는 자신의 전통문화를 더욱 중요시하게 하는 계기를, 그리고 세계적인 의미를 갖게 한다. 한
국의 품격과 정체성을 제대로 보일 수 있는 문화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을 후대에게 잘 전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몫이다. 세계유산
은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어야 한다.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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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 점에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체로서 모든 것이 달성되는 결승점
이 아니라, 해당 유산의 보존을 위한 출발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참고 자료
1. 세계유산 등재 한국의 유산 (북한 포함)
명칭

등재 기준 등재 년도

사유

종묘

iv

1995

유교의 조상 숭배관이 한국의 독특한 건축 형식으로 해결된 사례를 보여주는 사묘건
축

해인사 장경판전

iv, vi

1995

장경판의 장기 보존을 위해 과학적으로 해결한 독특한 건물 형식과 건축 구조를 보여
주는 유일한 사례

석굴암·불국사

I, iv

1995

한국 고대 불교 예술과 건축의 특출한 사례를 보여주는 문화유산

창덕궁

ii, iii, iv

1997

건축과 조경이 잘 조화된 동아시아 궁궐건축 디자인의 대표적 사례

수원화성

ii, iii

1997

전통적 축성기법에 새로운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계획에 의해 조성한 성곽
건축의 대표적인 사례

경주역사지구

ii, iii

2000

고대 왕도의 불교 및 생활문화와 관련된 기념물과 유적들의 성격과 탁월한 예술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iii

2000

선사시대의 장묘문화 및 사회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석 기념물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vii, viii

2007

용암동굴의 구조, 보존 상태가 양호한 생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조선왕릉

iii, iv, vi

2009

유교 예법에 근거한 조선왕조의 장묘문화와 환경설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iii, iv

2010

한국의 조선시대 양반 씨족마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고구려 고분 (북한)

I, ii, iii, iv

2004

고대 사회의 장묘문화와 건축 및 벽화

2. 한국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 문화유산 : 강진 도요지 (1994), 대곡천 암각화군 (울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천전리 각석, 2010), 중부내륙 산성군 (2010), 공주·부여 역사유적지
구 (2010), 익산 역사유적지구 (2010), 남한산성 (2010), 염전 (전북 신안군, 영광군, 2010), 낙안읍성 (2011), 외암마을 (2011), 한국의 서원 (2011)
- 자연유산 : 서남해안 갯벌 (2010),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1994),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지 (2002), 우포늪 (2011)

3. 북한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 평안북도 구장군 룡문대굴 (2000), 개성 역사유적 (2000), 평양 역사유적 (2000), 칠보산 (2000), 금강산 및 일대 역사유적 (2000), 묘향산 및 일대 역
사유적 (2000)

4. 세계유산 관련 자료 (2012년 8월 현재)
■세계유산 목록 등재 수 : 962건, 문화유산 : 745, 자연유산 : 188, 복합유산 : 29
■세계유산 목록 등재 국가 수 : 157, 세계유산협약 비준 국가 수 : 189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 38
■잠정목록 등록 수 : 1542, 잠정목록 등록 국가 수 :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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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국가 세계유산 등재 수
- 남아프리카공화국 (8), 대한민국 (10), 독일 (37), 러시아 (25), 멕시코 (31), 미국 (21), 브라질 (19), 사우디아라비아 (2), 아르헨티나 (8), 영국 (28), 이
탈리아 (48), 인도 (29), 인도네시아 (8), 일본 (16), 중국 (43), 캐나다 (16), 터키 (11), 프랑스 (38), 호주 (19)

■기타 주요 국가 세계유산 등재 수
- 그리스 (17), 벨기에 (11), 스웨덴 (15), 스위스 (11), 스페인 (44), 이락 (3), 이란 (15), 이스라엘 (7), 이집트 (7), 페루 (11), 포르투갈 (14), 폴란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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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과제
이 왕 기 (ICOMOS한국위원회, 목원대학교 교수)

1. 글머리
1972년 제정된 세계유산협약 World Heritage Convention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2012년 협약 제40주년을 맞
았다. 자국의 문화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일을 심지어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가름하는 척도로 활용될
정도로 경쟁적인 사업이 되었다. 지자체로서는 세계유산 등재가 지역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매력적인 관광자
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쟁적으로 발굴하고, 등재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1994년 공주 무령왕릉이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되었다. 그러나 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충족시
키지 못한다는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공주-부여를 하나로 묶어 백제역사도시로 재추진(행정적
으로는 수정)하게 되었다. 그 후 2010년 1월 11일 공주,부여를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익산을 익산역사유적지
구로 국내 잠정목록에 등재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성격이 같은 두 역사유적지구를 별도로 등재하는 것
은 역사적 맥락에서나 세계유산 등재사업의 효율성에서 볼 때 문제가 있으므로 같은 해 2월 공주, 부여, 익산
을 하나로 묶어‘백제역사 유적지구’라는 명칭으로 우선등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
유산 등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같은 해 12월에 전북도와 충남도, 그리고 세 지자체가 참여하는 세계
유산 등재 추진협약을 맺고, 추진단을 발족하기 위한 준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그 후 2012년 5월 백제역사유
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이 결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작업은 시작되었다. 어렵고 복잡한 진행과정이 남아 있
다. 등재 유산의 주제와 유산의 가치를 밝혀내는 일, 유산의 범위를 결정하고 합리적인 보존관리를 체계화 하
는 일 등 많은 일들이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지역주민
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라 할 수 있다. 본 원고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제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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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과제를 풀어가는 단초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2. 세계문화유산의 정의와 체계
유산(Heritage)이란「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서, 현재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
어야 할 것(Heritage is our legacy from the past, what we live with today, and what we pass on to future
generations.)」이라고 유네스코에서 정의하고 있다. 인류가 살아오면서 만들어 놓은 문화유산(유형적, 무형
적)은 인류의 삶의 흔적이고, 인간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흔적이다. 그것이 하나의 민족 집단이 만들어 놓았
다 하드라도 보호하고,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면 그것이 어디에 존재하든 인류가 만든 문화유산이다. 인
간이 만든 문화유산 중에서 하나의 민족, 특정 집단이 아니라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후손에게 전승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세계문화유산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볼 것인가? 하
는 것은 결국 인류가 공통적으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가치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세계문화유산은 인류의 역
사나 살아왔던 삶터 만큼 넓고 다양하다. 이처럼 인류의 다양한 유산을 다음과 같이 체계화 해 두었다.(표1)

3.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
1) 유산의 성격과 명칭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산의 성격과 명칭이다. 특히 단일 문화
유산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걸쳐있는 여러 개(곳)의 문화유산을 백제 역사로 묶어야 하는 이른바‘백제역사
유적지구’의 경우 유산의 성격과 주제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
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산의 명칭이 유산의 보편적 가치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기에 경우에 따라서
는 중요한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범주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유산의 성격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정확한 판단, 이에 따를 등재기준의 현명한 선택,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제시는 등재의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겠다.
공주, 부여, 익산이라고 하는 세 지역의 백제 유형 유산 중에서 백제역사의 성격과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서 정리해야 할 첫 번째 과제라 하겠다.
또한 현재와 같이 백제역사유적지구라고 했을 때 영문명칭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historic area,
historic city, historic inner city, historic park, historic center, historic town)

2) 등재 대상 유적의 범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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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계유산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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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의 역사유적이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을 때 유산의 주제 만큼 중요한 문제가 등재 대상의 범위
이다. 유적의 시간적 범위는 웅진 천도시기부터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로 볼 수 있다. 등재 대상 유적의 대상
과 유적의 공간적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할 과제들이 많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가. 등재 대상 유적
나. 주변 관련 유적
다. 공주-부여-익산-익산 지역 간 백제 유적의 역사적 관계성
라. 무형적 문화유산의 범위와 연계성
마. 등재 대상 유적의 공간적 범위

등재 대상 유적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는 세계유산의 등재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세계유산으로써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고, 유적이 지니고 있는 진정성과 완전성이 얼마나 잘 남아 있는지에 대한 평가대상이기 때
표 2> 각 지자체에서 고려하고 있는 등재 대상 백제유적
공주
지구
공산성 지구

유적
공산성
옥녀봉성

부여
지구
부소산성 지구

익산

유적
부소산성
관북리 백제유적
정림사지

송산리고분군
지구

송산리고분군
정지산유적

쌍북리요지

수촌리유적지구

수촌리고분군

능산리사지

고마나루 지구

고마나루일원

정림사지 지구

나성 지구

청마산성 지구

유적
궁성

부여나성
구드래 일원
왕흥사지
청마산성
능안골고분군

유구
백제왕궁터

사찰

미륵사지, 미륵사지석탑 외
다수
연동리석불좌상,대동사삼
존석불,제석사지,제석사지
페기장,오금사지,대관사

능묘

익산쌍릉,성남리고분

관방

익산토성,도토성,미륵산성,
낭산산성,용화산성,성태봉
산성,선익봉산성,천호산성,
학현산성

설화

마룡지,오금산,용샘,사자사,
미륵사,오금사

기타

사덕유적,율촌리고분,영등
동유적,신동리유적,신용리
백제토기요지,왕궁리우물

능묘

입점리고분, 웅포리고분,어
래산성

능산리고분군

청산성
구드래 지구

권역

왕궁.미륵
사지권역

용정리사지

입점리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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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대상 유적이 단순히 점으로 설정될 경우 이른바 백제역사유적지구라는 의미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변의 관련유적과 어떻게 엮어서 백제역사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할 것인가도 풀어야 할 과제이다.
공주-부여-익산에 분산되어 있는 유적을 백제의 역사적 관계성으로 엮어내는 것도 등재과정에서 중요한 과
제가 될 것이다. 고고학적 유적이 역사적 현장이라는 사실을 밝혀내는 일, 기록된 역사와 남아있는 유적의 관
계성, 지역간의 사회 정치적 교류관계, 문화교류의 흔적 등을 명쾌하게 밝혀내는 문제도 우리에게 주어진 중
요한 과제이다. 나아가 무형적으로 전해오는 자료와 현존하는 유형적 자료와의 관계성도 엮어내야 할 것이다.
등재 대상 유적의 공간적 범위는 유적의 보호.보존관리 항목과 관련되어 있다. 가령 등재대상 유적이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문화재지정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큰 문제는 아
니지만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유적을 보호할 행심구역과 그 주변의 완충구역을 설정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 문제는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권을 제약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만약 새롭게 설정해야 할 지역이 있다면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역주민
의 경제활동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합리적인 범위로 해야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의 적극
적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새롭게 발견되는 매장문화재의 경우 그 가치에 따라 추후 유적의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에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공주 공산성 유적

부여 정림사지 유적

익산 미륵사지 유적

그림 1> 백제역사유적의 대표적인 사례

4. 유산의 가치규명
백제의 역사유적으로서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과 유적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
지, 현재 거주하는 역사도시(historic towns which are still inhabited)라면 그 본성에 의거하여 사회·경제·문
화적 변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예전부터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또 당해 문화지대에서
도시의 발전과정이 인간적 가치의 중요한 교류과정이 무엇인지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은 유적의 진정성과 완전성이다. 공주·부여·익산은 백제의 고도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거주해온 역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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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이다. 이 역사유적이 도시 발전과정에서 인간적 가치가 어떻게 작용하면서 교류되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유산으로 등록되기 위한 기준과 적용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10개의 항목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문화유산은 1부터 6 까지의 기준에 해당되며, 자연유산은 7부터 10까지의 기준에 해당하며, 1-6의 기준
중에서 하나 이상과 7-10의 기준 중에서 하나 이상에 부합된다면 복합유산으로 신청하게 된다. 이 중 하나만
부합되어도 등록대상에 문제가 없다. 다만 얼마나 진정성과 완전성이 남아 있느냐가 평가의 주안점이 된다.
공주, 부여는 역사적으로 한 나라가 시차를 달리하면서 도성으로 정했던 역사도시이며, 따라서 공주·부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 위한 기준은 그 중에서 제2항목과 3항목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익산을 백제
의 도성으로 설정하기에는 풀어야할 과제가 남아 있다. 세 지역이‘백제역사’라는 하나의 주제로 역어가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세계문화유산의 체계로 보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역사유적지구로서, 원형이 완전하게 보전된 도시이거나
특색 있게 진화한 것이 보전된 도시라기보다는 잔존한 역사유적이 고립된 단위로 남아 있는 역사성이 남아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물론이거니와
진정성 및 완전성에 대한 기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1)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세계유산 잠재목록 등재신청 목록에 의하면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즉 탁
월한 보편적 가치는 세계유산의 기본 개념이다. 유네스코에서는“탁월한 보편적 가치란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며,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전 인류에 있어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및/또는 자연적 중요성을 의미한
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탁월성은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exceptional)이라는 속성을 가리키고,
보편성은 시간적으로는 과거의 유산이지만 현재와 미래를 모두 관통하며, 대상으로는 전 인류에게 공통적
(Common)이라는 속성을 가리키는 것을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공주·부여·익산을 하나로 묶어내
는‘백제역사유적지구’의 가치를 추출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어떤 독창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 유적지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진정성과 완전성을 지니고 있는지, 유적의 역사적인 본질에 의거하여 사회·경
제·문화적 변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떻게 발전해 왔고, 또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
한 내용이 필요하다. 우리가 등재하려고 하는 백제역사유적지구가 탁월한 독창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면 이
도시 또한 인류 역사에서 도시의 변화과정을 인간의 생활사와 함께 보여주는 보편적 가치도 지니고 있을 것
이다. 인간집단의 갈등과 투쟁, 사상과 문화의 변화과정도 잘 표현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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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우리들의 시각이 아닌
매우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2) 진정성(Authenticity)
세계문화유산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진정성이다. 진정성은 문화유산, 유적, 건조물, 경관 등이 역사적 사실
과 부합되며 진실된 것인가, 아니면 역사와 다르게 꾸며진 것인가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세계
문화유산의 등재는 바로 이 진정성에 달려있다고 할 만큼 중요하다.
세계유산제도의 밑바탕이 된 베니스 헌장에 이미 이 개념이 등장한 바 있고, 세계유산협약에서도 중요한
개념과 제도로서 다루어져 왔다. 특히 유네스코는 1994년 일본 나라시에서 진정성을 주제로 한 특별한 회의
를 개최 하였고, 그 성과를‘진정성에 관한 나라 문서(Nara Document on Authenticity)’로 채택하여 이를 세계
유산제도에 적용하고 있다.1)
진정성에 대한 평가는 당해 유물이나 유적이 지니고 있는 형태와 디자인, 소재와 재료, 용도와 기능, 전
통·기법·관리 체계, 위치와 환경, 언어와 기타 형태의 무형유산, 정신과 감정, 기타 내부 및 외부 요인 등과
같은 요소에 의해 문화유산의 유형과 그 유산이 속한 문화적 맥락에 따라 문화재들이 진정성의 요건에 부합
되는지 여부가 판가름될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WHC)에서는 이와 같은 원천을 사용하여 문화유산
의 특별한 예술적, 역사적, 사회적, 학술적 차원을 정교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물질, 기록, 구
두 및 도형 양식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되므로, 문화유산의 본질과 특수성, 의미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 진정성과 관련하여 고고학적 유적, 역사적 건조물, 재건축은 오직 예외적인 경우에 한
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재건축은 완벽하고 상세한 기록 문건에 기초할 때만 허용 가능하며, 절
대로 추측에 근거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진정성은 세계문화유산의 존립근거이며,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등재 대상 유적의 진정성을 확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성에 대한 기술(記述)의 방법도 중요한 과제이다. 백제역사유적 중에서 유적의 범
위를 넓게 할수록 진정성 확보가 어려워진다. 반면 진정성 확보를 위해 유적의 범위를 좁게 한정하면 역사유
적지구라는 의미가 잘 표현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3) 완전성(Integrity)
완전성은 주로 자연유산에만 적용되다가 최근에 들어 문화유산에도 새로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완전성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표현에 필요한 요소 일체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가, 2)
1) 문화재청,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메뉴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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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화재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특징 및 과정을 완벽하게 대표하기에 충분한 크기인가, 3) 개발 및/또는 방
치에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끼치고 있는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이다.
즉 문화유산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하는 유산의 물리적 구조 및 중요한 특징은 양호한 상태여야 하며, 퇴락
과정의 영향은 제어되어야 하며, 유산이 지닌 가치의 총체성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의 상당부분을 포
함해야 하며, 유산의 고유하고 독특한 특질에 있어 필수적인 문화경관이나 역사적 고장, 기타 생활유산에서
발견되는 관계 및 역동적 기능 역시 유지되어야만 한다는 것 등이다.2) 완전성은 이처럼 유적의 형태나 형상,
경관 등이 제 모습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거나 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유적의 완전성에 부정적
인 영향을 끼치는 훼손요인을 어떻게 방지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평가요소이다.
유적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완전성을 유지·보호하기 위해서는 백제시기의 정치, 경제, 문화, 사상과 관련
된 역사유적의 완전성이 남아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역사유적에 영향을 끼치는 부정적 요인을 제거하려
는 그 동안의 노력과 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

4) 유사 유산과의 비교분석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WHC)에서는 등재 대상 유산이 지니고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관련하여 국내
는 물론이거니와 국외의 유사 유산과 비교분석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같은 문화권내의 유산유산 뿐만 아니
라 필요하다면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과도 비교분석을 해야 한다. 그것은 등재하고자 하는 유산이 같은 문
화권 내에 필적할만한 다른 유산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등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유산과 비
교하는 유산의 특성 및 속성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즉 등재하려는 유산이 지니고 있는 특별한 의미는 무엇이
고, 그 의미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백제 역사유적이 유사한 다른 유적에 비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규명하는 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2) 문화재청,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메뉴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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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세계유산의 기준
기준

설

명

ⅰ)

사람의 창조적 천재성이 만들어낸 걸작을 대표해야 한다.

ⅱ)

오랜 시간 동안 또는 세계의 어떤 문화지역 안에서 일어난 건축,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계획 또는 조경설
계의 발전에 관한 인간적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ⅲ)

문화적 전통, 또는 살아 있거나 소멸된 문명에 관하여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

ⅳ)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들)를 잘 보여주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또는 경관의 탁월한 사
례이어야 한다.

ⅴ)

문화(복수의 문화) 또는 특히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충격을 받아 취약하게 되었을 때의 환경과 사람의 상호작
용을 대표하는 전통적인 사람 정주지, 토지의 이용 또는 해양의 이용의 탁월한 사례이어야 한다.

ⅵ)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을 보유한 사건 또는 살아 있는 전통, 사상, 신념, 예술적·문학적 작품과 직접 또는 가
시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위원회는 이 기준을 다른 기준과 결합하여 사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ⅶ)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해야 한다

ⅷ)

생명의 기록, 지형의 발달에 있어 중요한 지질학적 진행 과정, 또는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
징을 포함하여 지구 역사상의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이어야 한다.

ⅸ)

육상, 담수,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군집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생물학적 주요 진행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이어야 한다

ⅹ)

과학이나 보전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지만 현재 위협받고 있는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
의 현장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해야 한다.

유산명

문화
유산

자연
유산

3. 시행과제
1) 유산의 보호 및 관리
관리체계의 목적은 현 세대 및 미래 세대를 위해 신청 유산의 효과적 보호를 보장하는 데에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WHC)에서는 유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관리를 위하여 몇 가지 공통사항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해 유산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철저한 공동 이해
■ 계획, 시행, 모니터링, 평가 및 피드백의 순환
■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 필요한 자원의 할당
■ 관리역량 구축
■ 관리 체계의 작용 방식에 관한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설명
등재를 신청하는 유산은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세계유산의 보호 및 관리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물론이고 등재 당시의 완전성 및 진정성은 지속적으로 유지 또는 향상되도록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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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나 앞으로의 계획이나 약속은 물론이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실행하고 있는 보호 및 관리의 실적
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현지 실사의 경우 보호, 보존관리 문제는 매우 중요한 평가요소가 된다.
등재 신청국에서는 등재된 모든 유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 조치가 유산의 안전을 위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함께 신청 문건에 적절한 텍스트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
서 현재까지 해 온 보존관리와 앞으로 진행될 보존관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가. 장기적인 법률, 규제, 제도 및 전통적 보호와 관리를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법률, 규제 대책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나 완전성 및 진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지 모를 개발이나 변화
로부터 확실하게 유산을 존속하고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이와 같은 대책이 전면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것을 보장해야 한다.
나. 이러한 보호에는 충분히 표시된 경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산의 적절한 보존을 위해 필요한 곳이
라면 어디든지 충분한 완충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등재 신청 유산을 위해 국가, 지역, 지방 차원의 보호 조치가 완비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 기존의 지정문화재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아 왔으나 세계유산 등재
와 관련하여 문화재보호 관련법이 적절한지는 다시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완충지대의 경우 신청 유적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으로서 완충지역에서의 이용과 개발이 유산지역을 한 번 더 보호하게 된다. 완충지역이
어떻게 유산지역을 보호하게 될 것인가를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완충지역은 경우에 따라 경제활동이 제약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사유지에서 지역주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조는 매우 중
요하다. 비록 완충지역 밖이라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이후에 완충지역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세계유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할 정도이다. 이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고도보존지구와 유산의 보호구역 또는 완충지역 설정과의 관계성
나. 밝혀지지 않은 매장문화재의 보존문제(장래 확장가능성과 연계)
다. 현재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현재 보존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 보존대책에 대한 정보를 보고서에
적시)
라. 주변 경관이 유적에 미치는 영향 : 예를 들면 공산성 주변 현대건축물의 경관성, 정림사지구 인근의 대형
건축물, 관북리 유적 전면의 현대건축물, 미륵사지 전면의 현대건축물 중 경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건물,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경관성 문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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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청 대상물이 소재한 지역과 관련된 보존 계획
바. 대상물의 관리 계획, 재원 및 재정 규모
사. 보존 및 관리 기술에 관한 전문지식 및 훈련(역량구축)
아. 방문객을 위한 시설 및 통계 수치
자. 유적의 소개 및 홍보와 관련된 정책 및 프로그램
차. 유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의 전문성과 능력 등
타. 모니터링(유적을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링(하드웨어 대상) 외에 백제역사 문화 전반을 대상으로하는 모니
터링(소프트웨어 대상) 필요)

2) 관리체계 구축
단일유산과 달리 연속유산의 경우 단일화된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세계문화센터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
된 내용을 매우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다. 특히 행정구역이 다른 연속유산의 경우 유산의 관리체계를 단일화
하지 않으면 등재조건에서 배제하게 된다.
백제역사유적의 경우 충남도(공주, 부여)와 전북도(익산)으로 분산되어 유적을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이
유적 관리를 통합하여 하나의 관리체제로 만들지 않으면 등재는 불가능하다. 어떻게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도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관리체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 행정체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전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상위 부처에서 관리하는 방안(문화재청)
나. 각 도에서 세 지역의 등재유산을 일정 기간 동안 순환 관리하는 방안
다. 세 지역 유적을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관리사업소 신설 방안

3) 주민 참여
백제 역사유적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노력은 일부 행정가, 전문가만의 일이 아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등재 이후에도 지속적인 주민참여가 요구되고 있
다. 지역 및 타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 민간 차원의 추진체계의 적극적인 활동, 특히 익산-공주-부여 지역
의 민간조직체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는 세계유산 등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역주민이 지역의 유산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등재실사 평가에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다.
주민의 유산에 대한 이해도는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를 감소하는데 크게 작용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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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민의 이해는 유산의 보호, 보존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즉 주민 스스로 유산을
보호하고, 위험요소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겠다는 의식을 지니기 때문이다.
주민의 유산에 대한 이해에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의 긍정적인 영향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주민의
유산에 대한 이해에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과제로 제시
될 수 있다.
■ 안내책자, 교육책자, 홍보책자 등을 이용한 홍보
■ 문화강좌를 통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 전시, 발굴, 이벤트, 세미나 참여를 통한 유산의 이해
특히 지역주민의 유산에 대한 이해 중에는 익산, 공주, 부여가 백제의 역사적 맥락에서 공동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백제역사 안에서는 하나의 공동체였던 것이 사실
이다. 그렇다고 행정구역을 통합할 수는 없지만‘백제’라는 시간으로 돌아가 세 지역이 하나의 공동체로 보
는 훈련도 주민참여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백제역사유적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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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지속적인 과제
백제 역사유적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 외에 많은 지속적인 과제가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백제역사의 국제화
■ 유적의 활용과 자원화
■ 학술연구 및 연구 성과 축적
■ 유산 보존관리 전문가 양성
■ 백제역사 관련 콘텐츠 개발
■ 유산 보호, 보존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확보
■ 추후 한성백제 유적의 확장가능성

4. 글맺음
백제 역사는 우리 민족이 만들어 낸 유일하고 독특한 문화유산이다. 나아가 그것은 인류의 한 분파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든 문화교류의 흔적이고, 시대의 흔적이고, 인류의 문화유산이다. 인간의 삶의 흔적이자 백제
의 역사 유적은 그래서 한 지역에 집중되어 현존하고 있다. 당시 인간인 만들어 낸 보편적인 유적이지만 탁원
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이러한 유적이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
을 느낀다.
백제역사 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는 이제 지역주민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 되었다. 유산의 탁월한 보편
적 가치를 찾아내고, 제기되는 문제를 최소화 하여 무난히 등재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 그 노력은 행
정가나 전문가 뿐만아니라 지역주민의 참여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주시, 부여군, 익산
시의 확고한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등재를 위한 과제는 누가 대신 해결해줄 과제가 아니다. 그 과제는 우리 스스로 풀어 가야
할 과제이다. 비록 어려운 과정이지만 지역주민, 행정가, 전문가들이 합심하고, 노력할 때 과제는 그렇게 어렵
지 않게 풀려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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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전과 지역 공동체의 역할
- 역사마을과 역사도시를 대상으로 한 필 원 (ICOMOS한국위원회, 한남대학교 교수)

1. 들어가는 글
세계유산의 성격에 따라 지역 공동체가 그것과 긴밀히 관련되기도 하고 그것과 깊은 관련을 갖지 않기도 한
다. 여러 가지 유형의 세계유산 가운데 역사마을과 역사도시는 유산의 공간적 범위가 넓다는 점,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공간적 토대가 바로 세계유산일 뿐 아니라 세계유산의 가치에 공동체의 생활양식이 포함된다는 점
에서 다른 유형의 세계유산과 구별된다. 역사마을과 역사도시만큼 세계유산의 보전에 지역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한 유산도 없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역사마을과 역사도시를 대상으로 먼저 이 시대에 세계유산과 지역 공동체가 갖는 관계가 무엇
인지 알아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유산의 보전을 위해 지역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는 세계유산 보전의 방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모색될 수 있는지 논하고자
한다. 역사마을과 역사도시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지역 공동체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관광 수입이 급증하
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만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외부 방문자들에 대해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고,
지역 공동체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등 외부자가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갈등을 겪으며, 지역 공동체 내부도
갈등에 휘말리는 등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이 대두된다. 여기서는 세계유산의 보전을 위한 지역 공동체의 역
할을 그러한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지역 공동체와 세계시민, 지역유산과 세계유산
먼저 세계유산과 지역 공동체는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어떤 관계가 바람직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전
* 이 글은 2012년 9월 10 ~ 11일 충남 부여에서 개최된‘세계유산협약 4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서 필자가 주제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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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화(globalization) 시대에 개인은 지역 공동체에만 머무를 수는 없다. 삶의 많은 측면들이 지역의 범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은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이면서 한편으로는 세계 시민이
되어야 하는 입장에 놓인다.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이 세계로 열린 마음으로 인류 보편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
고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때 특정 마을과 도시의 경계를 넘어 세계 시민의 일원이 된다.
전 지구화 시대에 유산도 마찬가지의 입장에 놓여 있다. 지역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추었다고 인정
될 때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유산이자 세계 시민의 유산이 된다. 지역유산이 세계유산이
되는 것은 그것이 지역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갖추었을 때이다. 여기서 지역성은 지역에서만 의미와 가치를
갖는 속성을 말한다. 곧 그것은 지역 공동체에 관련되는 속성이다. 이에 비해 보편성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인류에 의미와 가치를 갖는 속성을 말한다. 특정 지역에 존재하나 인류 보편의 가치를 갖는 보편성으로 인
해 세계 시민은 자신의 거주지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 유산을 자신과 관련되는 유산으로 받
아들이며,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은 인류 보편의 가치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유산의 물리적 측면, 그
리고 비물리적 측면이 구현되는 구체적인 양상(mode) 등 가시적인 요소들은 지역성을 띤다. 한편 보편성은
그런 가시적인 요소들에 내포된 인류 보편의 의미와 가치를 의미할 때가 많다.
이렇게 볼 때 세계유산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을 세계 시민으로 연결시켜주며 동시에 세계 시민을 특정 지역
에 연결시켜주는 매개물로서 의미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역사마
을이나 역사도시일 경우, 그곳이 갖는 인류 보편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세계 시민과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지
역 공동체의 구성원은 스스로를 세계 시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여기서 내부자인 지역 공동체 구성원과 외부자인 세계 시민이 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세계유산은 현재의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만들거나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전근대기에 조상들이 긴 시간에 걸쳐 골격을 형성한 유산이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근대기를
거치며 생활방식과 가치체계가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의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은 교육에 의해, 그리고
전승되는 지역문화를 통해 자신이 거주하는 세계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한다. 지역 공동체에게도 세계유
산은 학습과 해석의 대상인 것이다. 지역 공동체가 자기 지역이 갖는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해석
하고 있는가,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러한 해석을 공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해석은 세계 시민의
해석과 공유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세계유산의 보전에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는 방식을 모색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과거 동아시아에서 마을이나 도시가 지속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지역 공동체가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
는 방식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경관과 공간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풍수지리는 그러한 공통 인식의 이론적
근거로 작용했다. 그러나 가치체계가 다양해지고 공유되는 해석의 틀이나 이론이 부재하는 현대사회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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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나 공간이 갖는 상징과 의미를 공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었다. 그런데 그러한 인식의 공유 없이는 경
관이나 공간을 보전할 내적인 필요성을 느낄 수 없다. 따라서 역사마을과 역사도시의 보전에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고 기여하기 위한 전제는 그 구성원들이 자신의 거주공간에 대한 해석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지역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세계유산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더라도 그것이 국가나 세계 기구 등 외부자
가 이해하는 방식이 다를 때 보전의 대상과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이 야기된다. 현재 세계유산의 보전을 둘러
싼 갈등의 많은 부분은 외부자가 그들의 이해와 해석에 바탕을 두고 세계유산의 보전을 주도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럴 때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자기 지역의 유산에서 소외되고 세계 시민으로 연결되는
데 혼란을 겪는다. 따라서 세계유산의 보전에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고 기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은 세계유산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지역 공동체와 외부자가 공유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 공동
체와 외부자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원활한 소통은 만남을 통해 가능하므로 이어서 지역 공동체와
외부자가 만나는 방식을 궁리해보려 한다.

3. 세계유산의 활용과 체험
어떠한 유산도 보전되지 않고 활용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면 활용은 유산의 보전에 꼭 필요한 것일까?
이 문제를 지역 공동체와 관련하여 생각해보자.
지역 공동체가 거주하는 지역이 세계유산이라는 사실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지역에 거주하는 데 자긍심을
갖게 하고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지역 공동체가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세계유산을 외부자들이 방문하고 활용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진다.
세계유산은 가장 매력 있는 방문 목적지이고 문화관광의 대상이다. 따라서 세계유산에 등재되자마자 많은
외부자들이 지역 공동체의 생활 장소로 들어와 지역 공동체의 공간이용 규범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
과 다른 방식으로 공간을 이용한다. 이러한 외부자들의 방문과 공간이용은 지역 공동체의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을 야기한다. 사생활을 침해하고 소음과 쓰레기 등으로 생활환경을 오염시킨다. 지역 공동체의 구
성원들이 세계유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이다. 특히 외부자의 방문과 공간이용이 유료로 이루어질 때 그 수
익이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을 경우 갈등의 소지가 더 커진다.
이로부터 외부자의 방문과 공간이용에 일정한 규범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그것이 지역 공동
체가 유산을 활용하는 방식과 연계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지역 공동체가 세계유산
을 적절히 활용할 때만 외부자의 방문과 공간이용을 조절하여 원만하게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공동체는 활용을 통해 유산이 갖는 상징적 가치뿐 아니라 실용적 가치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 가치를 갖는 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동기를 부여받을 것이다.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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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세계유산을 활용하는 주체는 우선 지역 공동체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활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일정
한 제한이 필요하다. 활용은 유산의 상징과 의미, 그리고 가치에 부합하는 활동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역사적
으로 유산에서 수용되어 온 활동을 지속하거나 공동체의 공익을 위한 활동, 혹은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는 그러한 활동을 외부자에게 개방하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산은 교육적, 환
경적, 문화적, 미학적, 역사적, 사회적 가치를 가지며, 그것들은 경제적 가치보다 중요하다. 유산을 경제적 가
치로만 접근하면 공동체의식을 약화하고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경제적 가치는 유산이 갖는 본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파생 가치로 보아야 한다.
외부자들은 인식의 전환을 하여 유산을 시각적 감상의 대상만이 아니라 체험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외부
자가 세계유산의 가치를 체득하고 자신의 존재와 관련 있는 문제로 받아들이는 방법은 체험을 통해서다. 유
산을 시각적 감상의 대상으로 한정할 경우 그것을 활용하는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이 관람의 대상이 되는 결
과가 초래되고 내부인(피관찰자)과 외부인(관찰자)이 명확히 구분된다. 이렇게 내부자가 세계유산으로 인해
세계 시민으로부터 타자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부자의 체험은 외부자만의 활동이 아니라 유산에서 일어나는 지역 공동체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외부자는 일시적으로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 공동체의 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 공동체의 활용과 외부자의 체험이 통합될 때 내부자와 외부자의 경계가 사
라지며, 외부자는 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체득하고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은 외부자들과 만나고 의사소통을 함
으로써 유산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은 세계
시민이 되는 것이다.

그림 1. 주민의 의례와 관람객의 참여(하회마을 양진당의 제사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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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유산의 가변성과 지속성
모든 유산은 가변성(changeability)과 항상성(constancy)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형태적·기술적 측면은 시대
에 따라 가변적이나 의미, 내적 구조, 혹은 정신의 측면은 항상적인 경향이 있다. 세계유산의 가치를 시각적인
요소에서 찾을 때 가변성의 허용 폭은 매우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을 상징 혹은 의미의 체계에서
찾을 때 가변성에 대한 허용의 폭이 커질 수 있다.
이 문제도 지역 공동체와 관련하여 접근해보자. 앞에서 유산의 가시적인 요소들은 지역성을 가지며 보편성
은 내적 의미와 가치에 있다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역 공동체는 유산을 상징 혹은 의미 체계로 이해하
고 외부자는 그것을 시각적인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내부자는 유산의 외관이나 형태에 익숙하여 그것
을 자연스런 일상의 풍경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외부자는 시각적인 측면에 쉽게 매료되나 그것이 갖는 내적
인 의미와 가치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내부자와 외부자가 세계유산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면 유산의 보전에 대한 태도도 달라진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의 차이 때문에 지역 공동체와 외부자는 역
사마을과 역사도시 같이 생활의 무대로 여전히 활용되는 유산의 보전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기 쉽다.
한편 세계유산의 내적인 의미와 가치는 가시적인 요소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므로, 보편적 가치를 유지
하기 위해서도 가변성의 범위는 일정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우선 너른 범위의 공간을 점유하는 역사마을과
역사도시에서는 지역 공동체가 세계유산 영역을 세부지구로 나누어 각 지구 별로 변화의 범위를 다양하게 설
정하고 그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2. 경주역사유적지구의 황룡사지구 영역 구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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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 지역 공동체일수록 그러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여기서 문제
는 현대사회에서 역사마을이든 역사도시든 지역 공동체의 연대가 전통사회에서처럼 강하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역사도시의 공동체는 근대기 이래로 그 존재가 희미해졌다. 구성원들의 전출과 전입에 의해, 또는 세대
교체에 의해 지역 공동체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역 공동체도 자기 지역의 세계유산을
학습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지역의 세계유산을 함께 학습하는 것은 변화하는 지역 공동체가 연대를 회복
하고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새로운 구성원들은 자기 지역의 세계유산을 학습함으로써 그것에 나름
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젊은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이 특히 중요한데, 이를 외부 전문가가 담당하기보다는
지역 공동체의 원로들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세대 간의 교육과 의사소통을 통해 유산이 갖는
상징과 의미가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상징과 의미를 지속하는 것은 지역 공동체가 유산을 보전하는 데 필요
한 가장 강력한 동기이자 원동력이 된다.

5. 지역 공동체가 세계유산 보전에 참여하는 방법
지역 공동체가 세계유산의 보전에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유산에 직접 관련되는 지
역 공동체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공동체의 공간적 범위를 확인하고 공동체 구성원의 속성을 이해
하여야 한다. 그 속성은 인구학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속성으로 구성된다. 역사마을은 하나의 공동체 공간으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사도시는 공간 범위와 속성이 다른 다수의 공동체가 결합하여 구성되므로 세계유산
과 관련하여 공동체를 정의하기가 좀 더 복잡하다.
세계유산 별로 지역 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와 그 지역의 세계유산이 맺는 관계를 파악
하여야 한다. 어떤 지역 공동체는 유산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존립하고 있을 것이며, 어떤 공동체는 유산에
근접하여 존재할 뿐 유산과 별다른 관계를 맺지 않을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지역 공동체가 보전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클 것이며, 후자의 경우는 지역 공동체가 보전에 기여하는 범주가 제한될 것이다.
지역 공동체가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유산과 관련성을 갖고, 유산이 갖는 상징과 의미를 지속적으로 공유하
는 것은 유산을 보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지역 공동체의 일상에서 유산이 의미를 갖도록 지역 공동체와 유
산의 관계를 긴밀히 설정하는 것은 유산의 보전에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기 위한 초석을 놓는 일이다. 이를 위
해서 유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그것이 지역 공동체의 일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도록 활용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유산이 지역 공동체의 존재와 관련될 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유산의 상징적·
문화적 가치는 물론 그것의 물리적·공간적 측면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유산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이 동기가 부여될 때 비로소 지역 공동체가 유산의 보전에 주도적
으로 참여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42

세계유산의 보전과 지역 공동체의 역할

지역 공동체가 세계유산의 보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기 위해서는 세계유산의 보전을 위한 의사결
정과 제도 마련 초기부터, 가능하면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지역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 공동체가 유산의 보전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된 채
보전 활동에 참여할 동기를 갖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방안을 예시하고자 한다. 유산의 핵심구역(core zone)과 완충구역(buffer zone)을 설
정할 때 시각적인 영향권을 중시하는 외부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하기보다 생활권과 의미체계로 이해하는 지
역 공동체의 인식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유산과 관련되는 영역을 어떻게 인지하
고 있는지는 인지지도(cognitive mapping) 기법 등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세계유산을 시각적인 감상
이 아니라 가치를 체험하는 대상으로 본다면 지역 공동체의 공간인식은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지역 공동체는 유산 보전의 실질적인 문제에도 참여해야 한다. 유산의 보수 및 유지관리 업무를 가능한 한
지역 공동체가 구성원의 협업으로 직접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다. 지역 공동체가 구성원들을 사
회적 기업으로 조직하여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
산의 보전에 지역의 기술을 반영할 수 있고 지역의 기술을 전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역 공동체가 전
승해온 지역의 기술을 사용해 유산을 수리, 보수하면 유산의 물리적 지속성을 높이고 유산의 진정성을 유지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통 사회에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건축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공동체를 유지하

그림 3. 하회마을 주민들의 담 보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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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생각할 때 이는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좋은 방안임을 알 수 있다.
유산의 보수와 유지관리는 유산을 점유하고 활용하는 주체가 직접 행할 때 가장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경향
이 있으며 이때 지역 공동체의 유산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진다. 이런 측면에서 외부자가 보수작업을 하고 그
에 대한 대가도 외부자가 지불하며 지역 공동체는 감독 업무만을 하는 방법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산
의 보수 및 유지관리 업무에는 노동집약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지역 공동체가 유산의 유지관리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유산의 보
전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진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6. 앞으로의 과제와 제안
앞에서 논한 지역 공동체와 세계유산 보전의 관계를 다음 다이어그램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이 다이어
그램의 특징은 세계유산의 보전과 활용에서 모두 지역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
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이 세계유산을 통해 세계 시민의 일원이 되는 길이며, 세계유산을 둘러싼 문제와 갈
등을 해소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그럼 앞으로 지역 공동체가 그러한 과업을 적극적으로 담당하려면 어떤 동기가 제공되고 어떤 기반이 마련
되어야 하는가? 이에 관해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그림 4. 지역 공동체와 세계유산 보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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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외부자들과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공유함으로써 세계
시민의 일원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그들을 세계유산의 보전 활동에 나서게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세계유산은 지역만을 위한 자산이 아니며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을 포함한 전 인류의 품위 있는
존재를 위해 의미를 갖는 귀중한 자산이라는 인식을 지역 공동체가 공유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때 지역 공동체는 자기 지역의 세계유산을 보전하는 활동을 펼침으로써 전 인류에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다.
지역 공동체가 세계유산을 보전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일은 지역 공동체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지역 공동체,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각각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공동체
중심의 거버넌스 체제를 정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런 거버넌스는 지역 공동체의 속성에 따라 달리 설정되
어야 한다. 어떠한 체제에서도 중요한 것은 지역 공동체가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 지역 공동체가 유산으로부
터 소외되지 않고 보전에 따른 문제와 갈등을 푸는 실마리를 제공하도록 돕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지역 공동
체의 유산 활용 방식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모든 세계유산 보전 전략이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고 그것의 역량을 키우는 데 기여하도록 모색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다른 분야에서도 대개 그렇듯이, 지역 공동체의 세계유산 보전에 있어서
도 역량을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천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고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체계적이
고 조직적인 실천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계유산 보전을 위한 지역사회 주민 조직을 구축하는 것
이다. 지역사회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지역 공동체가 유산 보전을 직접 실천하도록 돕는 제도를 마련
하여야 한다. 그간 세계유산에 관한 제도가 보전을 위한 규제와 외부 지원에 관한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역
공동체가 실천을 통해 보전 역량을 강화하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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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주도, 행정 지원, 전문가 참여’에 의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의 준비
오 민 근 ( 지역과 도시 창의 컨설턴트)

들어가며
요즘처럼 문화, 역사, 환경, 창조 등의 용어가 회자되는 경우는 그동안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요즘처럼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정책과 사업 등이 쏟아져 나온 적도 없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개발패러다임
이 이젠 자취를 감추고 정말 질적인 개발을 추구하는 시대로 접어든 것인지도 모른다.
한편, 대개의 지자체가 그러하듯이, 해당 지자체에 존재하는 자연자원, 문화자원 등을 경관적 관점이 아닌
단순히 관광의 관점에서 가치를 발굴하여 관광상품화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가령,‘생태관광’을 표방하
는 지자체들이 일부 존재하지만 국내에서의‘생태관광’은‘생태적’특성을 가미한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역사문화관광’을 표방하는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외에도 대개의 지자체에 존재하는 8경, 대동소이한 수많은 축제 등도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역사문화자원에 대해서는 지역정체성을 화립하고 지역주민의 유대감 및 일체감 형성이라는 근본적 관점에
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케팅 혹은 장소마케팅이라는 명목으로 지역의 상품화를 통한 소득원 및 재
정 확보에 치우쳐 있다. 이에 대한 계획들은 지역의 가치를 형성하는 자원의 고갈 및 지역성의 저급화, 저열
화(低劣化)를 초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예로,‘농어촌주민의 살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에 관한 법(삶의 질법)’에 의해 강원도에서도 추진
하고 있는 경관보전직불제에 의한 경관작물의 경우, 도시민을 대상으로 도시민의 관광에 의한 소득보전 및
관광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대개의 지자체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지인들을 대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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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그 설득수단은 여전히‘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일본의 古都保存法을 모방하여 우리나라에서도‘古都’에 대한 논의가 2000년대 초반에 있었고, 그
결과 2004년에‘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2012년에는‘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여 같은 해 7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백제역사유적지구’인 공주/부여/익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하
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주민의 역할
을 중심으로, 행정과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세계유산, 왜 등재해야 하는가? - 지역적이고 주민주도적 관점
세계유산의 등재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심포지엄이나 워크샵 등의 기회를 통해 다루어진 것으로 안
다.
세계유산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은 바로‘지역적, 주민주도적 관점’이어야 한다.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가 되면, 국가적으로 다양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그간의 여러 자리를 통해 소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국가적’으로 바라보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지역적이고 주민주도적 관점이어야 한다는 것
이다.
여기서‘지역적’관점이라는 것은, 세계유산 등재 대상으로 하는‘것’에 대해서‘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
다는 것이다. 즉, 세계유산 등재가‘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는, 주민과는 큰 관련이 없이 일부 전문가와 행정이 주축이 되어 움직이는 것으로 일반 주민에게
인식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 해당 세계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그‘전문가와 행정’에 의해서만 가
능할까? 답은‘아니오’이다. 결국, 세계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통해 해당 세계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에
다양한 형태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계유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깊게, 넓게 해야 하고, 이
를 통해‘저변’을 확대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주민에게는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거나, 어려운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기존의 교육프
로그램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의 피부에 와닿도록 하는 세계유산에 대한 보존 및 관리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바로 이를 위해서 기존의‘전문가 주도’혹은‘행정 주도’가 아니라, 해당 세계유산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의한 세계유산의 보존과 관리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주민주도적’관점인 것이다.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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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을 둘러싼 움직임
1994년 세계유산 운영지침이 개정되면서‘문화경관(혹은 문화적 경관, 원문에서는 cultural landscape)’에 관
한 분야가 생겨났고, 2000년도부터는 기존의 2분법적 구분인‘세계문화유산’과‘세계자연유산’으로의 등재
가 아니라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을‘문화경관 혹은 문화적 경관’이라는 이름으로 등재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파르테논 신전 등과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산들에 대해서 세계유산 목록에 대부분 올려놓았기 때문
에, 새로운 세계유산 등재 후보군을 확보하여 유네스코의 목표 계승, 기능과 역할의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또한, 산업유산(industrial heritage)에 관한 것도 전세계의 국가들이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추구하고자 하
는 부문이기도 하여, 이미 이와 관련한 국제조직이 생겨나 있고, 일본의 경우는 산업유산에 관한 국가적 목록
화 작업을 몇 년 전에 실시하기도 하였을 정도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올해부터 국제식량기구(FAO)의 농업유산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나,
근본적 연구가 미비하여 그 효과는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이다. 참고로 일본은 이미 FAO의 농업유산으로
등록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세계유산과 古都 : 공간적 관점의 중요성
세계유산은 대체로 신도시가 아니라 기존의 도시(원도시)에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역사적으로 해당 국가
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던 곳이다.
또한 세계유산은 개별 문화재뿐만 아니라, 일정 공간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것은
해당 국가나 지자체에서‘공간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즉, 일정한 하나의 공간에는 공간자체가 갖는 지상과 지하의 물리적 특성과,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
들에 의해 생겨나는 비물리적 특성이 함께 서로 영향을 주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적 관
점에서의 세계유산과 고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세계유산과 고도는 일정 공간 내에서 서로 유무형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특성‘지역성’을 형
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도시의 계획이나 개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정책의 수립 등에 바탕
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세계유산은 해당 지역에서 어떻게 분포하는지 생각해보자.
古都에서는 古都라고 일컬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왕궁 및 궁궐, 절터, 종묘, 사직을 비롯하여 다양
한 공간적 요소가 그 유무형의 요소들과 함께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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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어우러져 古都다운 분위기인 역사문화경관을 형성하고 역사문화환경을 이루는 것이
며, 세계유산은 그 안에서도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가치(OUV, Authenticity)를 갖는 것이다.
‘고도보존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고도의 보존과 육성을 위해 법규정의 적용 수준에 따라 2가지 형태의
고도지구(古都地區)를 지정하고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그러한 가치를 반영하여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계유산과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지역적 의미 : 지역과 도시의 재생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고, 법률상의 古都가 유네스코의 시스템으로도 인정받는 세계유산도시(World
Heritage City)가 된다는 것은, 우리 것에 대한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다는 것이고, 이는 곧 우리의 긍지
가 되며 지켜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이 생기는 것과 같다.
하지만, 현실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당위성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추진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세계유
산과 古都의 보존과 관리를 통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의 마련과 관련 정책의 수립, 사업의 실시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두 알고 있다시피 이러한 분야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산이 마련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가.
결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은, 결국 주민의 몫이 대부분이다. 그 나머지는 관련 전문
가와 관련 민간단체 등의 역할로 남겨지는 것이다.
즉,‘우리의 손’으로‘우리의 거리와 마을, 도시와 지역’을 지켜나가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
것이 지역의 재생이자 도시재생이며, 지역활성화이자 도심활성화인 것이다.
더욱이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있는 古都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엄청
나게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 뜻은, 세계유산과 古都가 내포하고 있는 유무형의 가치들은, 해당 지자체
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 노력의 형태
는 진부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지역역사문화의 전승, 지역의 문화적 관광(cultural tourism)에의
활용, 지역환경의 질적 정비, 지역계획(도시계획, 개발계획 등)의 근거로써의 활용, 해당 지역 고유의 산업 발
현의 기회가 되는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와 세계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서는... ‘사람’
:
을 길러내자.
그렇다면 백제역사유적지구와 세계유산을 보전하고 활용하여,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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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충분한 예산 확보, 관련 법제도의 정비, 인력의 충원 등 모든 공공정책사업에 대해 이야기되는 이러
한 사항을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이 또한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백제역사유적지구와 세계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하는‘주체’가 해당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에서‘누구’인가 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체가 결정이 되면, 해당 주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을 구분하여 정리하게 되는 이른바
‘해당 주체의 역할 구분’이 그 다음에 해야하는 일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주체는 역시‘주민’이며, 백제역사유적지구와 세계유산의 보전과 관리는 바로‘주민이
주도’함으로써 그 실질적인 보전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행정’에서는‘행정적 재정적 관련 지원’을 맡아 해당 지역의 주민이 주도하는 과정이 매끄럽게 흘
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다.
전문가의 경우는, 해당 지역을 잘 알고, 공간과 역사문화를 융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활성화나 도시재생
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전문가’는 해당 지역의 대학교수나 연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말 그대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잘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관행
적이고 익숙했던‘전문가 주도’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중요 주체인 주민과 행정이 백제역사유적지구와 세계
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잘 전개해나갈 수 있도록 그 과정에‘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결국,‘전문가’는‘외부전문가’보다도 해당 지역에서 나고 자라며 연구하고 활동하는‘지역전문가’가 필요
한 것이고, 이를 길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써‘지역인재육성’프로그램이 또 다른 중요한 부문이 되는 것이다.
‘돈’이 아니라‘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러한‘사람’들이 함께 백제역사유적지구와 세계유산의 보전과 활용
을 해나갈 수 있는 해당 지역만의‘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예산과 시간, 계획과 사업 등을
꾸려나가야 비로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민 고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자 시민으로, 고도의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주체적, 자주적 활동 전개
시민 고도가 위치하는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해당 고도지역의 보존 및 육성에서의 잠재인적자원
민간단체 해당 고도의 보존과 육성 등에 대해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로써, 해당 지역 주민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구성
행정 고도지역 주민을 기준으로 행정적 지원 체제 마련
(지역)전문가 고도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의 체계화, 고도 보존 및 육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술적 연구 수행을 통한 타당성
의 이론적 근거 확보
기업 고도지역의 특성을 토대로, 고도의 보존과 육성은 물론 해당 기업의 새로운 고유 분야 개척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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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검토회의 : 주민 주도, 행정 지원, 전문가가 함께 궁리하는 수단
집중검토회의란?
해당 지역 각 분야의 시민/ 전문가/ 공무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참여인원이 하나의 지역과업을 두고 현황
파악/ 문제점 도출/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실행계획 도출을 위해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행하는 실천적,
실증적 회의이다.
대개 전략수립/구상/계획/설계/시공/마을만들기 등과 같은 프로젝트의 초기단계에‘집중검토회의’를 포함
하여 해당 프로젝트의 타당성, 신뢰성을 높이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집중검토회의의 장점
주민 측면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참여의식 제고로 자부심 및 유대감이 고취되는 특징이 있
다. 행정 측면에서는 과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 및 경비 절감, 일정 단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민과 함께 만드는 과정을 통해 상호의견수렴은 물론 합의까지 이루어지게 되므로 공청회나 사업설명회 등
의 절차가 한번에 해결되는 효과가 있다.
전문가 측면에서는 전문가나 전문가집단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 전에는 잘 알 수 없고 잘 알아낼 수 없는
지역현황을 단기간에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며, 계획수립에 합리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
다는 특징이 있다.

활용 분야
집중검토회의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한데, 공간 및 환경분야에서는 지역비전수립, 문화전략수립, 문
화적 계획 수립, cultural mapping 작성, 도시디자인, 지속가능한 개발계획, 지역계획, 종합계획, 교통계획, 인
프라계획, 관광계획, 환경계획, 경관계획 및 관리, 마을 만들기, Brownfield(공장 등 산업용도로 사용되어 오염
된 지역) 재생계획 등을 들 수 있으며, 개별 분야로는 건축계획(공공건물 및 상업건물 포함), 학교 조성 계획,
토목사업계획 등을 들 수 있다.
행정 분야에서는 조례의 제정이나 정책의 수립 등에 활용 가능하다.

기대 효과
집중검토회의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기본으로 주민주도로 전개되므로 주민들의 참여의식 제고 및 각 주
체간의 상호 신뢰 구축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주민간의 의견수렴, 행정과 주민간의 소통 등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고, 그 결과의 질이 우수하여 불필요한 예산과 시간 낭비 예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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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존의 계획수립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이상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가능하다.
4개 古都 중에서, 익산시에서는 2011년 10월과 11월에 2회에 걸쳐‘익산 고도보존육성 집중검토회의’를 실
시하였고, 그 결과는 고도육성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 증대와‘古都大學’의 운영, 古都의 역사문화환경
정비(청소 등) 등과 같은 다양한 효과들로 이어지게 되었다.

2011년도 익산시 고도 육성 및 보존을 위한 집중검토회의 개요
개최배경 및 목적
- 고도육성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이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이해를 가지며, 고도지역의 가치에 대한 발굴과 인식 공유의
기회 마련
- 다양한 주민주체의 참여에 의한 창의적 아이디어 교류와 합의를 통해 고도육성에 활용가능한 자원의 발굴, 시범지구
지정, 시범사업 도출 등 주민이 생각하는 익산 고도지역의 보존과 육성에 관한 기본구상을 주민주도로 도출
참여자 : 총 38명(고도지역 주민, 지역학식경험자, 관계 공무원 등)
집중검토회의 주제 : 우리가 만드는 古都의 미래
주최 및 주관 : 익산시 문화관광과 / 오민근 + 랜드릭스 공간환경연구원
결과
- 주민 스스로 고도육성을 위한 자산 발굴, 시범지구 3개소 도출, 시범지구내에서의 시범사업을 주민들간의 집중적인
의견 교환 및 토론과 합의를 거쳐 도출
- 고도육성기본구상을 주민주도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됨에 따라 고도육성사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
로 바뀌었음
- 특히, 3일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그 기간 동안 주민들 스스로 많은 대화를 주고받게 되면
서 상호 공감대 및 유대감이 형성됨
도출된 시범사업과 우선 순위
번호

사업내용

순위

1

객사 및 동헌 복원

1

2

옥룡천 복원 정비

1

3

옛길 복원

2

4

공원 조성

2

5

한샘 복원

2

* 익산 고 도 보 존 계 획 ( 2 0 1 0 , 국 토 연 구

6

간판, 표지판, 가로등 등 정비

2

원, 과업기간 2년)의 17개 시범사업중

7

석빙고 복원

3

13개가 집중검토회의에서 도출된 사

8

한울아파트 외관 리모델링

3

업과 같음

9

옥룡천과 한샘 물길 잇기

3

10

전통가옥 조성

3

11

향교 진입로 및 주차장 등 환경 정비

3

12

낙후 건물 철거 및 이주대책 마련

3

13

금마시장 이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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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며
이상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의 주민의 역할 강화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국가와 해당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해당 주요 3주체의 역할은 구분하되, 주민의
견과 합의에 기초하고 상호 협의하는 체제로 정비해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또한, 궁극적 목적이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이루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활성
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세계유산에의 등재라는 가시적 목표를 추진하는 것과 함께, 백제역사유적지구인 공주, 부여, 익산을 하나로
간주하고 기본구상과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주민주도로 수립하는 것도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3
개 고도의 특성을 꿰는 기조정책을 마련하고, 3개 고도의 개성을 살리는 다양한 관리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고 생각된다.
전문가는 많지만‘전문가’는 부족한 현실에서, 필자의 이 글과 발표가 결국 우리‘주민’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발전해나갈 수 있는 하나의 자극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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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세계유산 등재과정과
지속 가능한 세계 유산적 가치의 보존과 활용 방안
손 상 락 (안동시청 문화예술과 세계문화유산담당)

Ⅰ.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 새로운 패러다임의 준비
안동 하회마을은 2010년 7월 31일 제3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양동’으로 유네스
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의안에서「한국의 역사마을;하회·양동은 주거 건축물
과 정자(亭子), 정사(精舍), 서원(書院) 등의 전통 건축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건축물의 배치 방법
과 전통적 주거문화가 조선시대 사회구조와 독특한 유교적 양반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조선시대 유학자
들의 학술·문화적 성과물인 문집, 예술작품 등을 비롯하여 공동체놀이, 세시풍속, 관혼상제 등 주민들의 생
활과 신앙에 관계된 무형유산이 세대를 이어 전승되고 있는 점 등이 탁월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결정지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세계유산 등재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삶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는 생활공간이며, 주민들이 세대를 이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살
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으로써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한국인들의 삶 자체를 세계적으로 인정받
았다는 점에서 등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2010년 6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된 하회와 양동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심사 평가한 ICOMOS(국제
기념물유적협의회)가 현지실사를 거친 후 위원회에“등재 보류(Refer)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이
룬 결과여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 ICOMOS는“등재 보류(Refer) 권고”이유로‘행정구역이 다른 두 마을을 통
합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통상적으로 자문기구로부
터 등재 보류 권고의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권고사항에 대한 대책수립과 보완을 통해 그 충족 여부를 차기 세
계유산위원회에서 평가하여 그 등재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배가 되어야 할뿐만 아니
라 등재여부도 확신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하회와 양동의 선례는 여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는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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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3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하회와 양동마을의 등재를 심의하고 있다.

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에도 좋은 경험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에 와서 세계유산의 우수성과 독창성이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면서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는
국제적인 관광 명소가 되고 자국민의 문화적 자부심의 상징으로 인식됨에 따라 각국의 세계유산 등재 노력도
치열해지고 그에 따른 등재 심사도 매우 엄격해지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등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자문기구인 ICOMOS의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각 국가에서 신청한 유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등재(Inscription),
등재 보류(Refer), 신청의 반려(Defer), 등재 불가(Not Inscribe)로 구분하여 등재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번 하회마을의 경우처럼 자문기구인 이코모스의 등재보류 권고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확정을 이끌어낸 데에는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전략이 주효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안동시에서 사전
에 등재보류 권고가 나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두 마을의 통합관리체인“역사마을보존협의체”를 발 빠르게 구
성하여 대비하였으며, 오랜 시간동안 차근차근 철저하게 진행한 사전 준비와 관계기관과지역공동체의 긴밀
한 협조는 물론이거니와 등재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21개 세계유산위원회 이사국에 대한 지지 교섭 활동
등은 앞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계획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좋은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하회마을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확정될 때까지의 준비과정을 살펴보자. 안동시에서는
지난 1998년 7월 하회마을을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시킨 이후 이번에 세계유산 등재를 확정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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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꼬박 12년이란 짧지만은 않은 시간을 차
근차근 준비해왔다. 이 기간을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서 살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내적으로는
하회마을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지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분위기를 조성한 여론 형성
시기와 외적으로 세계유산위원회와 이코모스
회원국을 상대로 세계유산 등재의 당위성을 홍
보하는 물밑 작업까지 병행된 시기이다. 다른
하나는 마을의 원형보존과 관리체제를 확립하
고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세계유산
그림 2. 안동시 세계문화유산도시연맹 가입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코모스위원회
의 현지실사와 보완요청 그리고 세계유산위원

회에서 심의 발표할 때까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기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두 시기의
분기점은 2008년 3월 문화재청 근대민속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을 세계문화
유산으로 공동등재하기로 결정하고 등재신청을 위한 유산명칭을『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으로 결정
하게 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등재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여론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여론형성 시기의 외적인 활동을
살펴보자. 먼저 2003년 8월 26일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회원도시(TPO)의 가입은 안동시의 관광
자원을 세계에 알리는 포석으로 이후 2004년 10월 27일 세계역사도시연맹의 가입으로 이어졌다. 세계역사도
시연맹은 역사도시의 전통과 보존을 발전 계승하고 고도재현 도모를 위한 정보와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상호
교류증진 활동 등을 위해 노력하는 기구이다. 세계역사도시연맹은 지난 1987년 11월18일 교토에서 설립된 이
후 지금까지 57개국 92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의 도읍지였던 경주시, 백제의 도읍지
였던 공주시와 부여군, 그리고 안동시 등 4곳이 가입되어 있으며 북한은 고려 도읍지였던 개성시가 유일하게
가입되어 있다. 안동시의 세계역사도시연맹의 가입은 왕조시대 도읍지도 아닌 안동시의 역사성과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2005년 8월에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본부를 방문하여 사무총장
과 세계 헤르티지센터장을 면담하고 안동문화를 설명한 후 하회마을 세계유산 등재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같은 해 9월 28일부터 30일까지는 국제민간교류예술기구(IOV) 제3차 총회를 안동에서 개최하고 안동국제탈
춤축제가 IOV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세계 최고 축제로 선정되어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다.
이듬해인 2006년은 세계 속에 안동문화를 들어내게 되는 결정적인 해로 기억된다. 2006년 6월 11일부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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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까지는 이코모스 아시아태평양
지구 워크샵을 한국국학진흥원에
서 개최하여 안동문화를 이코모스
위원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
였으며, 같은 해 9월 30일에는 세
계탈문화예술연맹 창립총회를 한
국국학진흥원에서 개최하고 안동
시장이 초대의장으로 선출되었으
며, 10월 2일에는 한국에서는 처음
으로 세계유산도시연맹(WHCO)
에 가입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
하기도 했다. 세계유산도시연맹
(World Heritage City Organization)

그림 3. 영릉/경기도 여주군에 자리 잡은 세종대왕의 릉이다. 진입공간의 홍살
문과 제향공간인 정자각이 뒤에 보이고 능침공간이 그 뒤에 자리 잡고
있다.

은 2010년 7월 말 현재 79개국 215
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으며, 회원국은 모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도시만으로 구성됐거
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도시는 연맹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가입하게 된다. 따라서 안동시의 가입은
하회마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면서 세계 215개 도시의 지지를 받는 효과
를 기대하게 되었다. 세계유산도시연맹 가입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고 동아시아에서는 일본(2개 도시), 중
국(2개 도시)에 이어 세 번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경주시가 가입되어 있다.
그 후 2007년 7월 18일에는 안동 하회마을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안동하회마을”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체계적이고 학술적으로 수행하고 또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하여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고문, 자문위원, 추진위원 등 모두 30여명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2007년 8월에는 문화
재청 세계유산자문단 회의에서 조선왕릉의 등재 신청 후 다음 순위로 안동 하회마을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등재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에 안동시에서는 2007년 11월에는 등재신청서 작성
을 위한 학술용역을 체결하여 2008년 말까지 13개월의 준비를 거쳐서 신청서가 완성되었다.
이후 2008년 3월 5일 문화재청에서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 공동등재를 결정하고, 2008년 4월 세계
문화유산등재관련 국제학술대회를 경주에서 개최하였고, 6월에는 안동에서 개최하여 학술적인 뒷받침을 이
루었다. 2008년 7월에는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제32차 세계유산총회에 참석하여 분위기를 타진하고 돌아와
2008년 9월 3일 세계문화유산등재 실사대비 계획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008년 9월에는 조선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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릉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이코모스위원회의 현지실사에 동참하여 견학함으로써 하회마을의 실사를 대
비하기도 하였다. 그 후 2009년 1월 7일 문화재청장, 경상북도지사, 안동시장, 경주시장이 두 마을의 세계문화
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 1월 말에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하여 1차
형식 심사를 통과했다. 신청서에 대한 ICOMOS의 현지 실사는 2009년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하회와 양동
마을 현지에서 ICOMOS 캐나다 위원인 Lynne di stefano(여) 교수가 진행했다. 하회마을 현지조사는 9월 12일
(토)부터 9월 13일(일)까지 진행되었다. 그 후 2009년 12월 26일 ICOMOS 본부에서 신청서에 관한 보완자료
요청하였고 이에 따른 보완자료를 2010년 2월에 ICOMOS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 1일
ICOMOS에서 세계유산위원회에 하회와 양동마을의 등재 보류 권고안을 발표하고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이코모스 권고사항을 게재하게 되자 문화재청과 경상북도, 안동시, 경주시 등 관계기관은 연석회의를 통해
발 빠른 대처와 보류 결정을 내리게 된 결정적인 요인인 두 마을의 통합관리체제 구축을 위한“역사마을보존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안동시청에서 갖게 되었고 등재 이후에도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
원에 관한 조례(2011.01.06 조례 제 3234호)를 제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러한 권고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대책을 문화재청 국제교류과에서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코모스 국제본부를 방문
하여 보완사항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시하고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보류 권고를 번복하고 등재를 확정지
어 줄 것을 건의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제3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서 등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
게 되었다.

Ⅱ. 하회마을의 세계 유산적 가치
유네스코에서 정의내리고 있는 세계유산의 등재기준은 등재대상 문화유산의 완전성, 진정성, 뛰어난 보편
적 가치 내재 여부의 판단 및 적절한 보존관리계획 수립과 그 시행 여부가 등재 심의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 세부 평가기준은 10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회마을의 경우에는“세 번째, 문화적 전통 또는 현존
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명의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 네 번째,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예증하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경관의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다섯 번째, 문화를
대표하는 전통적 정주지(定住地)나 토지 이용, 해양 이용을 예증하거나,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특히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환경이 취약해졌을 때의 상호작용의 대표적 사례여야 한다. 여섯 번째, 사건이나 살
아있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뛰어난 보편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 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는 네 가지 세부 평가기준에 초점을 맞추어 등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게 되었다. 이를 요약해 보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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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마을의 증거
하회마을은 조선시대 유교문화에 기인한 종법질서를 따르는 한국의 독특한 마을형태인 씨족마을의 구성
이 잘 나타나며 현존하는 마을 중 가장 잘 보전되어 있는 동시에 가장 오랜 예이다. 조선시대에 보편적이었던
한국의 특징적인 전통마을인 씨족마을은 유교적 종법질서에 따라 성씨와 본관을 같이 하는 부계혈연집단이
전체 주민의 주도적 지위를 점하는 마을이다. 하회마을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전통적인 예법에 따른 제사가 지
켜지고 있으며, 씨족 내의 종법적인 위계가 마을 조직에서의 위계와 일치한다.

그림 4. 하회마을 전경

2. 우수한 건축물
마을 및 가옥의 배치는 풍수에 기초하고 있으나, 한국에서 유사한 예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자연환경을
이용하였다. 주요 가옥들의 안대배치 등은 자연지형에 대한 뛰어난 해석과 창조적 능력을 보여주며, 뛰어난
문화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보물로 지정된 가옥이 하회 2건(충효당, 양진당)으로서 한국 전통주택의 가장 우
수한 사례를 소유하고 있다. 자연과 건축을 조화시키는 독창성은 서원 및 정자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이는 하
회마을에서 강을 건너 위치하는 부용대와 겸암정사에서 잘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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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통적 정주환경의 완전성
하회마을은 조선시대‘계거’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지리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이는 관념적인 풍수론으
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하회-강변이라는 각 상황에서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정주지로서의 탁월한 이용을 보
여준다. 주변경관과 마을, 가옥 및 여러 건축물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의 생활과 함께 하나의 마을
로 동화되었다. 마을 내부의 단결을 다지기 위한 동제, 민속놀이가 오늘날까지 행해지고 있으며, 하회의 동제,
서낭제, 줄불놀이 등은 과거 농촌 마을의 공동체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어, 민속학적, 인류학적 가치가 높다.
특히 하회의 별신굿은 그 예술성까지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이 두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경관, 생산활동, 이상
적인 유교사상이 균형점을 이루는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4. 조선유학의 학문적, 문화적 근거지
씨족마을은 주거지인 동시에 조선시대 문인교류 및 문화 생산의 중심지로 기능하였다. 이들 마을에서는
오늘날 한국에서 현대화된 생활에 맞추어 간소화되거나 사라져가고 있는 유교식 의례가 아직도 엄격하게 유

그림 5. 마을의 가치와 보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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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종가를 중심으로 종친회, 마을보전회 등 주민조직
의 활동이 활발하며, 연중 여러 차례 지내는 사당과 서원에서의 다양한 제사는 유교식 생활방식이 이어지고
있는 증거가 된다. 각 종가에서 가문에 대한 족보, 기록, 예제에 대한 기록은 동아시아 유교사 연구에 있어 매
우 중요한 자료이다.

Ⅲ.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 보전관리의 위협요소
1972년 세계유산협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관점도 다양한 변화와 시도를 통
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왔다. 이는 초기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기념비적인 건조물에서부터 무형적인 가치를
포함하는 역사도시경관까지 유산의 개념적 범위를 확장시켜왔다. 또 보존가치도 물리적 유산의 보존에서 유
산과 관련된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삶의 질 향상에 두었다. 이러한 변화는 물리적 대상인 유산 자체의 보존
을 최우선으로 삼던 옛 기조로부터 그 유산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사람들, 유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질 때 진정한 보존과 보존의 지속이 가능하다는 인식의 반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하회마을 보전의 당면과제
1)생활환경의 변화
1960년대 한국사회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산업화에 의해 두 마을 모두 생활양식의 변화를 겪어왔
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구성이 변화하고 새로운 공간적 요구가 생기면서 가옥 내부의 용도 변경, 무
분별한 증축, 기둥 및 벽체 제거, 재료의 변경 등이 일어나고, 전통가옥들의 협소한 공간에 맞지 않는 생활도
구들의 대형화로 전통마을의 정주
경관이 훼손되었다. 또한 이농현상
으로 인해 급속히 인구이탈현상이
발생하면서 공가가 급증하여 전체
적인 마을 경관이 훼손되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2007년 발간한
‘민속마을디자인가이드라인’을 통
해 이러한 주거환경의 변화를 인정
하되 마을 내 건조물들을 크게 1)
건축물 및 주거시설, 2) 마을공동시
설, 3) 마을기반시설로 구분하여 각

그림 6. 하회마을 소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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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원형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하회마을의 주된 생업인 농축산업과 관련하여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의 부대시설은 마을
내 공동축사시설을 두지 않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여, 필요시 기존 가옥의 부속채를 활용하는 방안을 권장하
고 있다.

2)환경적 압력
하회마을이 오늘날 당면한 주된 환경적 압력은 바로 수질오염이다. 이는 우선 마을의 오랜 공간배치와 가
옥구조로 인해 현대적 의미의 하수처리에 있어서 취약하고, 각 가옥의 배수로가 직접 하천으로 연결되어 있
어 주택하수로 인한 수질오염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자연석배수로가 훼손되어 토사가 붕괴함
으로써 배수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배수로 연결관이 길가에 노출됨에 따라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관광, 답사의 목적으로 최근 차량 이동이 급증하면서 자연석배수로가 밀려 폭이 좁아
지거나 무너져 내리는 곳이 발생하고 있다.
3)자연재해의 압력
하회마을이 당면한 주된 자연재해의 압력은 홍수와 화재이다. 하회마을은 홍수 피해가 거의 없는데, 마을
이 강 곡류물줄기의 안쪽에 있어서 이 지역에 침식작용이 아닌 퇴적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반면 화재의
경우 발생 즉시 소화를 진압할 수 있는 시설이 마을 내에 부족해 마을 내부 자체적 소화설비 마련이 시급한 실
정이었다. 이에 2003년부터 2005년에 걸쳐 마을 내부에 소화전 5개소가 추가적으로 설치되고 각 가옥에
6.5kg 분말소화기가 배치되었다.

4)관광변화
문화유산의 원형보전과 정주환경의 편의 보장은 오늘날 전통마을 관광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대표적 과제
이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방문객으로 인해 전통마을 정주환경의 침해뿐만 아니라 기존 문화재의 훼손이 종
종 나타나며, 주민공동체의 와해라는 새로운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편 주차장, 음식점, 민박 등의 관광
편의시설들이 난립하면서 전통마을경관이 훼손되고 있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하회마을에서는 2008년 6월 마을의 외부에 집단상가단지를 조성하여 마을 내 상가(음
식점, 기념품점)를 이곳으로 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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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전관리의 SWOT 분석
하회마을

강점
(Strength)

-유형·무형의 다양한 민속자료가 잘 보전되어 있음
-엘리자베스 여왕의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 전통마을의 대명사로 국내외에 인식되어 있음
-관광편의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음
-일찍부터 사단법인화 된 주민협의체가 존재함
-마을 자원의 활용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음
-경북 유교문화권의 지리적 중심으로 광역교통의 결절지역에 위치

약점
(Weakness)

-규제를 중심으로 한 원형보전의 원칙과 생활환경 현대화 간의 부조화로 인한 경관파괴 및 주민생활불편
-지나친 관광화, 상업화로 인한 마을 경관의 파괴
-주민조직, 마을질서의 해체
-관광객 급증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가 부족
-목조건축물의 화재 취약성

기회
(Opportunity)

-인근의 도청소재지 이전으로 인한 환경 변화, 생활기반 확대

위협
(Threat)

-마을의 내재적 질서의 파괴가 진전될 가능성
-불편한 생활환경으로 젊은 사람들이 이주해 나감
-급격한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경관의 파괴 및 관광체험의 질 저하 예상

3. 보전의 전략
오늘날 역사적 가치를 지닌 건조환경의 보전은 문화재를 개별 지정하여 보전하던 차원에서 점차 범위를 넓
혀 그 문화재가 속해 있는 환경 전반을 함께 보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은 역사환경이 단
순히 점적인 문화재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형태와 문화적인 형태가 분명하게 연관된 하나의 지역
또는 경관이라는 인식의 전환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정주형 역사환경의 보전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역사환경과 주변환경의 상호연관성을 이해하고, 그
역사환경 속에 내재된 공간과 사회의 맥락을 무시하지 않은 시각과 정책이다. 한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전통마을 보전은 원형(original form)의 상태로 유지, 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통마
을이 단순하게 고착된 대상이기보다는 주민들의 생산과 생활이 기반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정주공
간이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와 함께 농촌생활환경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수용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하회마을
의 역사환경에 대해서도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여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보전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운용지침에서 규정한 세계유산위원회의 5Cs(Conservation, Capacity-building,
Communication, Community and Credibility)를 참고로 하여 하회마을 보전관리계획의 접근방식을 다음과 같
은 내용으로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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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합리적 보전 Conservation
전통마을에서는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적인 법?제도로 주민생활과 생산환경이 여러 측
면에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과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며, 하회마을도 이러한 문제
점을 안고 있는 전통마을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갈등 양상은 삶의 장소를 보호하려는 마을 주민들의 합리적
이며 정당한 요구의 표현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현재 마을에 내재되어 있는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
해서는 주민들의 생활편의 확보와 민속마을로서의 원형유지라는 원칙과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보전관리의 역량강화 Capacity-Building
역사환경과 생활환경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인한 마을방문객의 증가에 효과적으
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전관리의 역량 강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협력
과 지원을 통해 마을별로 활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하고 개선해 보다 자립적인 보존관리의 기반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 스스로 마을보존의 역량을 강화하여 전통마을 보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
속가능한 유지관리와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3)협력과 소통 Communication
실제로 마을에 거주하며 역사환경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마을 주민의 화합과 자율적인 참여는 민
속마을의 보존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보전의 가치와 필요성은 관련 전문가 뿐 아니라 이를 집행하는 행정가,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주민 의식 개선 및 구체적 참여방안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통마을에 대한 외부인들의 관심과 애정을 이끌어내고, 마을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의 정보를 반영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의 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4)신뢰성 Credibility
문화유산 보전의 근간은 되는 것은 보전을 위한 주민의 의지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는 전통마을의 보전계
획은 실행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는 계획에 대한 주민의 신뢰저하로 이어지기 쉽다. 본 계획
에서는 주민들의 근본적인 불만사항으로 지적된 경제적 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보존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이를 주민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이를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관리계획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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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커뮤니티 Community
전통마을은 한 부분만을 독립된 개체로 파악하기보다는 그 시대의 환경 조건과 생활양식 등이 관련된 총체
적 공간과 조직체라는 차원에서 파악해야 한다. 마을에 내재된 질서는 마을과 주민의 상호 관계에 의해 형성
된 것으로, 하회마을과 같이 사회 기능이 마을 공간구조에 반영되어 있는 반촌의 경우 종법적 질서와 풍수지
리 등의 상징적인 요인들이 주요한 보존 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을의 공간과 사회와의 관계를
재형성한다는 것은 마을 커뮤니티의 특성을 되살리는 작업이며, 이것은 또한 마을 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틀
을 재형성하는 작업이다. 보전관리 원칙별로 도출된 구체적 전략은 다음과 같다.

그림 7. 보전관리 전략

4. 보전의 대상
전통마을의 역사적 가치를 이해하고 계승하기 위해서는 비단 가옥과 같은 건조물뿐만 아니라 독특한 형성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경관, 그리고 아직까지도 마을에 내재되어 있는 질서 및 전통민속행사와 제례 의식과 같
은 무형적 문화유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하회마을은 모두 600년 이상의 역사문화를 간직한 오래된 정주
환경으로서, 건축물, 구조물, 유적, 사적, 민속, 전통산업, 자연 등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하나의 환경을 형성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형태와 기능 측면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고유의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가진다. 따라서 마을의 보전대상을 추출할 때 마을의 물리적 환경 외에도 마을에 내재된 질서, 마을 유지의
메커니즘, 주민들의 보전의지 같은 비물리적인 요소를 보전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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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하회마을 주변의 문화재보호구역 및 검토구역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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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하회마을 보전관리구역

Ⅳ. 한국의 역사마을, 지속 가능한 가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도
하회마을은 1999년 영국여왕의 방문과 부시 전 미국대통령(父子)의 방문에 이어 2010년 7월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되면서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지만 명성에 비해 관광객들이 기대하고 있는 문화욕구에는 미치
지 못하고 있다. 또 하회마을이 지니고 있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조상 대대로 살아 온 건축물들이 조화롭게 배
치되어 우리네 삶을 지켜 온 것을 제외하면 다른 볼거리가 없다는 불만 또한 팽배했다. 나아가 마을의 주인인
주민들도 물밀 듯이 밀려오는 방문객들을 상대로 마을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전통을 올곧게 드러내고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는 상업적인 영리 추구에 더 급급했다. 이러한 실상은 하회마을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하회마을의 소중한 가치가 저평가 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이러한 때에 안동시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살아 있는 유산”으로 평가받은 하회마을의 가
치를 제대로 알리고, 올곧게 이어가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마을주민들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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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번에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마을의 주인인 마을주민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에 대
한 긍지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자긍심 함양 프로그램과 대를 이어 전승하고 있는 전통생활문화를
재연하고 적극 활용하는 체험 프로그램들로 구성하여 작지만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우리 선조들의 삶
의 모습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큰 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대를 이어 전승되고 있는 다양한 생활문화 전승자를 발굴 보호하기 위한 마을장인제도의 도입과 마을주민들
의 세계유산 전승주체로써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세계유산 교육 프로그램의 운용과 마을을 방문하는 방문객
들에게 조상 대대로 지켜 온 다양한 전통을 주민들 스스로 재현하고 방문객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해 주는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1. 마을장인 지정
1) 목적
마을장인제도는 세계유산 하회마을이 지닌 탁월한 인류 보편적 가치 전승 및 보존하고, 하회마을의 고유한
생활문화 기·예능 보유자를 발굴하여 보호 육성하며, 세계유산 하회마을의 탁월한 인류 보편적 가치의 진정
성·완전성·고유성 전승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 추진방향
(1)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하회마을 내 초가이엉잇기와 담장 쌓기 등 단순공정이지만 민속마을의 진정성
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함으로써 민속마을의 고유성, 완전성 보존하고 차별화된 전통기술 전승한다.
(2) 민속마을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지켜갈 수 있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유네스코 세계 유산적 가치의
극대화한다. 이는 민속마을의 의·식·주생활문화, 민속신앙, 공예분야 등 다양한 기·예능보유자 발굴하여
전승보호 육성한다.
(3) 안동시 문화유산으로 지정, 보호 육성한다.
안동시문화유산보호조례(제정/2004.07.08 조례 제511호)에 의거하여 안동시 문화유산의 정의는 ①「문화
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동의 역사와 예술,?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 자료 ② 지역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 ③ 지역문화, 토속풍속 등
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마을장인 지정대상
마을장인의 지정근거는 안동시 문화유산보호조례에 의거 지정대상 종목을 5개분야 15종목 34명의 장인을
대상으로 정했다.
① 주생활분야 : 초가장, 담장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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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앙 및 사회공동체 분야 : 서원향사, 고유제, 불천위제사, 동제사, 가신신앙,
배계 또는 뱃사공 등
③ 놀이분야 : 선유줄불놀이, 화전놀이, 내방가사 등
④ 음식분야 : 종가음식, 내림음식, 고임음식, 제주빗기 등
⑤ 공예종목 : 가면장, 장승장, 짚·풀 공예장, 상여장 등으로 결정하여 생활문화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했다.
4) 마을장인 지정고시
·문화재청 민속마을 마을장인 지정관련 관계자 회의('11.5.3/6.16)
·마을장인 발굴·지정 추진('11. 6 ~ 11월)
·마을장인 지정현황 결과 보고 ('11. 12월)
- 안동 하회마을 : 12개 종목(초가장, 나룻배장, 장승장 등) 28명 지정
- 경주 양동마을 : 2개 종목(초가장, 담장장) 13명 지정
·민속마을 보존·관리 관계자 회의('12.3.12) 2012년 마을 장인 추가 지정
- 안동 하회마을 : 3개 종목(서원유사, 화전놀이, 마을풍수) 6명 추가 지정하여 현재 15개 종목에 34명의
마을 장인 지정됨

2. 세계유산 특강 프로그램 운용
세계유산 한국의 역사마을이 지닌 탁월한 인류 보편적 가치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세계 유산적 가치의 보전
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을주민들의 의식의 변화가 중요하다. 주민의식의 변화는 교육을 통해 그 목적을 달
성할 수 있기에 세계유산 하회마을의 전승주체인 주민과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을 통해 전승 역량강화에 그 목
적이 있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세계 유산적 가치의 올곧은 이해와 전승 방향을 숙지 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세계유산
하회마을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후손들에게 이어 주며,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하회마을의 지속
가능한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교육내용은 세계유산 하회마을의 전통문화와 가치, 세계유산의 올곧은 이해와 전승, 세계유산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 관광매력물로써 세계유산 하회마을, 관광서비스, 관광마케팅 그리고 한국의 세계유산 현장답사로
편성되었다.
세부추진계획은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간 매주 마지막 금요일로 정례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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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였다. 강의 장소는 하회세계탈박물관 강의실을 활용하였다. 강사로는 지역대학 교수와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의 수준을 끌어 올렸다. 소요예산은 안동시에서 지원한 50,000,000원으로 운영하였다.
기대효과는 세계유산 하회마을 주민들의 역량 강화 및 관광객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주민 스스로 세계유산 하회마을의 온전한 전통문화 계승 및 전승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 주었다고 생각
하며, 이로 인하여 지속가능한 방문객 유치에도 기여하였다.

3. 전통생활문화 재연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세계유산 하회마을이 지닌 탁월한 인류 보편적 가치(OUV)인 살아 있는 유산적 가치를 방문객들에게 보여주
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하회마을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방문객 유치와 하회마을
의 전통을 후대에 온전하게 계승해 나고자 기획되었다.
하회마을이 지닌 세계 유산적 가치인 살아 숨 쉬고 있는 생활문화를 재연하고, 세계 유산적 가치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방문객 유치에 목적이 있다. 추진계획은 2012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30주) 하회마을 일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① 관·혼·상·제례 중 전통혼례와 상례 시연 연출 ② 하회마을 감성터치, 옛 어른들
의 마실가기와 옛날 이야기 구연 ③ 하회마을 전통생활문화 재연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④ 마을장인을 중심
으로 한 짚공예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성되어 방문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Ⅴ. 마무리 하면서
하회마을은 1999년 영국여왕의 방문과 부시 전 미국대통령(父子)의 방문에 이어 2010년 7월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되면서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지만 명성에 비해 관광객들이 기대하고 있는 문화욕구에는 미치
지 못하고 있다. 또 하회마을이 지니고 있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조상 대대로 살아 온 건축물들이 조화롭게 배
치되어 우리네 삶을 지켜 온 것을 제외하면 다른 볼거리가 없다는 불만 또한 팽배했다. 나아가 마을의 주인인
주민들도 물밀 듯이 밀려오는 방문객들을 상대로 마을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전통을 올곧게 드러내고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는 상업적인 영리 추구에 더 급급했다. 이러한 실상은 하회마을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하회마을의 소중한 가치가 저평가 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이러했던
세계유산 하회마을이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변화는 물리적인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세계인들이 함
께 보존하고 지켜가야 할“하회마을 주민들에 의해 전승되고 있는 다양한 생활문화와 정신문화를 올곧게 드
러내고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내실의 변화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살아 있는 유산”으로 평가받은 하회마을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올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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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어가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마을주민 스스로가 변화해야만 한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다. 프로그램은 마을의 주인인 마을주민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에 대한 긍지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자긍심 함양 프로그램과 대를 이어 전승하고 있는 전통생활문화를 재연하고 적극 활용하는 체험
프로그램들로 구성하여 작지만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우리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큰 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하고 있다.
변화의 물꼬는 하회마을의 가치를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가라는 진정성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안동
시에서는 지난 해 말 문화재청과 함께“민속마을 마을장인”제도를 도입하여 민속마을의 전통을 후대에 이어
가고 전승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상 대대로 지켜 온 마을민속의 기렛뭅� 우수자를‘마을장인’으로 지정하여
자긍심과 의무감을 심어 주고 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 전통 민속마을의 바람직한 전승방안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하회마을은 나룻배장을 비롯한 생활문화 전반에 걸친 15개 종목 34명의 마을장인을 지정하여 전통의
맥을 잇고 있다.
또 지난 3월부터는 마을주민들의 변화를 유도하고 역량강화를 위해“세계유산 특강”프로그램을 마련했
다. 세계유산 특강은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한차례 세계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특강을 마련하여 주민들과 함
께 공동관심사에 대한 전문가들의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세계유산 특강은 지금까지 민속마을의 보존관
리가 관주도의 원형보존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마을주민 스스로 어떻게 우리 마을을 보존하고 지켜갈
것인지, 나아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기획 되었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세계유산 하회마을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와 활용의 기본적인 목표는 마을 주민들
의 정주환경을 보호하고, 하회마을 고유의 문화적 지속성을 확보하면서, 그것을 마을의 방문객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세계유산 관광이 마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현재의 마을과 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새로운 유산을 발굴하여 그것이 쾌적한 환경과 환대 속에서 방문객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계유산의 지속 가능한 가치의 보존과 활용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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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연도별 하회마을 관람객 현황
관 람 객 (명)

구분
計

내국인

전년대비
외국인

무료

명

%

1994

250,884

187,838

3,270

59,776

0

0

1995

396,328

271,140

4,412

120,776

145,444

158

1996

438,127

308,521

4,628

124,978

41,799

111

1997

443,892

319,423

6,318

118,151

5,765

101

1998

369,443

275,126

5,488

88,829

△68,961

83

1999

1,089,586

754,801

15,334

319,451

729,989

295

2000

842,352

583,493

9,253

249,606

△262,568

77

2001

825,400

573,820

11,360

240,220

△16,952

98

2002

898,304

608,111

15,180

275,013

72,904

109

2003

850,223

569,417

15,249

265,557

△48,081

95

2004

772,653

532,152

16,787

223,714

△77,570

91

2005

830,993

497,916

15,465

317,612

58,340

108

2006

760,863

443,392

16,431

301,040

△70,130

92

2007

782,657

436,996

23,539

322,122

21,794

103

2008

773,764

386,423

37,795

349,546

△8,893

99

2009

775,396

391,966

40,574

342,856

1,632

100

2010

1,088,612

519,011

45,675

523,926

313,216

140

2011

1,027,405

431,086

43,700

552,619

△61,207

2012
8월말

585,045

308,594

35,492

240,959

13,801,927

8,399,226

365,950

5,036,751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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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
재)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이동주

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현황
그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은 936건이며, 153개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세계유산은 크게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성되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은 725건, 자연유산은 183건, 복합유산은 28건에 이르
고 있다.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등재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995년부터 등재가 이루어져 2010년에 이르기까지 전체 9건의 유
산이 등재되어 있다.
구 분

해인사
장경판전

종 묘

석굴암
불국사

창덕궁

수원
화성

고창·화순·
강화고인돌
유적

경주역사 유
적지구

조선
왕릉

한국의 역사마을
(화회와 양동)

등재
년도

1995

1995

1995

1997

1997

2000

2000

2009

2010

1.‘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의의
현재 공주와 부여, 익산 지역에 분포해 있는 백제역사유적지구는 1,500년 전 고대 동북아시아 지역의 찬란했던 백제
의 문화적 위상을 보여주는 유적지구로서 이에 대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발굴하여 지역과 국가를 넘어 전 세계인들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공유하고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의의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백제 문화유산이 분포되어 있는 공주와 부여, 익산 지역의 지역민은 물론, 국가적으로 문화적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을 것이며, 정부 및 지자체간 협력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백제역사유적지구에 포함된 문화유산은 정부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관련 국
제기구 및 정부를 통해 예산이 지원되며, 이를 통해 문화유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
을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백제문화유산의 국제적 지명도 상승으로 세계인들이 찾는 문화유산 관광지로 부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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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국제적 지명도의 상승은 여러 면에서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며, 직접적인 효과의 예로는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관련
분야 고용창출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현황
잠정목록은 세계유산등재를 희망하는 회원국들이 작성한 자국의 유산 목록으로서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위해서는 최
소 1년 전에 세계유산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공주와 부여,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지난 2010년 1월 10일에 개별적으로 잠정목록으로 등록을 완료한바 있으며,
일년후인 지난 2011년 2월 8일에 문화재청 심의를 통해 3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가칭‘백제역사유적지구로’통합하여
우선 등재 대상 유적으로 선정하였다.

( 우선추진대상)

① 잠정목록 문화유산(10개소)
유산명

강 진
도요지

중부
내륙
산성군

남한
산성
( )

공주·부여
역사유적
( )

익산
역사유적
( )

염전

대곡천
암각화
군

낙안
읍성

외암
마을

서원

잠정목록
등록일

1994.9

2010.1

2010.1

2010.1

2010.1

2010.1

2010.1

2011.3

2011.3

2011.2

② 잠정목록 자연유산(4개소)

( 우선추진대상)

유산명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인제군,속초시)

남해안일대 공룡화석지
(해남.보성,화순,여수,고성 등)

서남해안 갯벌
(순천, 고창, 부연 등)
( )

우포늪
(창녕군)

4

1994.9

2002.1

2010.1

2011.1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잠정목록에 등록된 유적 현황은 공주와 부여, 익산에 이르는 3개지역에 분포한 11개 역사유적지
구로서 이에 포함되는 단위유적은 40개소가 등록되어 있다.

③ 백제역사 유적지구 잠정목록 등록 현황(2010년 1월 10일)
구분
지역
합 계

지구수

유적명

3지역 / 11지구

40 유적지

유적 및 출토유물

공주지역

공산성 등 4지구

공산성, 옥녀봉 등 6

추정왕궁지, 무령왕릉 등

부여지역

부소산성 등 5지구

정림사지 등 13

금동광배, 금동대향로 등

익산지역

금마왕궁 등 2지구

왕궁리유적, 미륵사지 등 21

미륵사지석탑, 왕궁리5층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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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사업 추진경과
1.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 /【 공주·부여 역사유적지구】
▶ 1994년 :‘무령왕릉’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

▶ 2007년 :‘공주-부여역사유적지구’추진(기초학술연구)
- 세계문화유산등재의 중-단기적 추진전략 수립
- 국제학술회의‘백제문화유산의 가치 재발견’개최
-‘공주·부여역사유적지구’로 문화재청에 내용변경 신청

▶ 2008년 :‘공주·부여역사유적지구’2차 학술연구 및 홍보자료 발간
- 부여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종합연구 용역
-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부여문화재조사 100년’발간
-‘공주·부여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포럼’개최
-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역사유적 가이드북‘부여의 꿈’발간

▶ 2009년 :‘공주·부여역사유적지구’국제학술회의 및 홍보자료 발간(계속)
- 국제학술회의‘백제문화의 세계문화유산적 가치’개최
-‘공주·부여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성과물 발간

▶ 2010년 :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및 홍보자료 발간
- UNESCO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 역사유적지구 가이드북&맵 발간, 가이드북(공산성, 송산리고분군) 발간
- 제2차 T20 관광장관회의 공주-부여역사유적지구 홍보영상 및 책자 제작
- 고도보존·세계유산관리주민협의회구성
-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을 위한 관계기관·전문가 워크샵

▶ 2011년 : 세계유산 우선 추진대상 선정(문화재청)
- 공주·부여·익산을 통합「백제역사유적지구」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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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공주·부여·익산) 협약식 및 백제고도 공동포럼 개최
- 고도 아카데미 운영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 역사유적지구】

▶ 2007년 : 익산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 익산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추진위원회 구성
- 학술심포지엄‘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의 의미와 향후 과제’개최

▶ 2008년 : 익산역사유적지구 학술연구 및 기초자료집 발간
-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자료연구집 발간
- 사업 대상별 학술조사‘익산역사유적지구’발간

▶ 2009년 ‘
: 익산역사유적지구’세계문화유산 국제학술회의 및 홍보자료 제작
- 익산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추진위원회 2차, 3차 회의 개최
- 학술심포지엄‘대발견 사리장엄 미륵사의 재조명’개최
- 학술심포지엄‘익산 다시 살아나는 백제왕도’개최
-‘백제고도 익산을 가다’홍보 광고 제작 방영

▶ 2010년 :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및 홍보교육
- 익산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 익산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 홈페이지 구축
- 평생학습대학‘익산, 세계문화유산도시를 꿈꾸다’시민교육
-‘무왕길 찾아 떠나는 여행’도보답사 실시(10회)
- 익산역사유적지구 홍보용 가이드북(국문·일문·영문)발간
- 학술심포지엄‘익산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적 가치’개최

▶ 2011년 : 세계유산 우선추진대상 선정
- 익산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추진위원회 4차 회의 개최

77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주민참여 워크샵

- 익산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추진 신문 기획보도(9회)
- 학술심포지엄‘백제말기 익산천도의 제문제’개최
- 익산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 시민교육(4회)
- 백제역사유적지구 업무협약식 및 준비위원회 개최
-「익산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 2012년 : 세계유산 등재 지역민 공감대 형성
- 익산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전략 설정 워크숍, 열린토론회 개최

3. 2도 3시·군 통합추진 /【백제 역사유적지구】
▶ 2011년 2월 8일 : 세계문화유산 우선추진 대상 선정(문화재청)
- 기존의 3개 시·군 역사유적지구를「백제역사유적지구」로 통합을 전제로 우선 추진대상 유산으로 선정

▶ 2011년 3월~12월 「
: 백제역사유적지구」세계유산 추진 관련 실무회의(문화재청)
- 세계유산 추진위원회 구성, 준비위원회 설치, 사무국 설치, 업무협약 등 협의

▶ 2011년 8월~9월 :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충남도·전북도)
- 공동 추진위원회 및 공동 추진단 설치 조항 신설

▶ 2011년 12월~22월 : 세계유산 등재추진 업무협약 및 준비위원회 개최
- 문화재청장, 충남도·전북도지사, 공주시장, 익산시장, 부여군수 간 업무협약 체결
-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준비위원회 발족, 세계유산 공동추진단(재단법인) 구성 보고

▶ 2012년 5월 백제역사유적지구내 지자체 통합·조정 업무추진 사무국 출범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결성, 등재 추진위원회 발족)
- 행정 및 관리 지원, 주민협력지원, 국내외 홍보 및 해외협력 지원, 세미나 등 각종 사업개최에 관한 사항, 도민 등
교육에 관한 사항, 학술지원, 유산의 보존·관리 지원, 세계유산과 관련된 그 밖의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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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주요 사업계획
1.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가치규명 연구
▶ 등재 대상유적의 선정, 등재범위 확정 및 탁월한 보편적 가치 도출
-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정립
○ 사업 개요
- 기간 : 2012.7 ~2013.6
- 내용 : 세계유산 등재 범위 선정 및 가치규명 학술연구

2.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 세계유산 등재 관련 서류작성 및 현지실사 관련 자료 작성
-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보전관리 계획서 작성, 기타 관련 자료 구축
○ 사업 개요
- 기간 : 2013.2 ~2013.12
- 내용 :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및 보전관리 계획서 작성

3.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당위성 확보
- 국내·외 세계유산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비롯한 다양한 쟁점에 대
한 토론 및 공론화를 통해 취약점을 보완하고 유산의 등재 당위성을 모색
○ 사업 개요
- 기간 : 2012년 ~ 2014년
- 내용 : 국내 학술심포지엄 개최 및 국외 전문가 초청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
주민 참여 워크샵 개최, 세계유산 관련 국제회의 개최 등

4.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추진
▶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가치 및 의의 교육 홍보
○ 사업 개요
- 기간 : 2012년 ~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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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가이드북 및 홍보 자료집 발간, 주민·학생·공무원 대상 전문강사 순회교육실시
세계유산 알리미 양성교육 및 해외 선진 사례 탐방 조사 등

5.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사업 추진
▶ 공중파 방송사와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해 백제사를 재조명하여 세계유산 등재 당위성 홍보
○ 사업 개요
- 기간 : 2012년 ~ 2015년
- 내용 : 공중파 방송을 이용한 홍보, 지면 언론과 인터넷을 통한 홍보, 세계문화유산 등재 특집 다큐제작,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음악회 등 이벤트 개최 등

Ⅳ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과정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관련 기구
■ World Heritage Committee (세계유산위원회)
■ World Heritage Center (세계유산센터)
■ 자문기관
- 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 IUCN (World Conservation Union (formerly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세계자연보전연맹)
- ICCROM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 국제문화재보존 및 복원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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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일정(계획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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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역사유적지구 잠정목록 유산의 소개
재)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김미진

1. 백제역사유적지구 개요
B.C. 18년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세워진 백제는 고구려, 신라와 함께 678년 간 삼국시대를 이끌어온 한반도의 고대왕궁이다. 4세기
중반 대대적으로 영토를 확장한 백제는 정치와 경제, 문화적으로 기반을 다져 고대 국가로의 기틀을 마련했다. 처음 한강유역에서 성
장한 백제는 수도를 웅진과 사비로 옮기면서 찬란한 백제문화를 완성했다.
백제는 한강과 금강유역에 위치해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문물교류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과감한 포용력과 독특한 예술적 감
각을 접목시켜 백제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완성·발전 시켰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오랜 세월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진 백제의 찬란한 문명을 입증하는 독보적 자료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왕궁지, 성곽과 사찰, 그리고 고분으로 구성된 백제역사유적지구는 공주지역(4개지구, 6개유산), 부여지역(5개지구, 13개유산), 익산지
역(2개권역, 21개유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오늘날 공주·부여·익산은 백제의 고도로서 정체성 회복에 노력하고 있으며 옛 수도 분위기에 어울리는 경관조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역사도시 가꾸기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분야에 걸쳐 백제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학술연구와 세미나 등의 연구 활동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백제문
화를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홍보하고 있다.
공주·부여·익산의 주민들은 유서 깊은 역사도시의 주민으로서 자긍심을 키워가고 있으며, 세계적인 축제 등을 통해 옛 백제인의
문화를 재현·전승하고 있다.
7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백제는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허브로서 독창적이고 뛰어난 문화적 전성기를 구가했다. 공주·부여·익
산의 문화재를 세계인이 공유할 수 있는 탁월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서 등재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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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유산의 현황
2.1 공주지역
공주지역의 백제유적은 공산성지구(공산성·옥녀봉산성), 송산리고분군지구(송산리고분군·정지산유적), 수촌리고분군지구, 고
마나루지구로 성곽· 고분· 명승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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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

주

지구명

유 적 명

지정별 유형

시대

공산성

사적 제 12호

백제

추정왕궁지, 蓮池, 臨流閣址, 저장용
구덩이, 연화문와당, 벼루, 토기 등

옥녀봉산성

충남도 기념물 제99호

백제

공산성에 딸린 보조산성

송산리고분군

사적 제 13호

백제

무령왕릉, 벽화가 그려진 송산리 6호분,
송산리 5호분 등

정지산유적

사적 제 474호

백제

무령왕비의 빈전으로 추정되는 大壁建物,
무령왕릉에 사용된 벽돌, 연화문와당

수촌리 지구

수촌리고분군

사적 제 460호

백제

백제 횡혈식석실분·석곽묘·횡구식석실
·토광묘, 금동관·중국제 자기 등

고마나루
지구

고마나루 일원

명승 제 21호

백제

곰나루, 웅신각, 연미산(곰굴) 등

공산성 지구

송산리
고분군 지구

지

역

유적 및 출토유물

공산성지구는 웅진시대 백제의 왕궁이 있었던 공산성과 그 주변이다. 중심을 이루는 공산성은 백제시대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기
까지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반복적으로 수·개축이 이러어져 백제시대 토성과 조선시대 석성이 공존하고 있으며 토성에서 석성으로
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유산이다.

공산성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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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성의 야경

공산성의 만하루와 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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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리고분군지구는 무령왕릉이 대표적이다. 삼국시대 고분 중 무덤의 주인과 축조 연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무덤으로 발굴조사
를 통해 확인된 약 4,000점의 유물을 통해 백제문화의 실상을 물론이고 동아시아 고대 문물 연구의 잣대가 되고 있다. 송산리 6호분과
더불어 무령왕릉은 벽돌무덤으로 축조되어 백제가 중국과 폭넓게 교류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송산리고분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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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령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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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촌리지구의 수촌리고분군의 공주지역 귀족층의 무덤으로 금동관모와 금동신발, 중국제 자기 등 당시로서는 최고 지배층의 무
덤에서 볼 수 있는 유물들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이를 통해서도 백제가 중국과 활발히 교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수촌리고분군 4호분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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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촌리고분군 발굴체험장

정지산유적은 유적 내에서 제사와 관련된 유물이 출토되고, 기와건물(瓦建物)의 구조 역시 일반 건물과는 다른 특수한 구조를 지
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유적은 국가 차원의 제의를 위해 만든 시설일 가능성이 높다.

정지산유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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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여지역
부여의 백제유적은 부소산성지구(부소산성·관북리백제유적), 정림사지지구(정림사지·쌍북리요지), 부여나성지구(능산리고분
군·능산리사지·부여나성·청산성), 청마산성지구(청마산성·능안골고분군·용정리사지), 구드래지구(구드래일원·왕흥사지)로, 왕
궁유적, 성곽, 고분, 사찰, 명승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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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구명
부소
산성
지구

부

정림
사지
지구

여

지

나성 지구

역
구드래 지구
청마
산성 지구

유 적 명

지정별 유형

시대

유적 및 출토유물

부소산성

사적 제 5호

백제

금동광배,‘大通’명문와편, 서복사지 등

관북리백제유적

사적 제 428호

백제

대형건물지, 목곽창고시설, 연못·도로유적
도로유적, 명문와 등

정림사지

사적 제 301호

백제

쌍북리요리

사적 제 99호

백제

마루끝장식기와, 인명와편 등

능산리사지

사적 제 434호

백제

금동대향로, 백제창왕명석조사리감,
우물, 구들·배수시설 등

능산리고분군

사적 제 14호

백제

사신도, 금동제장신구 등

부여나성

사적 제 58호

백제

성벽, 문지, 백제우물, 목간 등

청산성

사적 제 59호

백제

건물지 등

구드래일원

명승 제 6호

백제

왕흥사지

사적 제 427호

백제

‘王興’명문와편, 청동사리함 등

청마산성

사적 제 34호

백제

자배기,‘각씨우물’우물터 등

능안골고분군

사적 제 420호

백제

귀족계층 고분 60기, 백제인 인골 등

‘定林寺’명문와편, 도용, 납석제삼존상
정림사지 5층석탑, 석불좌상 등

수북정, 부산 각서석 등

부소산성지구는 부소산성과 관북리백제유적으로 포함한 지구로서 사비시대(538~660) 백제의 왕궁이 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배후에 자리한 부소산성은 마지막 피난성이자 왕실의 후원 역할을 했던 곳이다.

관북리백제유적과 부소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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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지 유적

연못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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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림사지는 전형적인 백제시대 가람배치를 보여주는 사찰유적으로, 사비도성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다. 5층석탑은 백제시대 정
돈된 형식미와 세련된 완숙미를 보여주는 우리나라 석탑의 시원양식으로 목탑에서 석탑으로 예술 양식이 발전해가는 단계를 보여주
는 유산이다.

정림사지 유적전경

정림사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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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지구의 나성은 시가지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 성곽으로 방어역할 뿐 아니라 국가와 국왕의 위엄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시설물
이다. 백제만의 성벽축조 기술이 발달하였으며 이는 곧 중국, 일본에 확산되었다.
능산리고분과 능사는 백제왕실의 무덤과 사찰로서 나성의 동측에 입지하고 있다. 능사에서 금동대향로와 백제창왕명석조사리
감이 출토되었다.

능산리고분과 능사

부여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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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드래지구는 백마강을 통한 행상교역의 중심지인 구드래와 왕실의 사찰인 왕흥사지가 있다. 구드래는 도성의 방어와 국제해상
교류의 역할 뿐 아니라 뛰어난 자연경관으로 우수한 많은 문화유적이 주변으로 분포하고 있다.
왕흥사지는 죽은 왕자를 위해 건립한 백제사비기의 원찰로서 목탑에 봉안된 사리함인 창왕명사리기의 출토로 왕흥사의 축조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접하여 사찰건립에 필요한 기와공급시설로 백제시대 가마터가 확인되었다.

구드레 일원

왕흥사지 유적전경

왕흥사지 목탑 출토 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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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익산지역
익산유적지구는 백제 무왕대의 유산으로, 금마왕궁권역(미륵사지·왕궁리유적·제석사지·익산쌍릉 등)과 입점리권역(고분군
등)인 왕궁관련시설, 사찰, 관방, 왕릉 유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

지구명

익

산

금마
왕궁
권역

지

역

입점리
권역

유 적 명

지정별 유형

시대

유적 및 출토유물

미륵사지석탑

국보 제11호

백제

금동사리외호, 금제사리내호, 사리봉영기 등 19종 9,700점

왕궁리오층석탑유물

국보 제123호

백제

사리병, 금제금강경판, 사리함, 금동불상

왕궁리 오층석탑

국보 제289호

백제

‘왕궁사’명 기와, 백제토기 등
거대 주형광배, 백제토기, 기와 등

익산연동리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45호

백제

미륵사지당간지주

보물 제236호

통일신라

익산쌍릉

사적 제87호

백제

금제투각금구, 옥장식, 관제

익산토성

사적 제92호

백제

인장와, 백제토기 등

미륵사지

사적 제150호

백제

삼원병립식의 가람배치, 석탑, 당간지주,

익산제석사지

사적 제405호

백제

1탑1금당식 백제가람,‘제석사’명문와 등

왕궁리유적

사적 제408호

백제

대형건물지, 정원시설, 대형화장실, 금·유리공방시설‘수부
명’기와 등

태봉사삼존석불

전북유형문화 제12호

백제

미륵산성

전북기념물 제12호

백제

안상이 조각된 방형 대좌의 당간지주 2기

백제후기의 삼존석불
‘금마저성’
‘금마군’
,
명문와, 백제토기 등

낭산산성

전북기념물 13호

백제

백제토기도요지

전북기념물 14호

백제

태극문 수막새, 토기편, 자기편 등

금마 도토성

전북기념물 70호

백제

‘금마저’명 기와, 인장와 등
‘사자사’명 기와 등

삼족토기, 개배 등

사자사지

전북기념물 제104호

백제

미륵사지석등 하대석

전북문화재자료제143호

백제

한국석등의 시원양식

제석사폐기유적

익사시 향토유적

백제

연화문수막새, 소조천부상, 소조악귀상, 소조동물상, 백화편 등

입점리고분

사적 제347호

백제

금동제관모, 금동제신발, 금동제수식, 중국청자 등

웅포리고분군

전북기념물 제98호

백제

고배, 개배, 삼족토기, 직구호 등

어래산성

전북기념물 제173호

백제

백제시대 토기편, 기와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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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리유적은 백제말기 무왕대 조성된 왕궁터로 건물지, 정원시설, 부속시설 등이 치밀한 계획하에 조성되었다. 고대 도성 중 유
일하게 규모가 확인된 왕궁시설로 궁장 및 내부시설을 갖추고 있다.

왕궁리유적 복원도

왕궁리유적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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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사지는 백제말기 무왕대 익산경영을 근거할 만한 백제 최대규모의 국가사찰이다. 삼원병립식의 가람배치로 3탑3금당, 강당,
승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찰로서 미륵불국토를 실현하고자 했던 백제인의 세계관이 반영된 유산이며 미륵사 석탑은 한국석탑의 시
원형식이다.

미륵사지 전경

미륵사지석탑출토 사리장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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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사지 석탑

유리구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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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석사지는‘관세음응험기’의 백제 무왕대 익산천도를 입증하는 대표적 자료이다. 왕실사찰로서 왕실과 재지세척간의 관계를
위해 제석신왕과 국조신상이 결부된 사찰이다.

제적사지 목탑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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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쌍릉은 백제 사비시대 왕릉과 동일한 형태로 횡혈식 석실분이다. 석실 출토 목관의 재질은 무령왕릉 출토 관재와 같은 금송
으로 피장자의 신분을 증명하고 있다. 대왕묘와 소왕묘로 불리는 분묘2기가 100m 간격을 두고 입지하고 있다.

익산 쌍릉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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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리고분군은 출토유물을 통해 지방 세력의 정치적·문화적 위상을 추정할 수 있는 유적이다. 중국제 청자 등 출토유물을 통하
여 재지세력의 선진문화 수용과 백제 중앙문화를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입점리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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