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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城은 국가, 문명의 발생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서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종교
의 중심지이며, 그 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는 문화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속에는 도성의 건설에 필요한 최고의 기술과 당대의 사상 등 무수한 유무형의
유산이 집약되어 있다. 따라서 도성 유적은 세계유산의 등재 가치에서 중시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장 잘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세계 각국
의 도성 관련 유적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우가 월등하다.
서력 기원을 전후한 시기부터 7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수도를 몇 차례나 옮기면
서 독창적인 문화의 꽃을 피웠던 백제는 일반적으로 그 도읍을 중심으로 漢城百濟
時代, 熊津百濟時代, 泗沘百濟時代의 3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록 천도
의 사실 여부로 논쟁이 되고 있지만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로서의 위상을 오롯이 간
직하고 있는 익산 지역을 백제의 도성 범주에 포함시키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발
표에서는 서울, 공주, 부여, 익산을 아우르는 백제의 전 시기 도성 유적을 대상으로
궁성과 왕릉, 종교 건축 및 이들을 조영하는 데 이용된 토목 기술 등 도성사적 관
점에서의 특징과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평지 궁성과 배후 피난성의 양성 구조
백제 도성제의 가장 큰 특징을 들자면 평상시에 왕이 거하는 궁성(宮城)을 평지
에 두고, 전시 등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배후 산지에 피난성(避難城)을 갖
추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비단 백제 뿐 아니라 동 시대의 고
구려, 신라 등에서도 적용되던 삼국시대 도성제의 독특한 요소이기도 하다.
우선 한성시대의 도성제를 보면, 평상시 궁성으로는 백제의 첫 도읍인 하남 위례
성으로 인정되는 풍납토성(風納土城)이 존재하며, 3세기 중후반경 방어적 기능을
강화한 몽촌토성(夢村土城)을 축조하여, 475년 고구려에 의해 함락당할 당시에는
북성(北城)과 남성(南城)의 양궁성(兩宮城) 체제를 이루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궁성
의 북쪽에 흐르는 한강(漢江)은 외적을 막아주는 천혜의 방어선 역할을 하였고, 한
강에 연접하여 방어성인 아차산성과 삼성동토성을 축조하여 궁성 방어의 전초 기지
로 삼았다. 또한 궁성 배후의 남한산(南漢山) 자락에 위치한 이성산성, 남한산성

등은 현재로서는 한성백제 때의 산성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간의 발굴조사
결과를 보건대 각각 고구려 성벽 이전의 초축 성벽과 백제시대 토기편이 포함된 구
덩이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백제시대에 이미 점유했던 유적임에는 틀림없다고 판
단된다. 그렇다면 이들은 기능적으로 도성의 최후 방어를 목적으로 축조한 방어성
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따라서 백제는 한성시대에 이미 한강과 남한산 등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양궁성과 방어용 산성을 건설한 독특한 도성 체제를 구축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체제는 고구려의 남침으로 갑작스럽게 천도하게 된 웅진시대에도 엿볼 수
있다. 비록 천도를 위한 준비 기간이 부족하였고, 도읍으로서의 존속 기간도 60년
남짓에 불과하여 도성의 구조가 제대로 갖추어 졌는지는 의문이 들지만, 문헌 기록
과 그간의 발굴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건대, 금강(錦江)을 끼고 위치한 공산성(公山
城)이 왕궁성으로 기능하였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공산성은 그 입지와 성격
으로 볼 때, 평시 거성의 성격보다는 방어적 성격이 짙은 한성시대의 몽촌토성에
비견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공산성 밖의 남쪽 평지에 별도의 왕궁터가 존재하
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설혹 궁성 또는 피난성으로 공산성 하나
만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웅진시대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백제는 538년 공주에서 부여로 천도를 단행하여 사비시대를 열었다. 발굴조사
결과 부소산성 남단의 관북리(官北里) 일대에 왕궁과 그 남쪽의 평야지대에 시가지
를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배후의 부소산성(扶蘇山城)은 전시를 대비한 피난성이
자 왕실 후원의 기능을 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양성 구조를 갖춘 사비도
성은 북서쪽으로 흐르는 백마강(白馬江)과 외곽 방어성인 나성(羅城)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방어 조건을 띠고 있어 한성시대의 도성 체제를 보다 완전하게 계승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끝으로 익산 지역은 만경강과 금강을 끼고 서해로 진출하기에 용이한 교통의 요
지로 인근에 너른 평야지대를 보유한 도시 발달의 최적지로서 평지의 왕궁리(王宮
里) 유적을 중심으로 주변으로 미륵산성과 금마 저토성 등 10여개가 넘는 산성들
로 둘러싸인 도성 구조를 띠고 있다.

2. 도성 건축과 토목 기술
궁전과 관청, 도로 등은 궁성 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건축물로서 이들의 존재를
통해 궁성 또는 도성의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지표이다. 즉, 이들은
국가 및 왕조의 상징물로서 도성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점에 최상의 기술과 공력
을 동원하여 축조하는 게 일반적이다.

풍납토성에 대한 연차적인 발굴조사 결과 궁전 또는 제사 건물로 추정되는 건물
지의 발견이 잇따르고 있고, 최근에는 초석과 적심을 갖춘 기와 건물지가 다수 발
굴되었다. 이 일대에서는 남-북․동-서 방향의 도로와 도로를 따라 정연하게 배치
된 창고들도 발견되어 궁성 내 도시 구획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공산성 내의 대규모 왕궁 추정 건물지와 용수 저장시설, 목곽고 및 부여 관북리 일
대의 대형 기단 건물지와 도로, 목곽 창고, 그리고 익산 왕궁리 유적 등에서도 공
통적으로 관찰된다.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궁성과 성 내부의 핵심시설인 궁전, 관청, 도로 등의
건축을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토목 기술이 요구되는데, 백제의 토목기술이야 말
로 가히 동아시아 최고라 할 만큼 뛰어나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풍납토성은 너비
43m, 높이 11m가 넘는 3.5㎞ 둘레의 거대한 토성으로, 성벽을 축조하는 데는
‘판축법(版築法)’이라는 대표적인 고대 토목기술이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성벽은
우선 기저부의 정지작업을 거쳐 중심 토루를 만든 후 사질토와 점질토를 반복하여
쌓아 올린 견고한 판괴를 여러 겹 덧붙여 나가는 방식으로 축조하였다. 성벽의 제
일 안쪽에는 강돌을 깔고 석축을 하여 마무리했는데, 이는 토사의 흘러내림과 밀림
을 방지하는 한편 배수의 기능도 겸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방법은 사비기까지 그대로 계승되어 부소산성 역시 풍납토성과 유사한 방
식의 판축 공법으로 축조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부여 나성에서는 풍납토성에서
도 발견된 ‘부엽법(敷葉法)’이 이용되었다. 부엽법은 지반이 연약한 구간을 보강하
기 위하여 흙 사이사이에 나뭇잎 또는 나뭇가지 등의 식물유기체를 깔아 성벽을 축
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나라 때 중국에서 전래되어 백제에서 응용된 독특한 기법
으로, 일본 큐우슈우의 미즈끼(水城), 오오사까의 사야마이케(狹山池) 등 제방 관련
유적에서도 발견된 바 있어 백제 토목기술의 일본 전파 과정을 직접적으로 보여주
는 중요한 자료이다.
3. 왕릉의 조성과 호국 사찰의 건립
백제 도성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왕릉(王陵)도 빼놓을 수 없다. 한성시대의 풍납
토성과 몽촌토성의 남쪽으로는 방이동 고분군, 석촌동 고분군, 가락동 고분군 등
왕족의 무덤이 함께 조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제 강점기만 해도 80기 이
상의 고분(그 중 ‘석총(石塚)’이 66기)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된 석촌동 고분군
(石村洞 古墳群) 일대에는 일제강점기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290기가 넘는
고분이 밀집돼 있었다는 새로운 연구 성과가 소개되었다. 궁성 근처에 왕릉을 조성
한 경우는 무녕왕릉(武寧王陵)으로 대표되는 공주의 송산리(宋山里) 고분군도 마찬
가지이다. 다만 사비시대의 왕릉군인 부여 능산리(陵山里) 고분군이 나성의 동쪽

바로 바깥 구릉 하단에 위치한 점이 특징적인데, 이는 횡혈식 석실분의 입지적 특
성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무왕(武王) 부부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쌍릉(雙陵)이 익
산에 위치하는 점은 익산이 고도로서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대목이다.
삼국시대 도성제를 보면 삼국시대 후기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도성 내에 호국 불
교 성격의 대규모 불사를 행하였던 것이 특징적이다. 비록 한성시대에 이미 불교가
전파되어 “한산에 불사를 세웠다(創佛寺於漢山)”는 기록이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
유적이 발견된 바는 없다. 대체로 사비시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불사가 이루어졌는
데, 부여의 정림사와 왕흥사, 익산의 미륵사와 제석사가 대표적이다. 사비도성의 핵
심 사찰인 정림사(定林寺)는 중국풍의 소조상과 5층 석탑이 인상적이고, 삼국유사
기록에도 등장하는 왕흥사(王興寺)는 목탑지 하부에서 발견된 사리기 세트가 획기
적이다. 익산 미륵사(彌勒寺)는 무왕대에 창건된 백제 최대의 사찰로 국내 유일의
삼원 가람 배치가 특징적이고, 2009년 서탑의 해체 과정에서 사리기 일괄과 사리
의 봉안 내력을 적은 금판 사리봉안기가 발굴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미
륵사 외에 고대 제석신앙을 표방했던 제석사(帝釋寺)도 왕실의 원찰로서 익산 천도
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백제는 서울에서 시작하여 익산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한반도
의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하며 훌륭한 문화유산을 창조하였다. 특히 도성의 건설에
반영된 특징적인 구조와 건축물, 토목과 공예 기술 등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가
치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한강을 기반으로 건국하고 서해를 통해 활발한 해상활동
을 영유한 백제는 고구려, 신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 등 인접 국가와도 활발히 교섭
함으로써 동아시아 고대 문화 교류의 중추 역할을 감당하였다. 모쪼록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백제 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 세계성을 인정받아 온 인류가 공통으로 계승,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Baekje Capital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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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pital city follows developments together with a country and its civilization, serving as
the center of a country’s political, economic and religious activities, and becomes the
crystallization of the country’s highest level of cultural attainment. Thus a capital city
incorporates the highest achievements of technology required for the construction of the city
and contains numerous tangible and intangible examples of the ideas of an era. The historical
sites of capital cities can therefore be regarded as the highest embodiments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needed for inclusion in the list of world heritage sites, and in reality, various
sites of capital cities around the world have boasted an excellent record of inclusion in the
World Heritage List.
Baekje boasted unique cultural achievements while it relocated its capital city several times
in the course of its history that lasted nearly seven centuries from around the beginning of the
Common Era. The history of Baekje can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based on the respective
capital cities, namely the Hanseong Baekje period, the Ungjin Baekje period and the Sabi
Baekje period. Although there have recently been disputes regarding the facticity of the transfer
of the capital, the current dominant opinion is that the Iksan region, which preserves its status as
the last seat of government of Baekje, should be included as one of the capital cities of Baekje.
Therefore, in this discussion, I will address all of the capital city sites covering the entire period
of Baekje, including Seoul, Gongju, Buyeon and Iksan and examine the unique features and
values of Baekje’s royal palaces, royal tombs, and religious buildings as well as the civil
engineering technology used in their construction as contributions to the study of the history of
capital cities.
1. Dual Structures Consisting of Royal Palaces in the Flatlands and Castles of Refuge in
the Ramparts
One major feature of Baekje’s capital city system was that the royal palace where the king
resided was located in the flatlands being used in ordinary times, whilst there was also a fortress
of refuge located in the mountainous area behind the city in preparation for urgent situations as
in times of war. This feature was not only found in Baekje, but was a unique element of the
capital city arrangements throughout the Three Kingdoms period being also found in Goguryeo
and Silla.
First, examining the capital city arrangement in the Hanseong period, we must note the
existence of Pungnaptoseong Earthen Walls, which served as the royal palace during ordinary
times and which is identified as part of Wiryeseong in Hanam, the first seat of government of

Baekje. Mongchotoseong, with reinforced defensive functions, was constructed in the mid or
late 3rd century and it is conjectured that Baekje formed a dual palace system consisting of
Bukseong and Namseong at the time the country was defeated by Goguryeo in 475. The
Hangang River, which flows on the northern side of the royal palace, served as a natural defense
against external enemies, and Achasanseong and Samseongdongtoseong were fortresses
constructed adjacent to the river to serve as the vanguard bases in defense of the royal palace.
Also, ramparts including Yiseongsanseong and Namhansanseong, located on the foot the
mountains of Nahamsan, have not yet been confirmed as constructions from the Hanseong
period of Baekje, but the results of excavations completed so far indicates that they are clearly
historical sites already occupied during the Baekje era. This is indicated by the rampart walls
initially constructed prior to the Goguryeo walls, and the discovery of a pit including shards of
earthenware from the Baekje period.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se
sites were defensive fortresses constructed for the purpose of final defense of the capital city.
Therefore, we can conclude that even as early as in its Hanseong period, Baekje optimally
utilized the natural topographical features of the Hangang River and Namhansan Mountain to
construct a dual fortress system and defensive mountain fortress walls, constituting a unique
capital city system.
The features of this system are also evident in the Ungjin period, after the sudden relocation
of the capital city due to the invasion of Goguryeo from the north. Although the kingdom did
not have sufficient time to prepare for the transfer of the capital, and although being questioned
whether the site had been fully equipped with the structure of a capital city because the new seat
of government lasted only a short period of around 60 years, documentary evidence and the
results of excavations hitherto completed seem to clearly indicate that Gongsanseong, located
alongside Geumgang River, did function as the royal palace. However, in terms of its location
and its features, Gongsanseong has more of the character of a defensive location rather than a
place of ordinary residence, and therefore is more comparable to Mongchontoseong in the
previous Hanseong period. Considering this, we cannot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the site of a
separate royal palace may have existed in the southern flatlands outside Gongsanseong.
However, even if Gongsanseong was the only site existing to function as a royal palace or
fortress of refuge, this can be easily understood as attributable to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the Ungjin period.
In the year 538, Baekje implemented the transfer of its capital city from Gongju to Buyeo,
thereby entering into the Sabi period. Excavation research has established the likelihood that the
royal palace was located in the Gwanbuk-ri region south of Busosanseong, and that the urban
area was formed in the plain regions to the south. Busosanseong, positioned behind the city, has
been identified as the palace of refuge constructed in preparation for war, which also functioned
as rear gardens for the royal household. The Sabi capital city, thus equipped with a dual
structure, had naturally advantageous defensive features formed by the Baekmagang River
flowing northwest and Naseong, the external ramparts, thus fully inherited the capital system of
the Hanseong period.

Lastly, the Iksan region was strategically located for transportation alongside the
Mangyeonggang River and Geumgang River, with easy access to the western sea, and also
possessed wide areas of plains nearby, thus making it an optimal site for urban development.
Centered on the Wanggungri site located in the flatlands, this region forms a capital structure
surrounded by over ten mountain fortresses, including nearby Mireuksanseong and Geumma
Jeotoseong.
2. Construction of Capital Cities and Civil Engineering Technology
Within the royal capital, the royal palaces, administrative buildings and roads formed the
key structures, and their presence serve as decisive key indicators of whether the site was a
royal or capital city. In other words, these structures were symbols of the country and the royal
dynasty, and were therefore usually positioned in the most important location within the capital
and built with the highest levels of technology and engineering skills available.
Multiple excavations of Pungnaptoseong has led to a series of discoveries of the site
presumed to have belonged to royal palace buildings or ancestral shrines, and multiple sites of
tile roof buildings equipped with cornerstones and foundation stones have been recently
uncovered. Also in this region, roads have been found being arranged along the north-south and
east-west axes and warehouses in orderly arrangement along these roads, revealing an aspect of
the spatial arrangements within the royal city. Such orderly arrangements are commonly
observed within Gongsanseong in the building sites presumed to be large scale royal palace, the
water storage facilities, and wooden storage units, while in the Gwanbuk-ri area of Buyeo and
the Wanggungri site located in Iksan, there are large scale stylobate building sites, roads and
wooden warehouses all attesting to these trends.
Highly developed engineering technology was required to construct the interior of the royal
capital surrounded by solid fortress walls and the key facilities within the capital including royal
palaces, administrative buildings and roads, and the civil engineering technology of Baekje can
confidently be claimed have reached the highest level in East Asia. A representative example is
Pungnaptoseong in Seoul, which is an immense earthen fortress with a width of 43m, height of
11m and spanning 3.5

in length, and these fortress walls have been identified as a

construction using a compression technique referred to as “Panchukbeop,” one of the leading
examples of engineering technology in the ancient period. The fortress walls were built by first
forming the central earthen base through earthwork on the foundation section, and alternately
piling sandy soil and clay soil to build multiple layers of solidly stamped earth. The innermost
section of the walls was lined with river stones for the stonework finish, and this is presumed to
have prevented the soil from falling or being pushed while also serving drainage functions.
These techniques were transmitted down to the Sabi period, and thus we find that
Busosanseong was constructed using compression techniques similar to that found in
Pungnaptoseong. Notably, in Naseong located in Buyeo, the technique using leaves and twigs
referred to as “Buyeopbeop” was applied, a technique which had also been discovered in
Pungnaptoseong. The “Buyeopbeop” technique involves layering plant organisms such as

leaves or twigs in between layers of soil to reinforce sections where the foundation is weak
when building earthen walls. This is a method that originated in the Han Dynasty of China and
that was transmitted to Baekje where it was uniquely applied. This technique has also been
discovered in earthwork related sites in Japan such as Mizuki in Kyushu and Sayamaike in
Osaka, providing direct and important evidence of the dissemination of Baekje’s engineering
technology to regions in Japan.
3. The Formation of Royal Tombs and the Founding of Buddhist Temples in Defense of
the Homeland
Royal tombs were an indispensable component of the capital cities of Baekje. During the
Hanseong period, we find tombs of the royal family in Bangi-dong, Seokchon-dong, and Garakdong arranged to the areas south of Pungnaptoseong and Mongchontoseong. As regards the
ancient tomb site in Seokchon-dong, where eve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it was
reported that more than 80 tombs remained (among which 66 units were reported to be stone
tombs), recent research closely examining the records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as
newly revealed that over 290 tombs existed concentrated in this area. A similar example of royal
tombs built near the royal capital is the tomb site in the Songsan-ri area of Gongju, represented
by the renowned Tomb of King Muryeong. One special feature of the ancient tomb site in
Neungsan-ri in Buyeo, a royal tomb site from the Sabi period, is that it is located at the bottom
of the hills immediately outside the east side of Naseong, and this is due to the locational
conditions of corridor-style stone chamber tomb. The fact that Ssangneung, a tomb presumed to
belong to King Mu and his wife, is located in Iksan raises the probability that Iksan functioned
as an ancient capital.
Observing the capital cities in the Three Kingdom era, it is noticeable that from the latter
years of the Three Kingdom era, large-scale Buddhist ceremonies were held within capital cities
with the sponsorship of the state government with the intent of promoting defense of the
homeland. Although Buddhism had already been disseminated during the Hanseong period,
with a documentary record stating that “a Buddhist temple was built in Hansan,” we have yet to
discover any related historical Buddhist sites from that period. In general, Buddhist temples
became fully fledged in the Sabi period, among which Jeongnimsa and Wangheungsa temples
in Buyeo and Mireuksa and Jeseoksa temples in Iksan are the leading examples. Jeongnimsa,
which was the central temple in the capital city of Sabi, is impressive for its clay statue
following a Chinese style and its 5 story pagoda, while Wangheungsa, a temple that is also
mentioned in the book Samgukyusa, is famed for the discovery of a set of sarira containers in
the lower section of the tower pagoda. Mireuksa, a temple located in Iksan, was Baekje’s largest
Buddhist temple constructed in the reign of King Mu, and is unique because of its layout, the
only example of a three-sectioned temple layout arrangement in Korea, and in 2009, the temple
received much public attention upon the discovery of a set of a sarira reliquary and a gold plate
inscription describing the origins of the sarira container, found during the disassembly of the
western pagoda. In addition to Mirueksa temple, Jeseoksa, a temple upholding the ancient faith

in Śakra-Devānam Indra, also served as a memorial temple for the royal family and further
supports the belief that the capital was transferred to Iksan.
As examined above, Baekje created an outstanding cultural heritage during the long period
in which it established itself as a leading kingdom within the Korean peninsula, from its first
capital city in Seoul to its last in Iksan. Most notably, Baekje’s characteristic structures and
buildings and the engineering and craftsmanship embodied in the capital city represent
achievements that stand out in the history of the world. Moreover, with its basis on the Hangang
River, Baekje widely expanded its maritime activities on the western sea, actively engaging in
exchanges with not only Goguryeo and Silla but with also other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China and Japan, serving as a central nexus of ancient culture. I hope this opportunity will set
the foundation for a global appreciation of the outstanding and original achievements of
Baekje’s culture, so that they may be inherited and developed as a shared legacy of humanity.

백제역사유적지구 경관 보존･관리의 기본과제
이 경 찬
(원광대학교 교수)

I. 머리말
유네스코 등재유산에 대한 보존관리계획은 기본적으로 유산의 원형보존, 주변지
역을 포함한 유산의 경관보존관리, 유산의 활용가치 증대 등 3가지 관점을 토대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 유산의 원형보존이 자연재해나 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요인으
로부터 유적이나 유구, 유물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 유산의 활
용가치 증진이라는 관점은 교육이나 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발전 차원에서
유산이 지니는 경제적 잠재력을 제고시키는데 초점을 두게 된다. 이들 관점은 유적
이 지니는 내재적 가치의 보존과 활용가치의 증진 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종종 서로 상충되는 접근방법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곤 한다. 반면에 유산의
경관보존관리는 개별 유산이나 유산을 구성하는 단위유적(건조물․유적‧유구‧유물)
은 물론 유산의 주변지역을 포함한 광역적인 측면에서 역사성과 장소성을 보존하면
서 개별 유산을 보호하고 활용가치를 증진시키는 보존관리에 초점을 두게 된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동질한 공간영역 안에
위치한 개별유산과는 달리 공주, 부여, 익산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공간영역을 점
유하고 있는 유산들의 집합체로서 연속유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등재 후보
로 설정된 개개의 유산들은 서로 다른 특성(성격과 구성형태, 공간영역)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유산의 보존관리가 단일한 시점보다는 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
한 기준 아래 세부적으로는 서로 다른 접근방법이 취해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개개 유산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구성형태나 입지형태는 주변 지역과 연계한
유적지의 경관보존관리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본 논고는 백제역사유적지구를 구성하는 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관 측면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존관리정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기본과제를 도
출해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체적인 논고의 흐름은 경관보존관리 측면에
서 개별 유산들이 지니고 있는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잠재력과 문제점을 도출
하고, 유산의 역사적, 장소적 가치의 보존과 활용가치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II. 경관보존관리의 기반요소로서 백제역사유적지구 개별유산 현황
II-1.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등재후보 개별유산의 기본유형
공주, 부여, 익산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백제역
사유적은 한성기 백제로부터 웅진 천도 이후 백제사에서 후기에 해당되는 웅진, 사비
기 백제의 도성과 관련된 유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대도성의 관점에서 관련유적은
크게 궁성유적, 사찰유적(寺趾), 능묘유적, 제사유적, 시가유적, 관방유적, 생산유적,
교통유적 등 8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 가운데 보편적인 역사적 가치를 지
니고 있으면서 보존상태가 양호한 유적을 중심으로 궁성유적, 사찰유적, 능묘유적,
관방유적 등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7개의 유적지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의 등재
를 위한 1차 후보로 설정되었다. 지역별 분포와 연계하여 개별유적들을 살펴보면 공
주, 부여, 익산에 분포하고 있는 백제역사유적들 가운데 유적으로서 궁성유적으로서
공주 공산성과 부여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익산 왕궁리유적 등 3개 유적(군)이 설
정되었으며, 사찰유적으로 부여 정림사지와 익산 미륵사지 등 2개 유적(군), 능묘유
적으로서 공주 송산리고분군, 관방유적으로서 부여 나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II-2. 경관보존관리를 위한 유산별 특성 분석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보존관리계획은 개별 유산이 지니고 있는 내적특
성으로부터, 주변 지역과 연계한 자연환경여건, 입지여건, 조망여건 등 환경특성,
그리고 법적여건과 이용환경, 관련주체 등을 중심으로 한 외적특성 등 주변지역을
포함한 유적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
유산의 입지여건은 크게 시가지와의 관계, 유적지간의 관계, 지형적 입지여건 등
3가지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다. 먼저 시가지와의 관계 및 지형적 여건 측면에서 개
별 유산의 유형은 ①시가구역형 ②시가확장형 ③시가연담형 ④교외형 등 4가지 유
형으로 구분된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부여의 경우 시가구역형과 시가확장형, 시가
연담형 유산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주의 경우 시가연담형 유산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익산의 경우 교외형 유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유적지간의 관
계 측면에서 개별 유산의 유형은 ①독립형 ②연담형 ③인접형 ④복합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개별유산의 등재영역(property zone)이나 완충지역
(buffer zone)을 설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를 나타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등재
후보로 선정된 유산들은 대부분 연담형이나 인접형, 복합형 유산으로서의 특성을 나
타내고 있다.
한편 유산의 내적 특성에 기초한 유적의 경관구성요소는 크게 지형경관요소, 건조
물경관요소(건축물, 구조물), 단위유적경관요소, 조경요소, 부대시설경관요소 등 5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된다. 개별 유산을 구성하는 단위유적(건조물․유적‧유구‧유물)
은 다시 성곽, 담장(유구), 건물(지), 탑(지), 조경(시설)유구, 분묘, 배수(유구), 기

단(유구) 등 다수의 단위유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위유적의 현재 상태는 육안으로
관찰가능한 건조물, 발굴과정에 있는 발굴유구, 발굴 후 보존조치가 취해진 보존유
구,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하에 위치한 매장유구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유적
지별 경관구성형태는 유적지의 유형과 현재의 이용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III. 백제역사유적지구 경관보존관리의 기본과제
III-1. 백제역사유적지구 경관보존관리의 기본관점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경관보존관리는 크게 ①주변경관 ②경계경관 ③유적지 내부
경관 등 3가지를 대상으로 전개된다. 등재 후보로 선정된 개별유산의 경관보존관리
는 유산 자체의 경관 이외에 주변지역 및 타 유적지와의 연계성, 도시구조와의 연
계성을 고려한 통합적 경관보존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주변지역과 개
별유산의 통합적 인식체계에 기반을 둔 경관보존관리 측면에서 5가지의 기본관점
이 추출될 수 있다.
① 전체적인 도시구조(도성구조)와 개별유산의 통합적 경관체계 형성
② 개별유산의 장소성 확보
③ 개별유산의 구조적 특성 인식
④ 단위유산이 간직하고 있는 역사성의 인식성 확보
⑤ 백제역사유적지구에 기초한 통합적인 경관관리체계 구축
III-2. 백제역사유적지구 경관보존관리의 기본과제
1. 유네스코 등재유산에 기초한 개별 유산과 주변 경관보존관리를 위한 공간적 개념 설정
유네스코 등재에 기초한 경관보존관리를 위해서는 공간개념과 기준이 설정될 필
요가 있다. 현재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개별유산과 주변 경관보존관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와 문화재보호구역,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한 지구 지정
이 핵심적인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이나 고도보존특별법을 토
대로 구축된 공간개념을 세계문화유산 등재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property
zone이나 buffer zone과 직접 연계시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2. property zone과 buffer zone의 설정기준
먼저 단위유적의 구성형태와 연계하여 개별 유산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
우 선형의 구성형태를 취하고 있는 부여 나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적들이 면
형의 구성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 왕궁리유적이나 부여 부소산성, 공주
공산성과 같이 발굴조사결과 명확한 경계요소를 지니고 있는 유적들이 있는가 하면
부여 관북리유적이나 부여 정림사지, 익산 미륵사지, 공주 송산리고분군과 같이 개별

유적의 경계요소가 명확치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확인가능한 유적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것은 체계적인 유산 보존관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OUV와 연계한 유적지의 내적
특성과 환경특성, 외적특성을 토대로 유산별 property zone과 buffer zone이 명
확히 설정되고 이를 토대로 보존관리정책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3. 개별 유산과 주변지역을 통합한 장소성 확보
경관적인 측면에서 개별 유산은 주변 경관요소와 통합한 형태의 경관구성을 통하
여 유산의 장소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등재 후보로 선정된 개별 유산은 입지형
태나 주변 경관요소와 어우러져 서로 상이한 경관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개별 유산
과 주변 경관요소의 통합경관을 활용하여 유산의 장소성을 확보하는 데 무엇보다도
중시되는 요소는 유산의 경계경관이라 할 수 있다.
4. 조망권과 연계한 도시구조와 유산과의 통합체계 구축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공주, 부여, 익산으로
백제시대 도성과 관련된 유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등재후보로 선정된 유산들 대
부분은 고대 도성구조의 핵심요소로서의 역사성 뿐만 아니라 현재 도시구조의 일부
로서 도시생활과 연계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유산에 대한 보존관
리가 유산 자체에 대한 보존관리 이상의 고대 도성구조, 그리고 현재의 도시구조와
통합되어 그 일부로서 인식가능하도록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5. 단위유적의 활용성 고려한 유적 경관보존관리
역사유산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로서의 의미 이상의 일상생활과 연계한 활용성의
지니게 될 때 그 진정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역사유산은 어느 한 분야의 전유물이
아닌 시민, 국민 나아가서는 세계인의 공유재산으로서의 의미를 지녀야 한다. 전문
가의 복잡한 설명을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는 역사유산보다는 단순 방문이나 관찰
을 통해서 그 의미와 가치가 전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산의 공간구
조적 인식성이나 단위유적의 가시성 확보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

IV. 맺음말
잘 짜여진 유산의 경관보존관리(계획)은 첫째로 주변지역으로부터 발생하여 유적
으로 파급되는 개발압력이나 환경적 훼손요인으로부터 유적지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로 백제사 관점에서 개별 유산들이 분포하고 있는 3개 지역
의 역사성을 확보하는데 핵심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도성제나 도성구조, 도성체계와
연계하여 개별 유산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과 장소성을 확보하는 기초가 된다. 셋째
로 유산의 가치와 의미가 일상생활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Landscape Management System of Baekje Historic Sites
Kyung Chan Lee
(Professor of Wonkwang University)

I. Introducti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lans for historic sites included i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must be approached from three perspectives, encompassing the need to preserve
the original forms, to preserve the landscape of the heritage site including the surrounding
region, and to maximize the utilization of the heritage site value. While the conservation of
original forms focuses on protecting the historical site from natural disasters or damages arising
from the process of usage, the task of enhancing the value of the heritage is focused in
increasing the potential economic value of the historical heritage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 by means of linkage with educational or tourism programs. These priorities often result
in approaches that mutually conflict with one another in the pursuit of two objectives, namely
the objective of preserving the inherent value of the sites and the objective of promoting their
use-value. Meanwhile, efforts to preserve and manage the landscape of the site seeks to
maintain the historical value and locational specificity of not only the individual sites or the
individual unit of remains composing the site (historical constructions, sites, remains or
artifacts) but also of the wider areas surrounding the site which protects while at the same time
enhances the use-value of the individual heritage.
The Baekje Historic Areas, which is promoting to be nominated to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is a serial nomination comprised of a collective of historic remains that occupy
different spatial zones respectively in Gongju, Buyeo and Iksan, in contrast with individual
historical sites that are located within a single space. Also, the individual remains that have been
cited as candidates for inclusion in the heritage list respectively have different features
(characteristics, organizational forms, spatial zones). This signifies that rather than adopting a
single perspective in regard to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se sites, consideration
must be made of their respective unique characteristics and establish criteria that specifically
adopt differing approaches for each. In particular, the unique forms of arrangement or locational
patterns found in each individual historical site operates as an important variable when
establishing the proper direction of landscap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that is interlinked
with the surrounding reg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basic challenges t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a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olicy for the Baekje Historic
Areas in a manner that incorporates the unique area characteristics of the site. The overall
structure proceeds from analyzing the current conditions of each individual historical site from

the perspective of landscap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n the basis of which the potentials
and problems of each site are identified, with an emphasis on preserving the historical and
locational value of the site and its use-value.

II. Current Status of Individual Sites within Baekje Historic Areas as the Key
Elements for Landscap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II-1. Basic Categories of Individual sites within the Baekje Historic Areas that as
Candidate for Inclusion in the UNESCO Heritage List
The Baekje Historic Areas, nominated for the UNESCO World Heritage site, consists of
historic remains related to Baekje’s capital cities, concentrated in Gongju, Buyeo and Iksan and
spanning the history of Baekje from the period in which the capital was located in Hanseong up
to the latter period of Baekje following the relocation of the capital to Ungjin and then to Sabi.
Based on studies of ancient capital cities, the relevant sites can be categorized into 8 types,
namely palace sites, Buddhist temple sites, tomb sites, ancestral rite sites, city street sites,
defensive building sites, production sites and transportation sites. Among these, 7 historical sites
that represent the remains of palaces, temples, tombs and administrative buildings which have
universal historic value and are preserved in relatively good condition have been selected as the
initial candidates for inclusion in the nomination. In terms of their regional distribution, the
selections were made from among the sites distributed throughout Gongju, Buyeo and Iksan,
including three specific historical royal palace sites (groups), namely Gongsanseong in Gongju,
the Gwanbukri site and Busosanseong in Buyeo, and the Wanggungni site in Iksan, along with
two temple sites (Jeongnimsa Temple site in Buyeo and Mireuksa Temple site in Iksan), a tomb
site (Songsanri tomb site in Gongju), and a defensive building site (Naseong in Buyeo).
II-2.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Each Site for the Purpose of Landscap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To establish a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lan for the purpose of including the Baekje
site in the UNESCO heritage list, we must take a comprehensive approach based on a broad
analysis that proceeds from considering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of each individual site to a
broader consideration of the surrounding region, reflecting on natural environmental conditions,
locational features, scenic landscape features as well as other external characteristics such as
legal conditions, the usage, and relevant participating agents, etc.
The location conditions of the historical site can be analyzed from three broad perspectives,
respectively addressing the relation to urban areas, relations among historical sites, and the
topographic location conditions. First, in terms of the relation to urban areas and the
topographic conditions, the individual historical sites can be distinguished into four types,
namely the ①urban zone type ②the urban expansion type ③the merged conurbation type and
the ④suburban type. Examining the sites by region, it was found that Buyeo included a

combination of urban zone type and conurbation type historical sites, while Gongju mainly
consisted of merged conurbation type sites. By contrast, Iksan can be categorized as a suburban
type historical site. In terms of the relations among historical sites, the individual sites can be
categorized into ①the independent type ②the merged type ③the adjacent type and the ④
combination type. Although there may b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property zone or the buffer zone of an individual historical site, basically the majority of
the sites that were selected for inclusion had the characteristics of merged, adjacent or
combination type sites.
Meanwhile, the component landscape elements based on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of a
historical site can be broadly distinguished into five categories, namely the topographical
landscape elements, construction landscape elements (buildings and structures), unit site
landscape elements, scenic elements, and subsidiary facilities landscape elements. The units
(historical constructions, sites, remains and artifacts) that constitute the individual historical site
include multiple unit elements such as fortress walls, fences (or their remains), buildings (or
their sites), pagodas (or their sites), and the remains of landscaping (or landscaping facilities),
tombs, drainage facilities (or their remains), stylobates (or their remains). The current condition
of the unit of the historical site can be categorized to distinguish constructions that can be
visually observed, excavation remains that are in the process of excavation, preserved remains
that have been subject to preservation measures after excavation, and buried remains which are
still located underground awaiting excavation. The landscape configuration in each historical
site differs according to the type of the site and the form of its current usage.

III. Basic Challenges for Landscape Management in the Baekje Historic Areas
III_1. Basic Perspective on Landscap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Baekje
Historic Areas
Landscap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efforts in the Baekje Historic Areas targets ①
the surrounding landscape ②the border landscape and ③the landscape within the historic
areas. Landscap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for the individual sites selected as candidates
for the list must take into consideration not only the landscape of the site itself, but also its
interdependency with surrounding regions and other historical sites, and linkage with the urban
structure to form a comprehensive approach to landscap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Specifically, landscap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based on an integrated awareness of the
surrounding region in linkage with the individual sites must be focalized on the following 5
basic priorities.
① Creating an integrated landscape system encompassing the overall urban structure (the
structure of the capital city) and individual historical sites
② Securing the unique locational advantages of individual sites

③ Incorporating awareness of the structural features of individual sites
④ Emphasizing awareness of the historic values of each unit site
⑤ Building an integrated landscape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Baekje Historic Areas
III_2.The Basic Challenges for Landscap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in the Baekje
Historical Site
1. Establishing a spatial concept for the landscap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individual sites and their surroundings, with a focus on World Heritage.
To implement landscap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with the aim of inscription on the
UNESCO list, we need to establish basis of spatial concepts and criteria. When performing
landscap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individual sites slated as candidates for
inclusion in the UNESCO list and their surroundings, the cultural heritage and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zones designated by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nd the zoning designations
established by the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of Ancient Cities currently provide the key
frameworks. However, it is difficult to directly link the spatial concepts established based o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or the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of Ancient Cities with
the property zone or buffer zone delineation needed for inclusion in the World Heritage List.
2.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Property Zone and Buffer Zone
First, upon examining the features of individual historical sites in relation with the
configuration of each unit, we find that the majority of the sites are in a planar configuration,
with the exception of Naseong in Buyeo, which has a linear configuration. However, while
there are historic sites with clear boundaries identified through excavation such as the
Wanggungni site in Iksan, Busosanseong in Buyeo, or Gongsanseong in Gongju, there are also
numerous sites in which the boundary of the individual site is unclear as in the cases of the
Gwanbukri site in Buyeo, Jeongnimsaji in Buyep, Mireuksaji in Iksan, or the Songsanri tomb
site in Gongju, or in which the boundaries are only partially identifiable. This means that in
order to systematically implement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se sites, we must
clearly establish the property zone and buffer zone of each site based on the site’s internal,
environmental and external characteristics considered in linkage with OUV, and use this as the
basis for implementing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policy.
3. Securing Locational Uniqueness by Integrating Each Historical Site with the
Surrounding Region
For landscaping purposes,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locational advantages of each historical
site by arranging its landscape in integration with the surrounding landscape elements. The
individual historical sites selected as list candidates each feature differing landscape characteristics,
merged with the location pattern or the surrounding landscape elements. A critically important

factor in efforts to secure the locational uniqueness of a historical site by integrating the individual
site with the surrounding landscape elements is the site’s boundary landscape.
4. Creating a System Integrating the Urban Structure and the Historical Site in Linkage
with the Issue of Prospect Rights
The region of the the Baekje Historic Areas consists of Gongju, Buyeo and Iksan, which are
sites of the capital cities during the Baekje period and their related historical remains. The
majority of the sites selected are core components of the structure of ancient capital cities, and
therefore not only have historical value but also have important effects on contemporary urban
life as part of existing city structures. This indicates that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se legacies must reach beyond efforts to preserve the historical site itself, and seek to
integrate the structure of the ancient cities with our contemporary urban structures so that they
may function as an organic part of our cities.
5. Landscap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Historical Sites Incorporating the UseValue of Each Unit
Historical sites reveal their true value when they function not only as legacies from the past
but exercise use-values that interact with contemporary daily life. Historic sites should not be
considered the exclusive domain of a specialized field but rather have significance as a shared
property of all the citizens of a country, and furthermore of all members of our global society.
Instead of presenting historical sites as objects of knowledge that can be acquired only through
the complex explanations provided by a specialist, they should function to communicate
meanings and values to any visitor or observer. From this perspective, establishing an awareness
of the spatial structure of the sites and securing the visibility of each unit can serve as the first
step toward achieving these goals.

IV. Conclusion
A well-prepared plan for the landscap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historic sites first
of all performs a critical role in protecting the site from development pressures that arise from
surrounding regions and impact the site or from environmental damaging factors. Secondly,
such plans serve as the foundation for preserving the historical and locational value of the
individual historical site, in this case preserving the respectively unique historical characters of
the individual sites that have been distributed throughout the three regions over the course of
Baekje’s history and are interlinked with the institutions, organizational structures and systems
of the respective capital cities, features that have emerged as key topics in recent scholarly
discussions. Thirdly, such a plan will provide opportunities to interact with the values and
meanings of the historical site in daily life.

고대 동아시아 속의 백제문화와 그 가치
정 재 윤
(공주대학교 교수)

Ⅰ. 서론
한반도의 중서남부에 자리한 한국의 고대국가인 백제(B.C.18-A.D.660)는
678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백제는 존속하는 동안 끊임없이 동아시아 주변국과 교
류하면서 한국과 중국·일본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나갔다. 실제로 동아시아 각국
은 백제를 통해 공통의 국가체제와 사상·문화를 지향해 나갔고, 그 물적 증거가
웅진·사비시대 백제의 도성관련 유적들이다.
백제가 동아시아의 문화교류를 선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연지리적 환경과 정치적
요인에 기인하였다. 백제가 위치한 한반도 중서남부 지역은 동북아시아의 중앙지역
이며, 중국과 일본으로 가는 연안항로를 장악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정치적으
로 백제는 고구려와 치열한 항쟁을 하였다. 당시 동아시아 대표문화를 만들어낸 것
은 중국의 남북조였지만 대치국면으로 주변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반면에 백제는
자국의 필요에 의해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를 재창조했으며, 다시 한반도와
일본열도로 전수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함으로써 동아시아 문화의
흐름을 주도했다.
오늘날 우리는 백제 웅진·사비기 도성과 관련된 문화유산을 통해서 백제와 각국
의 문화교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공주 송산리고분군, 부여 나성, 익산 미륵사지
는 각각 왕릉과 도성의 성곽, 사찰유적으로 형태와 기능을 달리한다. 하지만 도성
과 관련된 시설물이라는 공통성을 지니며, 개별 유적은 동아시아 문화교류와 백제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Ⅱ. 동아시아 속의 백제 역사와 문화
1. 동아시아와 백제
백제와 동아시아 각국의 교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유적은 도성과 관련된 시설물
이다. 도성은 한 나라의 수도로, 왕성과 도읍지를 둘러싼 성곽까지 포함한 광역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곳에는 국가의 최고 지배자가 거주하며 그 나라의 정치·사
회·경제·문화의 중심지가 된다. 따라서 전근대사회의 동양에서 도성은 지배자의
권력 에 걸 맞는 특별한 위상을 갖추고 있었다.

동아시아 도성의 기본은 왕이 거주하는 왕궁과 성곽이 기본이지만 기능적으로는
왕궁과 왕릉, 제사구역과 사찰이 유기적으로 배치되어 하나의 공간을 구성하고 있
다. 왕궁 구역은 왕이 평상시 거주하는 곳으로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 공간이다. 왕
릉 구역은 역대 왕들의 능묘가 안치된 곳으로 죽은 권력의 공간이다. 따라서 살아
있는 권력의 공간인 도성의 밖에 만들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사찰은 불교의 교리를
설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종교시설이다. 불교는 왕을 중심으로 사회적·사상적 통일
을 지향해나가는데 크게 기여하였기 때문에, 사찰은 도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시설
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처럼 도성의 여러 가지 시설물에는 중국식 도성의 관념이 적용되었고, 이를 주
변나라로 확산시킨 것은 바로 백제였다. 그렇다면 이제 주변국과의 교류를 주도해
나갈 수 있었던 백제 사회의 원동력과 특질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초기부터 지속된 백제와 고구려의 전쟁을 들 수 있다. 백제는 끊임없는 중
국과의 교류를 통해 체제정비를 함으로써 고구려와의 다툼에서도 대등한 위치를 점
할 수 있었다. 둘째, 주변국과의 관계를 들 수 있다. 백제가 존속하던 시기 중국은
남북조 시대였다. 백제는 중국의 선진문물을 원하는 주변 나라들에게 적극적으로
문물을 전수하는 대신 이들 나라들이 지원할 수 있는 세력으로 만들었다. 셋째, 동
아시아 해상교역로를 주관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동아시아 공유문화를 형성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2. 백제의 역사와 문화
백제의 역사는 수도를 중심으로 한성시대(B.C.18-A.D.475)와 웅진시대(475538), 사비시대(538-660)로 구분된다. 백제가 국가사회에 이름을 널리 알린 것
은 근초고왕 때이다. 근초고왕은 남으로는 마한을 복속하고, 북으로는 중국의 군현
지역까지 진출함으로써 고구려와 한반도의 패권을 다투었다. 백제는 고구려와의 충
돌에서 승기를 잡고 이제까지 교역의 중심기구로서의 낙랑의 위상을 흡수하였다.
중국-한반도-왜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교역로를 구축함으로서 중국 동진으로부터
‘진동장군영낙랑태수(鎭東將軍領樂浪太守)’의 작호를 수여받은 것이다.
4세기 말 5세기 초가 되면서 백제는 고구려의 거센 반격에 시달려야 했다. 고구
려의 공세로 백제의 북쪽 영토는 점차 축소되었고, 백제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왕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체제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으로
부터 도성의 관념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하지만 이때의 도성 정비는 기존 왕성
의 시설물을 정비하거나 수리하는 형태였으며 방어성인 몽촌토성의 등장은 백제 특
유의 왕성 배치를 형성시켰다.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 도성의 관념은 보다 적극적으
로 수용되었으며, 왕릉의 경우 석촌동고분군에서 방이동고분군으로 옮겨지면서 구
릉지 위에 축조되는 중국 장묘 풍습 내지는 풍수지리사상의 영향이 나타난다.

웅진시대의 체제정비 역시 도성의 정비가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웅진의 입지
가 방어 중심의 전략적 요충지이듯이 왕성은 방어성인 공산성이었다. 왕릉 묘역인
송산리고분군은 자연 산세를 바탕으로 도성의 내부와 구분하였으며, 풍수지리사상
을 반영한 것이다. 중국과의 확실한 교류 흔적은 무령왕릉에서 보인다.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 양(梁)의 지배층의 무덤인 전축분이며, 내부에서는 다양한 각국의 유물
이 출토되었다.
사비는 계획적인 천도였기 때문에 중국 도성의 관념을 더욱 적극적으로 채택하였
다. 강변에 위치하고 평지성과 피난성의 전통적인 백제의 도성 구조를 이어가면서
도 사비 도성의 외곽에는 나성을 축조하였다. 나성은 동아시아 고대 도성에서 현재
에 남아있는 유일한 외곽 유적이다. 이 유적은 중국식 도성 관념의 전형을 보여주
어 교류사적인 측면에서도 큰 가치를 지닌다.
사비도성 내부에는 많은 사찰이 세워졌으며, 백제 왕들은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
고, 자신들의 원찰을 건립하면서 왕권강화를 시도하였다. 사비 도성의 중앙에 만들
어진 정림사지는 도성의 조영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그 배치는 후
대 일본의 사찰 조영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익산 왕궁리유적에서는 정연한 장방형의 구역을 동서남북의 궁장을 시설하
고, 내부에는 정전(政殿) 건물과 공방, 정원 등이 시설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곳에
서 출토된「首府(수부)」명 인장와는 이 유적이 왕궁과 관련된 시설임을 보여준다.
미륵사지는 익산지역에 조영된 백제 최대 규모의 사찰이다. 3탑3금당의 미륵신앙에
의해 축조되었다는 점, 현존하는 동아시아 최대 교모의 사찰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
가 매우 크다.

Ⅲ. 웅진·사비기 백제 도성관련 유적
1. 공주 송산리고분군
백제 웅진시대 왕실의 묘역으로, 13기 이상의 고분이 있지만 현재 총 7기의 고
분이 정비·보존되고 있다. 백제 전통의 횡혈식석실분과, 중국 묘제인 전축분이 공
존하고 있어 문화 교류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 특히 무령왕릉은 전축분으로 한국에
서 발견된 삼국시대의 고분으로 유일하게 피장자가 확인되었다. 발견된 108종
4,687여점의 유물은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산도 포함되어있어, 국제 교류의 일단
을 보여준다. 청자, 동경, 오수전 등은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주며, 전축분은 중국
고숭(高崧)의 가족묘 배치와 유사하다. 왕릉의 목관은 일본산 소나무로 만들어졌다.
반면 다리미와 청동거울 등은 일본의 다카이다야마(高井田山) 고분에, 환두대도는
일본 이치스카 고분군(一須賀古墳群) 17호분 등 많은 곳에서 일본에 영향을 준 사
실이 확인된다.

2. 부여 나성
나성은 사비도성의 안팎을 구분하며, 동아시아 고대 도성에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성곽 유적이다. 사비 도성의 가장 북쪽 자리한 부소산성으로부터 백마강변
의 염창리 일대까지 총 8킬로미터를 토석 혼축으로 쌓았다. 나성의 축조는 사비 도
성이 중국식 도성체제를 수용하였음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근거이다. 나성의 외
부에는 사비기 왕릉 묘역인 능산리고분군이 위치하고 있어 도성의 내부와 엄격히
구분되고 있다.
중국식 도성의 관념을 채택하였지만 축조 방법에 있어서는 백제만의 특수성이 나
타난다. 자연지형을 이용해서 판축공법으로 쌓되 저습지를 통과할 때는 부엽공법을
활용하였다. 이는 후에 큐슈(九州)의 다자이후(大宰府)와 미즈끼(水城) 유적의 축조
에도 상용되며, 나성의 방어 전략은 일본의 조선식 산성 구축으로 이어졌다. 나성
은 중국식 도성체제를 수용하여, 백제의 상황에 맞게 재창조하고, 이를 일본에 전
파했다는 점에서 고대 한·중·일 간 교류를 가장 잘 보여준다.
3. 익산 미륵사지
미륵사지는 기존의 백제의 대표적인 가람배치 양식인 일탑일금당(一塔一金堂)의
가람배치를 미륵사상에 맞게 3개를 나란히 합쳐 놓은 독특한 양식으로, 현존하는
최고의 사찰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미륵사 창건 설화가 전해지고 있고,
실제 발굴조사에서 중원의 목탑과 금당, 동·서원의 금당과 석탑의 존재가, 2009
년에는 서탑에서 사리봉안기가 발견되어 탑의 건립시기와 발원자가 확인되었다.
미륵사의 창건은 신라와 일본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신라의 황룡사 및 9층 목탑
건설, 일본 야마다데라(山田寺)의 배치 등에서 그 교류 흔적이 확인된다.

Ⅳ.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고대 동아시아 역사에 있어서 백제가 갖는 위상은 특별하다고
판단된다. 백제는 중국의 문화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였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재창
조했다. 그리고 이를 한반도 남부와 일본열도로 전하여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를 만
드는데, 일조하였다.
이처럼 동아시아 교류사에서 백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지만 멸망한 후 오랜
시간에 걸쳐 그들이 남긴 유적은 파괴되었다. 따라서 교류사적 의미를 증명할 수
있는 물질자료는 매우 희소하다. 이러한 점에서 웅진·사비시대 백제의 도성과 관
련된 유적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주 송산리고분군, 부여 나성, 익산
미륵사지 유적은 제각기 성격을 달리하지만 백제 내 어떤 유적들보다 세계사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백제문화의 우수성과 창의성을 담
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Baekje Culture and Its Values in the Ancient East Asia
Jae-Yun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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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Baekje (B.C.18-A.D.660), an ancient kingdom that was located in the southern mid-west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d a history that lasted 678 years. Throughout the years of its
existence, Baekje enaged in continual exchanges with its neighboring countries in East Asia,
thereby integrating Korea into a single sphere of networks with China and Japan. In actuality,
the role of Baekje enabled each country within East Asia to pursue common features in the state
system, ideas, and culture, and the physical evidence of Baekje’s mediating role is found in the
historic remains from the capital city of Baekje in the Ungjin and Sabi era.
The conditions of the natural geographical environment and political factors were some of
the reasons that Baekje was able to exercise leadership in cultural exchanges within East Asia.
The southern mid-west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ere Baekje was located occupies a
central position within northeastern Asia, and this enabled Baekje to occupy a dominant position
in the coastal routes connecting China and Japan. Politically, Baekje was engaged in fierce
contests with Goguryeo. Although it was the North and South Dynasties in China that created
the representative culture of East Asia during this time period, these dynasties could not afford
to actively engage with its neighbors due to confrontations closer at hand. By contrast, Baekje
was driven by its own necessity to absorb the products of China’s civilization, creatively
remolded these cultural imports, and then transmitted these recreations further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 and onward into the Japanese islands, thus cultivating conditions beneficial to
Baekje’s own national interest and playing a leading role in the cultural trends in East Asia.
Today, we can better understand the process of cultural exchange that took place between
Baekje and its surrounding countries by examining the site of the capital city of Baekje in the
Ungjin and Sabi period and the cultural legacies from this era. The Songsanri tomb site located
in Gongju, the Naseong in Buyeo, and the Mireuksa Temple Site in Iksan respectively refer to a
royal tomb, the fortress walls of a city, and the remains of a temple site, and thereby differ in
both form and function. However, they all share the characteristic of being facilities related to
the capital city and each individual historical site represents the epitome of cultural exchange in
East Asia and the highest cultural achievements of Baekje.

Ⅱ. The History and Culture of Baekje in East Asia
1. East Asia and Baekje
The facilities that were related to the capital city today comprise the historical sites that best

illustrate Baekje’s exchanges with various countries in East Asia. The term “capital city” here
refers to the wider capital region that includes not only the royal fortress and seat of government
but the surrounding fortress regions as well. Here resided the highest ruler of the country, and
the capital served as the center of the country’s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activities.
In pre-modern societies of East Asia, the capital city thus enjoyed a special status corresponding
to the power of the ruler.
Capital cities in East Asia were basically composed of the royal palace where the king
resided and the surrounding city walls, but functionally they featured not only the royal palace
but also the royal tombs, the area for ancestral rites, and temples in an organic arrangement that
formed a single space. The royal palace area was where the king resided on a regular basis, and
was the spatial core of the living power. The royal tomb area was where the tombs of previous
kings were located, and was the site of deceased power. For this reason, the tombs were by
principle positioned outside the city walls, enclosing the space of living power. The temples
were religious facilities created to disseminate the creeds of Buddhism. Since Buddhism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socially and ideologically unifying the country with the king as its
center, the temple became established as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capital city.
Thus the various facilities of capital cities reflected the Chinese conceptualization of city
layout, and Baekje was the country that disseminated these conventions to neighboring
countries. Now let us examin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Baekje and the factors that enabled
this country to exercise a leading role in exchanges with surrounding countries.
First of all, a key factor was the series of battles between Baekje and Goguryeo that had
persisted since the early years of their history. Baekje continually reinforced its institutional
system through active exchanges with China to establish an equal footing in its contest with
Goguryeo. A second factor was Baekje’s relationship with its surrounding countries. The period
of Baekje’s existence was coeval with the period of the North and South dynasties in China. In
exchange for actively transmitting the products of China’s advanced civilization to its
neighboring countries, Baekje cultivated these neighbors into forces of support. Thirdly, Baekje
oversaw the maritime routes of exchange in East Asia, thereby greatly contributing to
cultivating a shared culture in the East Asia region.
2. The History and Culture of Baekje
The history Baekje is divided into the Hanseong period (B.C.18-A.D.475), the Woongjin
period (475-538), and the Sabi period (538-660) based on the respective capital cities. It was
during the era of King Geunchogo that Baekje widely established its name in the inter-state
society. King Geunchogo subdued Mahan to the south, while to the north, he expanded all the
way to the Gunhyeon region of China, where he engaged in a contest of power with Goguryeo
for dominance in the Korean peninsula. Baekje raised its chances of victory in the ongoing
conflict with Goguryeo and embraced the status of a central player in regional exchanges, a role
that had had been hitherto occupied by Nakrang. The King of Baekje established a route of
exchange in East Asia that spanned from China to the Korean peninsula and on to Japanese

region, and thereby received the title of “Jindongjanggunyeonnakrangtaesu” (“General
Stabilizing the East and the Administrator-General of Lelang") from the Eastern Jin Dynasty of
China.
In the last years of the 4th century and in the early 5th century, Baekje suffered from a
strong counteroffensive from Goguryeo. Goguryeo’s offensive gradually reduced the northern
territory of Baekje, and to overcome this crisis, the need emerged for Baekje to reorganize its
state institutional systems centered on the King. In this process, Baekje actively adopted the
concepts of the capital city from China. The reorganization of the capital city that was
implemented in this period, however, was limited to repairing or reinforcing the existing
facilities of the royal capital, while the introduction of defensive fortresses such as the ramparts
known as Mongchontoseong created an arrangement for the royal capital that was unique to
Baekje. As time passed, Baekje later more actively applied Chinese arrangements for the capital
city, and in the case of the royal tombs, the funereal customs or the feng shui concepts of China
were more actively incorporated in the process of relocating the tomb site in Seokchon-dong to
the site in Bangyi-dong, whereby the tombs are built atop hill land.
The reorganization that took place in the Ungjin period also focused on rearrangements
within the capital city. Since Ungjin was advantageously located for defensive-oriented
strategies, Gongsanseong, which was a defensive fortress city, was established as the royal city.
The royal tomb site of Songsanri was spatially divided from the interior of the capital city using
the natural topography, and its location reflected the influence of feng shui concepts. The
clearest evidence of exchanges with China is found in the Tomb of King Muryeong. The Tomb
of King Muryeong is a brick chamber tomb, in the style of the ruling classes of Southern Liang
dynasty in China, and a variety of artifacts from other countries were excavated from its interior.
Because the relocation of the capital of Sabi was planned, Baekje was able to even more
actively incorporate features of Chinese capital cities. Sabi, located on the riverside, inherited
the traditional structure of Baekje’s capital cities including features of a flatland-city and a
ramparts-city and the surrounding city walls known as Naseong was constructed on the outskirts
of the capital city of Sabi. Naseong is the only extant example of the fortification walls of an
ancient capital city remaining in East Asia. This historical site displays the typical feature of
Chinese capital cities, and therefore also offers a significant value for the study of cultural
exchange.
Many temples were constructed within the interior of Sabi, the capital city, and the kings of
Baekje used titles reflecting Buddhist influence as well as creating their own guardian temples
in an attempt to strengthen royal authority. Jeongnimsa Temple Site, a temple constructed in the
central area of the capital city Sabi, also occupies an important position in terms of the overall
landscaping of the capital city, and its arrangement also had a large influence on later temple
landscaping in Japan.
Meanwhile, in the Wanggung-ni royal palace site in Iksan, it was found that palace grounds
were installed in an orderly arrangement of north, south, east and west in a rectangular zone,
and that within the interior, palace buildings including the Main hall, the gongbang and gardens

were constructed. The roof tile with “Subu” inscription that was excavated here is evidence
that this historical site consisted of facilities related to the royal palace. Mireuksa Temple was
the largest temple constructed in Baekje, located in the Iksan region. This temple site is of
extremely important historical value, since it was constructed based on the maitreya faith with a
layout of 3 tower pagodas and 3 shrines and it is the temple of the largest size extant in all of
East Asia.

Ⅲ. Historic Sites Related to Baekje’s Capital Cities in the Ungjin and Sabi Periods
1. Gongju Songsanri tomb site
This was the site of tombs in the Ungjin period of Baekje, and includes 13 or more tombs,
among which currently a total of 7 tombs have undergone maintenance for preservation. Stonestructured tombs with side-door in the traditional style of Baekje and brick chamber tombs in
the style of China coexist within this site, providing key clues to the cultural exchanges that
took place. The Tomb of King Muryeong is specifically a type of brick chamber tomb and it is
the only tomb discovered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for which the identity of the buried
person is known. Among the 4,687 pieces of discovered artifacts, categorized into 108 types, are
artifacts from China, Japan and even Southeast Asia, providing evidence of international
exchange. The presence of artifacts such as celadon porcelain, bronze mirrors and ancient
Chinese coins known as Osujeon indicates exchanges with China while the brick chamber tomb
is similar in arrangement with the Gao Song family tomb found in China. The wooden coffin in
the royal tomb was made of pine originating from Japan. Meanwhile, it has been demonstrated
that artifacts found here deeply influenced many regions in Japan, such as the influence of the
iron and the bronze mirror on the Takaitayama tombs in Japan or the influence of the
Hwandudaedo (sword with scabbard mounts) on the No. 17 tomb in the Ichisuka tomb site.
2. Naseong in Buyeo
Naseong marks the border dividing the interior and exterior of the capital city Sabi, and it is
the only example of city walls currently remaining from among the ancient cities of East Asia.
These fortress walls were constructed using the mixed earth-stone methods, spanning a distance
of 8 kilometers from Busosanseong, the northernmost fortress of Sabi, to the region of
Yeongchang-ri on the shores of river Baekma. The construction of Naseong is an important clue
that demonstrates that Baekje adopted the system of city construction from China. The
Neungsan-ri tomb site, where the royal tombs of the Sabi period are located, is positioned
outside Naseong, demonstrating the strict spatial distinction from the interior of the city.
Although Baekje adopted Chinese ideas of city arrangements, the unique creativity of
Baekje is evident in the specific construction methods. Utilizing the natural topography,
constructions were built using the hardening and heaping compaction method but when passing
through wetlands, the mattress method of construction was applied. This technique was later
commonly used in the construction of the Dazaifu and Mizuki historical sites in Kyushu, and

the defensive strategy incorporated into Naseong led to the construction of similar styled
mountain fortress walls in Japan. Naseong is a representative example how Baeje adopted the
city arrangement styles of China and reinterpreted them to befit the circumstances in Baekje,
then disseminated its techniques to Japan and thus clearly demonstrates the dynamics of
exchanges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ancient era.
3. MireuksaTemple Site in Iksan
Mireuksa Temple site, the oldest among extant Buddhist temples, features an original and
unique arrangement: here, Baekje’s usual traditional style of arrangement including one tower
pagoda and one shrine has been modified to feature instead three units side by side in
correspondence with the concept of Maitreya. The Samgukyusa (“The Analogy of the Three
States”), a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includes a tale regarding the founding of Mireuksa,
and during actual excavation, researchers confirmed the existence of a wooden tower padoga
and shrine in the central area and the existence of a stone pagoda and shrine in the east ern and
western areas, and in 2009, a relic container was discovered in the Western pagoda, verifying
the date of the construction of the pagoda and its founder.
The founding of Mireuksa had a great influence on Silla and Japan, and evidence of such
exchanges can be traced in the construction of the 9-story wooden pagoda in the Hwangyongsa
temple in Silla and the arrangement of the Yamada-dera temple in Japan.

Ⅳ. Conclusion
As examined above, it can be deduced that Baekje occupied a special status in ancient East
Asia history. Baekje voluntarily absorbed culture from the Chinese continent, and recreated it
into a unique culture of its own. Moreover, it transmitted its cultural creations to the southern
region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o the Japanese islands, making a key contribution to
fostering a shared culture throughout East Asia.
Although Baekje performed a critical role in the history of cultural exchanges in East Asia,
the historical sites from this era have been destroyed over the course of the long period since the
fall of the kingdom. For this reason, the physical remains that evidence Baekje’s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cultural exchanges are very few and rare. In this context, the site of the capital city
of Baekje in the Ungjin and Sabi era and the related historical remains are all the more
important. The Songsanri tomb site in Gongju, Naseong in Buyeo, and Mireuksa in Iksan
respectively differ in characteristics, but all have outstanding and universal value for world
cultural history, a value superior to any other historical remains from the Baekje period. The
conservation of these historical sites is of utmost importance since they embody the excellence
and creativity of Baekje’s culture.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위한 추진전략과 과정
알프레도 콘티
(이코모스 부회장)

1972년 11월 16일, 유네스코 총회는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관련 협약인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했다. 이 협약은 당사국들 내의 모든 문화 및 자연 유산을 보
호하는 것이 그 목적이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으며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될
정도로 전인류에게 중요한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
190개 당사국이 비준한 세계유산협약은 유네스코의 모든 협약 중 가장 성공적이며,
세계문화유산 목록에는 157개 국가 962건의 유산이 등재되어 있으며 745건의 문
화유산, 188건의 자연유산, 29건의 복합유산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유산협약 채택 후, 문화 및 자연 유산 분야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다. 이러
한 변화가 협약 내용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1977년 처음 작성된 이후 정기적으로
개정되어 온 세계유산 협약 이행지침에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함께 반영되었
다. 이 지침의 최신 버전은 2011년 11월 발행되었다.
협약 내에서 문화유산으로는 기념물, 건축물군, 유적의 세 가지 주요 카테고리를
설정했다. 협약 채택 후 40년에 걸쳐, 앞서 언급된 변화들 중 몇 가지로 인해 문화
유산의 컨셉이 기념적 및 건축적 관점에서 인간 및 자연의 상호작용과 문화경관,
근대유산 및 문화 경로 등 새로운 문화유산 유형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양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유형에는 지역별 또는 대륙 범위에서의 유산 컨셉이
포함된다. 이와 동시에, 무형유산에 대해 고려하게 되면서 2003년 무형유산에 관
한 별도의 협약이 채택되었음에도 현재 유산 개념은 자연 및 문화, 유형 및 무형적
요소를 포함하는 상호 관련된 자산들의 복잡한 체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시각이 도입되었다.
이와 함께 협약을 이행하는 당사자의 범위도 확장되었다. 유산보호 및 보존은 더
이상 정부기관 및 특정 분야 전문가들만의 사안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
비정부기관, 유산 내에 거주하거나 유산과 관련된 공동체의 사안이기도 하다. 지난
수년간 문화유산 발굴, 보호 및 보존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의 역할이 늘었고, 이는
2012년 협약 40주년 기념에서 가장 주요하게 고려할 사안이 되었다.

세계유산목록에의 첫 등재는 1978년에 처음 이루어졌다. 그러나1980년대를 거치
며 지리적 및 주제적 측면에서 목록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목록은 특정 유형의 유산이나 일부 지역을 적게 반영하거나 아예 반영하지 못했으
며, 협약 이행의 초기 단계에 문화유산의 ‘기념물적’ 측면만 강조되었다는 인식도
있었다. 그 뒤로, 유산 컨셉의 확장과 함께 세계의 지리적 및 문화적 다양성을 설
명하는 대표 목록을 작성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1994년 세계유산위
원회는 신뢰성 있고 대표적인 세계유산 목록을 위한 글로벌 전략을 채택했다. 같은
해, 나라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진정성이라는 개념에 대해 고찰하였고, 특정 문화적
맥락에 따라 유산의 가치가 부여됨을 성립하였다. 1998년에는 문화 및 자연 유산
등재 기준을 통합하고, 당시에는 목록에 거의 없었던 인간과 자연간의 상호작용 통
합을 위해 목록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세계유산 목록 등재는 별도로
동떨어진 행위가 아닌 과정의 일부이며, 장기적인 절충을 통한 유산의 보호 및 보
존을 위해 그 전후로 이루어지는 조치 속에서 정립됨을 합의하였다.
2002년, 세계유산위원회는 ‘4Cs: 신뢰성(credibility), 보존(conservation), 역
량강화(capacity building), 소통(communication)’라는 전략 목표를 세웠으며,
2007년에는 5번째 C인 공동체(communities)가 추가되었다. 지난 수년간, 세계
유산의 상태가 유산과 관련된 현지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정의하는 세계유산 및 지속 가능한 발전간의 관계가 주요 고려대상 중 하나였다.
지난 수년간, 당사국들이 전통유산 카테고리 몇 가지를 정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세계유산 목록 상의 미흡한 점을 보충하고 세계의 문화적 다양성을 대표하는 곳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 결과, 세계유산 목록은 보다 더 종합적으로 주요 기
념물, 역사 중심지 및 고고학 유적지뿐 아니라, 토속 건축, 문화경관, 산업유산, 문
화 경로, 토지 및 인간활동의 전통적 사용에 대한 증거도 포함하게 되었다.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기 위한 전략의 첫 단계로 당사국 영역 내 유산의 체계적 파
악 및 등재를 위한 국가 목록 구성과정을 들 수 있다. 국가 목록을 기반으로 뛰어
난 보편적 가치를 가지며, 해당국가의 잠정 목록에 포함될 수 있는 곳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은 추후 세계유산 목록 후보가 되는 계획 설정과 다양한 다른
국가의 유산에 대한 비교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무척 유용한 수단이다.
세계유산목록의 주요 컨셉은 ‘뛰어난 보편적 가치’ 이며, 세계유산위원회의 등재 기
준에 부합하는지, 진정성 및 완전성을 충족하는지, 가치를 표현하는 특징을 보존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 및 관리가 되고 있는지의 세 가지 기본적 측면을 토대로 결정
된다. 연속유산 등재의 경우, 반드시 모든 요소가 각각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가져

야 할 필요는 없지만, 선별방법과 유산의 전체적인 뛰어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각
유산의 기여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러므로, 세계유산 목록 등재 추진 시에는 해당 지역의 잠정적인 뛰어난 보편적
가치와 적용 등재기준에 대한 파악이 먼저 되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세계유산이
거나 아니거나, 국내에 소재하거나 국외에 소재한 유사한 유산들간의 유사점 및 차
이점을 확실하게 해주는 비교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비교분석의 정도는 토
론의 주제가 되어왔다. 동일한 지리문화적 지역 내의 유사한 유산 카테고리에 속하
는 유산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에 합의가 있었고 다른 지역의 유산과 비교하는 것
역시 유용하다. 자문기구들의 주제연구 역시 비교분석의 유용한 수단이다.
등재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장소와 완충지대의 경계를 정립
하는 것이다. 등재될 지역은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드러내는 모든 특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완충지대의 경계는 등재지역의 성격과 면적에 달려있다. 어떤 경우에
는 유산의, 또는 유산으로부터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완충지대가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적 및 인공적 구역 모두를 포함하는 장소까지 확장이 되어야 할 때도 있
다. 완전성의 충족 여부는 부분적으로 이 경계의 정확한 정의에 달려 있을 것이다.
진정성에 대한 평가는 특성 및 뛰어난 보편적 가치간의 관계, 그리고 형태 및 디자
인, 재료 및 물질, 용도 및 기능, 전통, 지역 및 환경, 언어 및 기타 무형유산, 정
신 및 감정 등의 유무형적 측면 모두를 토대로 한다.
보호, 보존, 관리의 조건 역시 등재 과정에서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해당 유산은 국
가 차원의 보호를 최대한 받고 있어야 하며, 보존 상태가 훌륭해야 하고, 관리 계
획 및 시스템에 의해 제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관리체계에는 해당 유산의 특
성에 맞는 지표를 토대로 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난 수년간, 넓은 영역, 자연 및 문화적 요소간 통합, 보호 및 관리 과정에 활발히
참여하는 공동체를 포함하는 복잡한 유산 구조를 토대로 하느라 등재 과정이 더욱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당사국들을 돕기 위해, 유네스코와 자문기관들이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중 ‘세계유산 등재 준비’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다. 여기 제
시된 틀을 바탕으로 당사국들은 해당 유산을 다양한 전략을 통해 세계유산목록에
올릴 수 있다. 이번 발표에 여기 제시된 사안들에 대한 특정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The Path to the World Heritage List:
Strategies and process for nominations
Alfredo Conti
(Vice President of ICOMOS)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known as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was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UNESCO on the
16th of November 1972. Although the Convention is intended to protect all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located within the territories of its States Parties, it focuses on those properties which
are deemed of bearing outstanding universal values and become therefore significant for
humanity as a whole, which are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has become the most successful of all of UNESCO Conventions; to date it has been
ratified by 190 States Parties and the World Heritage List includes 962 properties located in 157
States Parties, 745 cultural, 188 natural and 29 mixed.
From the adoption of the Convention onwards, several changes occurred in the field of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although the text of the Convention has never been changed, those changes,
together with decisions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are reflected in the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 text that, since its
original version of 1977, has been revised periodically. The last edition of the Operational
Guidelines was issued in November 2011.
With regard to cultural heritage, the Convention establishes three main categories: monuments,
groups of buildings and sites. Some of the above mentioned changes are related to the evolution
of the concept of cultural heritage, which, throughout the 40 years elapsed since the adoption of
the Convention, shifted from a more monumental and architectural view to a wider conception
which includes interaction between man and nature and new heritage categories such as cultural
landscapes, modern heritage and cultural routes. Some of these new categories take the concept
of heritage to the territorial, even transcontinental scale. At the same time, the consideration of
intangible heritage introduced new visions that, although a specific Convention was adopted in
2003, make that the current concept of heritage implies a complex system of interrelated assets
that include natural and cultural, tangible and intangible components.
At the same time, the field of stakeholder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was
also widened. Heritage protection and conservation is not any more the concern of
governmental agencies and experts, but also of a wide range of professionals, of specific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of communities living within or related to heritage properties.

The role of local communities in the process of identification, protection and con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had increased over the last years and became a central issue of reflection for
the commemoration of the 40th anniversary of the Convention in 2012.
The first inscriptions on the World Heritage List occurred in 1978. Over the 1980s, it was
noticed that the List was unbalanced in geographical and thematic aspects; some heritage
categories or regions were scarcely or not represented. It was also recognised that over the first
period of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he stress had been put on “monumental” aspects of
cultural heritage. Since then, a continuous process was undertaken in favour of a representative
List that illustrates the geographical and cultural diversity of the world; a process parallel to the
extension of the concept of heritage. In 1994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adopted the Global
Strategy for a credible and representative World Heritage List. The same year, the experts
meeting convened in Nara reflected on the concept of authenticity, establishing that values
attributed to heritage depend on the specific cultural context. In 1998, there was a proposal of
unifying the criteria for inscription of cultural and natural properties and to redefine their
drafting in order to incorporate interaction between man and nature, scarcely represented on the
List at that time. It was agreed that the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constitutes a part
of a process instead of an isolated action, which is preceded and followed by continuous actions
that imply a long term compromise for protection and conservation.
In 2002,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adopted the strategic objectives, known as the “4 Cs”:
credibility, conservation, capacity building and communication; in 2007 a fifth C was added:
communities. Over the last years, one of the main aspects of reflections has been the links
between 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efining how the condition of world
heritage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communities related to
heritage properties.
Over the last years, although some traditional heritage categories are nominated by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efforts have been made to fill gaps on the List and to incorporate
properties representing the cultural diversity of the world. As a result, the World Heritage List
has been more comprehensive, including not only significant monuments, historic centres or
archaeological sites but also vernacular architecture, cultural landscapes, industrial settlements,
cultural routes and testimonies to traditional uses of land and human activities.
Regarding strategies for nominations to the World Heritage List, it is important to recall that it is
a process whose first step is national inventories, which allow a systematic identification and
register of heritage located within the territories of States Parties. On the basis of those
inventories, it will be possible to identify those propertied that could bear outstanding universal
value and which become component of national tentative lists. These are a very useful
instrument since they allow planning future nominations to the World Heritage List and
undertake comparative studies among properties located in different States Parties.

The core concept of the World Heritage List is the idea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which
is considered to be based on three fundamental aspects: meeting at least one of the criteria for
inscription adopted by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meeting the conditions of integrity and
authenticity and enjoying an adequate protection and management that guarantees the proper
conservation of the attributes that convey the values. In the case of serial nominations, it is
important to recall that it is not necessary that all the components of the series bear outstanding
universal values individually, but it must become clear how they have been selected and how
each of them contributes to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s of the series.
In case of proposal of nomination to the World Heritage List,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start to
identify what the possible outstanding universal values of the property are and which criteria for
inscription could be applied. At this stage, comparative studies play a significant role, since they
allow establish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proposed and other properties,
inscribed or not on the List and located within and outside the relevant State Party. The extent of
comparative analysis has been a matter of discussion: it is agreed that they should take into
account properties belonging to similar heritage categories and belonging especially to the same
geo-cultural region, even if it becomes useful also comparing with properties located in other
regions of the world. Thematic studies carried out by advisory bodies are a useful tool to
undertake comparative analysis.
The definition of boundaries of both nominated and buffer zones is a fundamental step of the
process. Regarding the nominated zone, it must encompass all of the tangible attributes that
convey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s of the properties. The extension of buffer zones
depends on the nature and extension of the nominated zone; in some cases, buffer zones need to
be extended to guarantee the proper protection from and to the property, including both natural
and built areas that constitute the setting of the property. The condition of integrity will depend
partly on the accurate definition of boundaries. The assessment of authenticity is based in the
links between attributes and outstanding universal values; it is based in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aspects such as form and design, materials and substance, use and functions,
traditions, location and setting, language and other forms of intangible heritage and spirit and
feeling.
The conditions of protection,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re also important in the process of
nominations. In general, properties must enjoy the maximum degree of protection at national
level, must exhibit good conditions of conservation and must be properly managed by means of
a management plan or system. Management must include a monitoring system based on
pertinent indicators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property.
Over the last years, some processes of nomination have become more difficult since they are
based on complex heritage structures that include whole territories, combination between

natural and cultural components and communities that participate actively in the processes of
protection and management. In order to help Sates Parties, some tools have been elaborated by
UNESCO and the advisory bodies; among them the resource manual “Preparing World Heritage
nominations”. In this general framework, States Parties have utilised different strategies to
guarantee the success of nominations. The presentation will include some specific cases to
illustrate the issues presented in this paper.

일본에서의 최근 세계유산 등재경향
야수요시 오카다
(고쿠시칸대학교 교수)

1.
일본에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은 총 12건의 문화유산과 4건의 자연유산
이 있고 안타깝게도 아직 복합유산은 없다. 유네스코의 목록에 의하면 문화유산으
로 등재된 유산 중에 인류 가치의 교환, 즉 세계유산 운영지침에 명시된 등재조항
2번에 의거해서 등재된 유산이 여러 건 있다. 이들은 등재 당시 일본에 의해 제안
되거나 또는 평가 당시 이코모스에 의해서 제안된 것들이다. 더불어, 일본의 잠정
목록에 등재된 유산들을 살펴보면 역시나 같은 조항에 대한 평가로 등재된 것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발표를 통해 최근 일본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일본 세계유산
의 주요한 가치 요소를 소개하면서 동시에 일본과 아시아 대륙, 특히 한반도와의
깊고 강한 연계 고리의 역사성에 대해서 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2.
이미 등재된 일본의 세계유산을 살펴보면 등재조항 2번(인류 가치의 교환 또는
영향)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입증하기 위해서 빈번하게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12건 중 8건). 또한 문화적 전통인 등재조항 3번, 주요 단계의 유형인 4
번 조항 등도 많이 사용되었다(표 1 참조). 그러나 등재조항 2번에 있어서 유산들
이 언제나 일정한 가치를 보여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호류지 지구에 대한 이코모
스의 권고에서는 6세기 중엽, 중국에서부터 한국을 거친 불교의 도입과 7세기 전
반에 세워진 호류사 건축의 원천적 영향이 강조되었다. 그에 반해 교토역사지구의
경우, 일본의 문화적 전통 창조에의 결정적인 역할이 매우 높게 평가되었고, 이와
미 은광은 16세기~17세기 경 일본과 동아시아의 교역국 및 유럽 간의 문화적, 상
업적 교류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물론 등재된 유산들 중에서 이와미 은광의 경우는 다소 예외적이지만 다른 유산들
은 호류지 지역과 아주 비슷한 맥락으로 평가되었다. 나라 역사지구의 경우도 중국
과 한국과의 문화적 연계로 인하여 등재되었고 류큐 구수쿠 유적의 평가에 대한 핵
심은 중국 송나라, 일본 본토, 한반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간의 집중적인 무역이 역
할을 하였다. 기이산은 신토사상(정토사상)과 불교의 독특한 조화가 동아시아 종교
문화의 교류와 발전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등재 권고되었고 마지막으로 히라

이주미는 말할 것도 없이 중세 일본 초기에 불교와 함께 아시아에서 소개된 정원
조경의 개념을 훌륭하게 표현한 것이 인정되었다.
이런 일본의 세계유산은 모두 섬과 반도, 그리고 대륙 간의 교류 또는 영향에 의한
문화적 가치를 표현하고 인정되었지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7세기 이전으로 올라
가는 건은 한 건도 없다.
등재 조항
유산명(약칭)

등재연도
i

ii
◎

iii

호류사 지역

1993

◎

히메지성

1993

◎

교토 역사지구

1994

시라카와고와 고카야마

1995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원폭돔)

1996

이쓰쿠시마 신사

1996

나라역사지구

1998

닛코의 신사와 사찰

1999

류큐의 구수쿠 유적

2000

◎

◎

기이산지의 참배길

2004

◎

◎

이와미 은광

2007

◎

◎

히라이즈미 불교 정토

2011

◎

iv

v

◎

vi
◎

◎
◎

◎
◎

◎
◎

◎

◎
◎

◎

◎

◎

◎

◎

◎

◎

◎
◎

◎

◎
◎
◎

표 1: 일본의 세계유산과 해당되는 등재조항

3.
2006년과 2007년에 일본 문화청은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을 공개적으
로 공모하였고 약 40여건의 신청이 있었지만 엄격한 심사 하에 약 3/4은 탈락되
었다(표 2 참조). 후지산과 카마쿠라, 2건의 유산이 현재 세계유산협약 하에서 평
가절차를 거치고 있고, 토미오카 실크공장이 다음 순서로 유네스코에 제출되어 있
다. 아직도 약 10건의 유산이 대기 중이다.
대기하고 있는 유산 중에서 고대 백제 시대와 문화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문
화유산이 세 건 있는데 이들은 아수카 후지와라, 오키노시마 섬, 그리고 모즈 후루
이치 유산이다. 각각의 중요 가치 제안은 아래에 언급되어 있다.
아수카 후지와라 : 이 유적은 적어도 6세기 말 경 일본의 첫 황권이 탄생한 곳으로
풍부한 고고학 유적과 잘 보존된 경관으로 이루어져있다. 가장 이른 불교 사찰인

아스카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찰은 백제 문화의 영향과 도움 없이는 창건되지
못했을 유산이다.

잠정목록 유산명
고대 카마쿠라의 사찰, 사원과
기타 건축물

제출연도

등재 제안 조항
i

ii

1992

◎

◎

◎

◎

1992

토미오카 실크공장과 연계 산업유산

2007

◎

나가사키의 교회와 기독교 유적

2007

◎

◎

2007

◎

◎

고고학 유산과 연계 유산
후지산
홋카이도, 북도호쿠와 기타 지역의
조몬 고고유적
규슈와 야마구치의 근대 산업유산

◎

iv

히코네성

아수카 후지와라: 일본 고대 수도의

◎

iii

◎
◎

2007

◎

2009

◎

◎

◎

◎

◎

◎

2009

◎

◎

◎

모즈 후루이치 고분군

2009

◎

◎

◎

금광 중심의 사도 광산 유적

2009

◎

◎

◎

연계 유적

vi

◎

2009

오키노시마 섬과 무나카타 지역의

v

◎

◎

표 2: 잠정목록에 등재 신청한 일본의 유산과 등재 제안 조항

오키노시마 섬과 무나카타 신사군 : 후쿠오카에서 40km 북쪽에 있는 섬에는 아시
아 대륙으로 출발하는 일본의 외교사절들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여정을 기원하는 야
외 의식이 치뤄졌음을 입증하는 매우 독특한 고고학 유적이 있다. 이런 외교 사절
의 파견은 4세기경 야마토 정권과 백제 간의 긴밀한 관계의 초창기에서부터 시작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식들은 세 군데에서 발전된 무나카타 신사에서 지속
되었다.
모즈 후루이치 고분군 : 3세기 후반부터 6세기까지 이어진 거대한 고분을 축조했던
시대를 이 두 고분군락이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독특한 열쇠구멍 모양의 고분
은 일본의 중앙집권 권력을 상징하고, 축조된 고분의 규모와 일본 행정의 중심인
오사카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은 아시아 대륙과의 밀접한 문화적, 정치적 관계를 상
징하면서 특히 백제와의 외교적 동맹을 보여준다고 여겨진다.

Recent Trend of World Heritage Nomination in Japan
- focusing on the “Interchange of Human Value”
Yasuyoshi Okada
(Professor of Kokushikan University)

1.
World Heritage sites of Japan inscribed already on the list so far include twelve cultural ones
as well as four natural ones, while there are no mixed sites unfortunately. Among the inscribed
cultural sites, according to the UNESCO list, neither to proposed basis by Japan nor to the
evaluation basis by OCOMOS, there are several sites inscribed on the basis of evaluation in
terms of the interchange of human value, i. e. Criterion ii stated in the Operational Guidelines.
Furthermore, taking the properties in the Tentative List presented by Japan, the fact can be
understood that not a few are listed on the basis again of evaluation of the same aspect.
This presentation is, through the review of such a recent trend of Japanese World Heritage
nominations, aiming at introducing the major factors of the value of the Japanese World
Heritage sites, and at the same time, aiming at sharing among all the participants in this
conference the historical view of the deep and strong cultural tie between Japan islands and the
Asian continent, particularly the Korean peninsula.
2.
Overview of the Japanese inscribed properties shows that criterion ii – interchange or
influence of human value – has often been used (8 cases within 12) in order to justify the OUV
of nominated properties as well as criteria iii – cultural tradition – and iv – typology in the
significant stage – (see Table 1). However, the properties do not always show us the similar
aspect respectively in terms of criterion ii. According to the ICOMOS recommendations, in case
of Horyu-ji Area for example, underlined is the introduction of Buddhism from China via
Korea in the mid 6th century, and also a profound architectural influence of Horyu-ji Temple
founded in the early 7th, whereas in Ancient Kyoto a decisive role in the creation of Japanese
cultural traditions was deeply admired, and in the nomination of Iwami Ginzan, the significant
commercial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Japan and the trading countries of East Asia and
Europe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were stressed.
Never the less, the aspect of Iwami Ginzan could be rather exceptional within the inscribed
properties, and most of the other nominations have long been evaluated in terms of so similar
context to Horyu-ji Area; the property of Ancient Nara was successfully inscribed thanks to
cultural links with China and Korea; the mainstream of evaluation at the Ryukyu Gusuku Sites is
recognized in the fact of intensive trade with Song Dynasty China, mainland Japan, the Korean
peninsula, and south-east Asia from the 14th to mid-16th century; the Kii Mountains were

Name of property (abbreviated)

Criteria applied for inscription

Year of
inscription

i

ii

Horyu-ji Area

(1993)

◎

◎

Himeji-jo

(1993)

◎

Ancient Kyoto

(1994)

Shirakawa-go and Gokayama

(1995)

Hiroshima Genbaku Dome

(1996)

Itsukushima Shinto Shrine

(1996)

Ancient Nara

(1998)

Shrines and Temples of Nikko

(1999)

Ryukyu Gusuku Sites

(2000)

◎

◎

Kii Mountains Pilgrimage Routes

(2004)

◎

◎

Iwami Ginzan Silver Mine

(2007)

◎

◎

Hiraizumi Buddhist Pure Land

(2011)

◎

iii

iv

v

◎

vi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1: So-far inscribed World Heritage properties of Japan and approved criteria

recommended from a viewpoint of a unique fusion between Shintoism and Buddhism that
illustrates the interchange and development of religious cultures in East Asia; lastly, Hiraizumi
is, no need to say, demonstrate remarkably the concepts of garden construction introduced from
Asia along with Buddhism in the very initial stage of Medieval Japan.
These World Heritage properties in Japan certainly show and justify their cultural values on
the basis of interchange or influence between the islands, the peninsula and the continent, but no
cases seem to be dated back to the time before the seventh century in such an aspect.
3.
In 2006 and 2007, Cultural Agency of Japan called for candidates to be included in the
Tentative List through public announcements, and there appeared some forty proposals in
response, of which about three quarters were decided to be differed as a result of strict screening
(see Table 2). Then, the two properties, Fujisan and Kamakura, are currently under the
evaluation process in the frame of the Convention, and the property of the Tomioka Silk Mill
has just been proposed to UNESCO as the next. Some ten more properties are still waiting.
Among the waiting ones there are three cultural properties which have close relation with
ancient Baekje culture and its age, i.e. Asuka-Fujiwara, Okinoshima Island, and Mozu-Furuichi.
Essential points of justification for each proposal are mentioned below.
Asuka-Fujiwara: The property is the site where the first imperial power was created in the late
6th century at the latest, being comprised of a cluster of abundant archaeological evidence and

submission

Temples, Shrines and other structures of
Ancient Kamakura

(1992)

Hikone-Jo (castle)

(1992)

The Tomioka Silk
Industrial Heritage

Mill

and

Criteria applied for inscription

Year of

Tentative name of property

Related

i

◎

ii

◎

iii

iv

◎

◎

◎

◎

(2007)

◎

Churches and Christian Sites in Nagasaki

(2007)

◎

◎

Asuka-Fujiwara: Archaeological sites of
Japan’s Ancient Capitals and Related
Properties

(2007)

◎

◎

Fujisan

(2007)

v

vi
◎

◎

◎

◎

◎

◎

Jômon Archaeological Sites in Hokkaidô,
◎
(2009)
Northern Tôhoku, and other regions
The Modern Industrial Heritage Sites in
(2009)
◎
◎
◎
Kyûshû and Yamaguchi
Okinoshima Island and Related Sites in
◎
◎
◎
(2009)
Munakata Region
Mozu-Furuichi Kofungun, Ancient Tumulus
(2009)
◎
◎
◎
Clusters
The Sado complex of heritage mines,
◎
◎
◎
(2009)
primarily gold mines
Table 2: Properties submitted from Japan on the Tentative List and proposed criteria

◎

◎

of well-preserved landscapes. The site includes the earliest Buddhist temple Asuka-dera, which
could never be founded without considerable contribution and influence of the Baekje culture.
Okinoshima Island and Munakata Shrines: On the island some 40 km north to Fukuoka,
there is tremendously unique archaeological evidence of open-air rituals to pray for the safety
and success of Japan's diplomatic missions over the seas to the Asian mainland, which was
considered to start most probably parallel in date to the earliest stage of close tie between
Yamato central power and the state of Baekje in the 4th century. These rituals were followed by
Munakata Shinto Shrines developed at three sites.
Mozu-Furuichi Tumulus Clusters: The chronological stage represented by gigantic tumulus
(Kofun) construction, best exemplified with these two clusters, lasted from the late 3rd to the 6th
century. Whereas a unique keyhole plan of tumulus strongly suggests a unity under the central
power of Japan in a sense, the tremendous scale of construction and the geographical setting at
Osaka as an entrance to the administrative center of Japan is considered to reflect a close
cultural and political relation with Asian mainland, particularly a diplomatic alliance with the
state of Baekje.

고고유적 관리와 세계유산: 경향과 쟁점들
윌렘 윌렘스
(라이덴대학교 교수)

이 발표에서 논의될 사항은 일반적인 고고학 유산 관리의 원칙 및 동향과 원위치
보존 및 세계유산으로서의 고고학 유적지에 대한 특정 사안들이다. 유산 관리에 대
한 다양한 접근법 구별을 위한 일반적으로 법, 언어 및 교육, 이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될 수 있다.
1. 법
유산 관리에 대한 법률체계가 저마다 다른 관계로 다양한 접근법이 등장하게 되었
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접근법은 자기통제 사회인 앵글로-색슨 관습법과 국가가
사회를 통제하는 로마법간의 차이이다. 미국, 호주, 아프리카의 모든 법은 유럽법을
토대로 하고, 아시아에는 기타 전통을 제외하고는 공산주의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1992년, 유럽 몰타 의회는 7-80년대 관점의 변화로 고고학 유산 관리를 위한 주
요 국제 기준을 채택했다. 그 결과, 소위 몰타 협약이 탄생했다. 여기서 유럽의회가
유럽공동체가 아님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럽공동체는 문화유산에 대한
공통 방침이 없기 때문에, 유럽 조약에서 이 사항은 명백히 빠져있는 상태다.
2. 언어
유감스럽게도 고고학 유산 관리 및 학문적 연구 관행에 미치는 언어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1998년, 체코의 뉴스투프니(Neustupny) 교수
가 유럽의 연구공동체를 ‘주류’와 ‘비주류’로 나누었다. 보다 규모가 큰 언어그룹(영
어, 독일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이 주류로 분류되며, 이들 공동체는 그
규모로 인해 외부출처 없이도 관련 주제에 대한 완벽한 내적 대화가 가능하지만,
‘비주류’ 그룹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언어적 경계 전반에 걸쳐 비소통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소통의 특성은 부차적으로 유산관리의 독특한 전통에 기여
하는 공동체의 언어적 규모에 의해 확실히 영향을 받는다.
3. 학습
학습은 세계적으로 학업적 전통이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유럽연

합은 하나의 학사-석사 통합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로써 유산관리 분야의 고고
학자 교육에 대한 통합 및 공통 기준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적 수준에서 학
계의 기존 권력구조 역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준
다양한 유산관리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국제적 기준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1956년
유네스코는 기초적인 발굴 기준을 정했지만, 고고학 자원 관리를 위한 주요 국제
기준은 1992년 유럽 몰타 위원회에 의해 채택되었다. 현재, ICAHM 위원회가 업
무팀을 결성하여 세계유산 목록의 잠정적 등재 대상인 유산의 관리를 위한 최적의
실행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
다음 4가지 테마는 현재 동향 및 개발에 대한 토론에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1. 유산 정의
2. 관리 방법
3. 유산의 사회적 역할
4. 고고학 유산의 중요성
유산 정의
1. 전체의 부분으로서 맥락과 관련된 개별 장소 및 기념물로 발전시키기
2. 개별적 기념물 및 장소에 대한 보존보다는 더 광범위한 전체로서의
지속가능성이 주요 목표라는 인식의 증대
단, 법률체계 및 구조적 조직의 결핍이 이러한 접근을 지연시키고 있다.
관리 방법
장소에 기반을 둔 유산 보호에는 맥락 관리가 포함되며 환경적 접근과 통합된 보다
더 전략적 접근으로 대체되고 있다.
1. 역사적 경관 특화
2. 경관, 기념물 및 대상의 문화적 연혁
3. 사유화 및 시장원리를 포함한 정치적 변화
유산의 사회적 역할
이 부문에서 가장 중대한 발전은 탈집중화이다.
탈집중화란, 권위주의적, 중앙집권적 의사결정에서 다양한 측면의 현지 이해관계자
및 공동체의 사회적 참여 및 개입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고고학 유산의 중요성
세 가지 사안
1. 다양한 가치 통합
2. 다양한 문화적 가치 포함
3. 충돌 및 경쟁의 상징을 대표하는 유산
가능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유산에 대한 가치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가치평가는
항상 주관적이고, 배경, 교육, 규율을 배제한 이들의 개입 하에 결정 되야 한다. 또
한 유산은 현재에서의 과거의 이용과 관련되어 있다고 인식해야 한다. 유산은 상충
되거나 반대의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당시의 산물이며, 유산은 인류를 통합하기
도 하지만, 분열시킬 수도 있다. 국가 차원에서의 유산 관리 이외에도 협약, 권고문,
선언문 형태로의 국제적 차원에서의 통제 장치가 있다.
세계유산 협약은 보편적 가치를 가진 문화유산을 정의하고 있다. 이 협약은 인간에
게 특별한 가치를 가진다고 여겨지는 세계적 장소하고만 관련된 것은 아니다. 이
협약을 체결한 모든 국가들이 자동으로 제5 조항의 이행에 동의한다는 것이 고고
학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제5 조항은 이 협약을 맺은 국가가 유산관리 방침을 개발
및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협약에 서명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유적에 대한 보호 및 관리에 대한 기반을 제공했다. 보이지 않는 유적
이란 전세계적으로 표면상 드러나지 않은 수십만의 고고학 유적지를 말한다. 제5
조항은 개발도상국의 디딤돌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 개발도상국의 문화유산들은 법
률과 보호의 부족 및 자원 착취로 위험에 처해 있다. 더불어 경제적 압력 역시 큰
상황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보존을 위한 어떠한 결정이 적합하고 현실적인지 자문
해야 한다.
세계유산목록에 나타나는 고고학 유적지
1.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 고고학 유적지
2.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장소의 구성요소
3.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 시리즈의 일부
고고학 유적지로서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 정의 방법
2008년, 유네스코는 ‘운영지침’을 세우면서, 다음 네 가지를 고고학 유적지의 뛰어
난 보편적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로 정했다.
1. 물리적 완전성
2. 지식 또는 과학적 가치

3. 자각(사회적, 문화적 가치)
4. 가시성(사회적, 문화적 가치). 유감스럽게도 보이지 않는 유적지들은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적다.
이러한 조건은 매우 다양하게 적용된다.
고고학 유적지는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가진 장소의 일부로서 세계유산목록에 기재
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이런 식의 유적지를 등재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었다.
현재, 독창적 디자인 혹은 전체의 일부가 아니라 공간적으로 분할된 장소에 대해
연속유산 등재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카테고리로 분류되면서 이러한 요소들이
함께 통합된 경우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재건의 적절성을 고려할 것이다. 재건은 대개 보다 많은 대
중에게 과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소통시키기 위해 필요하지만, 상상 속의 과거를 현
실화하지 말아야 하는 세심함이 요구된다. 현재 기술적 발전으로 이러한 딜레마에
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될 것이다.

Archaeological Heritage Management and World Heritage:
Trends and some current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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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bjects discussed are principles and trends in archaeological heritage management in
general, alongside specific issues concerning preservation in situ and archaeological sites as
World heritage sites. General sources of differentiation concerning the different approaches to
heritage management can be composed under the following three headings: law, language and
learning.
1. Law
There are several different legal systems when dealing with heritage management, all leading to
various approaches. The most conspicuous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Anglo-Saxon common
law, where society is self-regulation, and the Roman law tradition, where state regulates society.
In the Americas, Australia and Africa all legislation is based on European law, and in Asia, apart
from other relevant traditions, there is still the existence of communist law.
In 1992 the Council of Europe on Malta adopted a major international standard for
archaeological heritage resource management as a result of changing views in the 70s and 80s.
This resulted in the so-called Malta Convention. It is of significance to realize that the Council
of Europe is not the same as the European Union. The EU does not have a common policy
regarding cultural heritage, it was even expressly excluded in the Treaty on the EU.
2. Language
Unfortunately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into the effect of language on practices in academic
research as well as heritage management in archaeology. In 1998 Czech professor Neustupný
divided research communities in Europe into “mainstream” and “minority”. The larger language
groups (such as English, German, French, Russian and Spanish) are considered mainstream.
Due to the size of these communities it is possible to have full internal discourse on relevant
topics without need of outside sources. This is not possible within the “minority” groups.
However the phenomenon of non-communication across language barriers is increasing. The
nature of communication is unequivocally influenced by the language size of these communities
which subsequently contributes to distinct traditions in heritage management.
3. Learning
This concerns the fact that academic traditions vary greatly throughout the world. The
European-Union has one uniform bachelor-master system. Although this does not mean that

there will be any convergence or common standard regarding the training of archaeologists who
work in the field of heritage management. On a global level existing power structures in
academia also remain paramount.
Standards
The fact that different approaches to heritage management exist does not mean that international
platforms or standards are lacking. Although UNESCO produced a rudimentary standard on
excavation in the 1956, the major international standard for archaeological resource
management was adopted by the Council of Europe on Malta in 1992. At the moment, the
ICAHM committee is setting up a working group to develop best practices for the management
of sites that are considered for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The following 4 themes provide a useful framework to discuss current trends and developments:
1. Definition of heritage.
2. Management practices.
3. The role of heritage in society.
4. Significance of archaeological heritage.
Definiton of Heritage
1. Clear development towards contextualizing individual sites and monuments as part
of a large whole
2. Increasing realization that the sustainability of that larger whole, rather than the
conservation of individual monuments or sites, is a key objective
Deficiencies in legal framework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s however impede
this approach.
Management Practices
The site based heritage protection is being replaced by more strategic approaches involving the
management of their context and in alliance with green environmental approaches.
1. Historic landscape characterization
2. Cultural biography of a landscape, monument or object
3. Political changes involving privatization and market-principles
Role of Heritage in Society
The most important development of this is decentralization.
A shift away from authoritarian and centralized decision-making towards social inclusion and
involvement of local stakeholders and communities in varying definitions.

Significance of archaeological heritage
Three Issues:
1. Incorporating a wide range of values.
2. Including values of different cultures.
3. Heritage resources representing conflict or contested symbols.
The valuation of heritage has to be carried out with as many stakeholders as possible. The
valuation is always subjective and determined by background, training, involvement of those
that attach the value excluding regulations. It is important to realize that heritage concerns the
use of the past in the present. Heritage is a product of its time that can be utilized in
contradicting and opposite ways. Heritage can unite people, but it can also divide.
Besides national levels of control of heritage, there is also an international level of regulatory
mechanisms in the form of treaties, charters and declarations.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provides a definition of cultural heritage that has universal
value.
The WHC is not only relevant for properties around the world that are considered to be of
exceptional value for humanity. Of supreme importance for archaeology is that every country
that signs the Convention automatically agrees to implement its Article 5.
Article 5 states that a member of the Convention should develop and implement a policy for
heritage management. Most countries have signed the Convention, providing a basis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for invisible sites. These invisible sites are the hundreds of
thousands of archaeology sites still hidden beneath the surface all over the world.
This article 5 can also be used as a stepping-stone in developing countries. The cultural heritage
is in danger in these developing countries due to the exploitation of resources, as well as lack of
legislation and protection. In situations like these, where economic pressure is high, we need to
ask ourselves, what decisions are appropriate and realistic for preservation?
World Heritage List
Appearance of Archaeological sites on the WHL:
1. As archaeological sites that ar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2. As components of a sit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3. As a series of sites that together constitute a sit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How to define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an archaeological site?
In 2008 UNESCO put forward the “Operational guidelines”, 4 factors which determine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archaeological sites:
1. Physical integrity.
2. Knowledge or scientific value.
3. Consciousness (social and cultural value).
4. Visibility (social and cultural value). Unfortunately invisible remains are less likely to be
considered of OUV.
Application of these conditions may vary.
Archaeological sites may also appear on the World Heritage List as a series of sites with
Outstanding Universal Value. This way of nominating sites has become more common in the
past few years. The serial nominations are now also being used to group spatially separated
places that were never part of an original design or even an evolved whole, but that are grouped
together as a result of present-day categorization.
Finally, the paper will consider the appropriateness of reconstructions. They are usually needed
to to communicate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the past to a broader audience, but their use
requires sensitivity to avoid presenting an imagined past as a real one. Current technological
developments may provide a way out of this dilemm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