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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여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보존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국내외 저명한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격려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송석두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 이사장님, 오시덕 공주시장님, 최종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귀빈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제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주변 여러 국가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동아시아 공유문화권 형성과 우리나라 고대 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올해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됨으로써, 이제는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한국과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사적 입장에서 재조명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됨과 동시에 백제문화가
지닌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을 세계인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적 가치와
우수성을 검토하고, 여러 해외사례를 통해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존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술대회가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세계유산을 보존•
발전시켜 나가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10. 1.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원장 장 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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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Address
I am honored to welcome you to this deeply meaningful event, an International
Symposium that not only celebrates the recent inscription of the Baekje Historic Areas
in UNESCO's World Heritage List but brings us together to investigate the theme
entitled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and Conservation Management of Baekje
Historic Areas."
Above all, I'd like to express my sincerest thanks to the renowned scholars and
experts who are here to offer their insights in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throughout this symposium. I hope you'll also join me in thanking Chief Director
Suk-Doo Song of the Baekje Historic Area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Foundation
and Mayor Si-Duk Oh of Gongju City and Chairman Jong-Ho Choe of the Baekje Cultural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and many other distinguished guests for their
encouragement.
As I'm sure all of you are well aware, Baekje not only made brilliant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ancient culture i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stimulated the
formation of a shared cultural zone in East Asia through its energetic transactions with
China, Japan, and various other nations. The inscription of the Baekje Historic Areas in
UNESCO's World Heritage List this year has given us an opportunity to re-illuminate
Baekje's history and culture not only within the framework of Korean and East Asian
history, but from the broader perspective of world history. Simultaneously, it has
fostered an encouraging milieu in which to share our appreciation for the universal
value and integrity of Baekje's culture with the broader global community. This
International Symposium will further this worthy cause by exploring the global value
and excellence of the Baekje Historic Areas and examining the various case studies
from other countries to seek the best means of conserving and managing the Baekje
Historic Areas.
I anticipate that this symposium will generate new insight into the history and
culture of Baekje and will achieve meaningful progress toward conserving and
developing this world heritage. Once again, please accept my deepest thank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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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ding our symposium. I hope you'll continue to support us with your interest and
collaboration in the future.
Thank you.
October 1, 2015

Ho Su Jang
Director, Chungnam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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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영 사
청량한 바람과 맑은 하늘이 아름다운 10 월의 첫 날,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 이사장 송석두입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지난 7 월, 제 39 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새로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주변국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문화적 발전이 절정에 이른 백제 후기를 대표하는 유산으로, 공주의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부여의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고분군, 나성, 익산의 왕궁리유적과
미륵사지 총 8 개의 유적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입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축하와 더불어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제 대한민국만이 아닌 세계 모든 인류가 보존해 나가야 할 유산으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매우 시의 적절한 학술대회라 할 수 있습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관리방안에 대한 고견을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노중국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코모스 코리아 위원장님이신 이혜은
교수님,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오신 국외 발표자분들, 토론을 맡아주신 토론자분들,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해주신 장호수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님, 이밖에도 국제학술대회를 위해
힘써주신 분들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5. 10. 1.

(재)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 이사장 송 석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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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Address
On this first day of October, as we enjoy the beauty of the clear skies and the
cleansing cool breeze, I am honored to welcome all of you, our distinguished guests, to
this symposium. My name is Suk Doo Song, currently serving as the Chief Director of
the Baekje Historic Area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Foundation, and I'd like to
thank you all for investing your valuable time in our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Inscription of the Baekje Historic Areas on the World Heritage List.
The Baekje Historic Areas have been newly inscribed i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this past July, by the decision of the 39th World Heritage Committee. The World
Heritage Baekje Historic Areas represent the achievements of the late Baekje era,
when Baekje reached the apex of its cultural development, stimulated by active
interactions with surrounding nations. The Baekje Historic Areas is a property
comprising a total of 8 archaeological sites. These include the Gongsanseong Fortress
and Songsan-ri Tombs in Gongju, the Gwanbuk-ri Relics, Busosanseong Fortress,
Jeongnimsa Temple Site, Neungsan-ri Ancient Tombs, and Naseong Fortress in Buyeo,
and the Wanggungni Historic Site and Mireuksa Temple Site in Iksan.
This International Symposium celebrates the official inscription of the Baekje
Historic Areas in the World Heritage List, but furthermore, its purpose is for us to
identify the best means of efficiently conserving and managing the Baekje Historic
Areas, which is our duty to preserve for future generations. Now that the Baekje
Historic Areas have been embraced not only by Koreans but by the worldwide
community as a heritage worth preserving for all humanity, the mission of this
International Symposium has become all the more timely and important.
There are many people I'd like to thank for joining this symposium to share their
invaluable insights regarding the methods of managing our Baekje Historic Areas. I'm
especially grateful to Mr. Choong Kook Noh, the Committee Chair of the Baekje
Historic Area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Foundation and Professor Hae Un Rii,
the President of ICOMOS Korea. Above all, I thank our many distinguished presenters
who have travelled long distances from overseas to share their expertise as well as the
moderators who will lead the discussions. I'd also like to thank Director Ho Su Jan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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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ungnam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and numerous others who have
invested their time and knowledge to make today's symposium possible.
I wish you and all your loved ones the best of health and good luck.
October 1, 2015

Suk Doo Song
Chief Director, Baekje Historic Area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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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신 ICOMOS 전문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회의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장호수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매우 뜻 깊은 해입니다.
백제가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한지 1540 주년이 되는 해이며, 우리시의 자랑인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해이기도 합니다.
오늘 학술 대회의 주제인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보존관리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을 비롯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찬란한 백제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회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5. 10. 1.

공주시장 오 시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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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atulatory Address
Please accept my sincere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this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Inscription of the Baekje Historic Areas on the World Heritage List.
I'd like to express gratitude and my enthusiastic support for the many distinguished
professors and experts who are here to participate in the symposium. Furthermore, I'd
like to thank all of our affiliates who have worked hard to prepare this event, and I
especially thank Director Ho Su Jang of the Chungnam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for his valuable leadership.
This is a year of great historical significance, marking the 1540th anniversary of
Baekje's relocation of its capital city, from Hanseong to Woongjin. It is deeply gratifying
that this anniversary has been made all the more meaningful by the official recognition
of the value of the Baekje Historic Areas through their inscription in the World
Heritage List.
Today's international symposium is a forum for experts from ICOMOS to share their
insights. I am confident that the symposium will refine our understanding of the
identity of the Baekje Historic Areas, including the Gongsanseong Fortress and the
Songsan-ri Tombs that my city of Gongju is proud to preserve, and help illuminate their
value for a wider community.
I fervently hope that today's symposium on the theme of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and Conservation Management of Baekje Historic Areas" will help
disseminate a deeper appreciation for the brilliant history and culture of Baekje
worldwide. I thank all of you for participating in this symposium, and wish you the best
of health and success.
October 1, 2015

Si-duk Oh
Mayor, Gongj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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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1400 년 전 대백제의 부활』 주제로 그리고 「백제 다시 태어나다」를 부제로 개최되는
제 61 회 백제문화제 기간에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기념: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보존관리 방안』에 관한 국제 학술대회를 주최해 주신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 송석두 이사장님과 후원을 승인해 주신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공동이사장
오시덕 공주시장님과 이용우 부여군수님, 주관해 주신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장호수 원장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보존관리 방안』을 위한 국제 학술대회의 발표와
토론에 참가해 주신 국내외 석학 여러분, 특히 기조발표를 해 주시는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위원회 노중국 위원장님, 종합토론 좌장을 맡아 주신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이혜은
위원장님, 주제발표를 맡아 주신 알프레도 콘티 이코모스 부위원장님, 구오 좐 이코모스
중국위원회 부위원장님, 디누 붐바루 이코모스 前 캐나다위원회 위원장님, 기올라 솔라
前이코모스 재무총장님, 왕리준 중국 국가문화유산정보센터 자문관님, 고든 풀튼 이코모스
자문위원님, 토론을 맡아주신 백제고도재단 이동주 박사님, 건국대 최재헌 교수님,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조두원 박사님, 한국전통문화대 정광용 교수님, 그리고 국제학술대회를
주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 백제역사유적지구 특히 공주지역의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
부여지역의 관북리와 부소산성, 정림사지, 나성, 능산리고분군, 익산지역의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 유적의 유무형유산을 통합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적과 백제문화제의
축제가 공존, 공영, 공생할 수 있도록 유관 민관산학연단, 지역주민들, 다문화가족들,
글로벌 관광객들과 함께 공존, 공영, 공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있어 공동체 성원들의 삶이 행복하고, 유산관광이 활성화되고,
지속가능한 평화가 정착되고, 환경이 보호되고, 인권이 신장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할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백제역사유적지구와 백제문화제가 함께 유무형 유산을
잘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기념 학술대회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함께 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2015. 10. 1.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위원장 최 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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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atulatory Address
Respected Mr. Song Seokdu,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Baekje Historic
Area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Foundation who organized the International
Symposium in commemoration of the Baekje Historic Areas inscribed on the List of
World Heritage, as the titled on “A Measur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and
Conservation Management”, Dr. Oh Si-duk and Mr. Lee Yong-woo, Co-chairmen of the
Baekje Cultural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who gave me a permission to support
this symposium, and Dr. Chang Hosu, Director of the Chungnam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I sincerely express my gratitude to them while the 61st Baekje Cultural
Festival is being held in Gongju City and Buyeo County from Sep. 26 to Oct. 4 2015
under subtitled on “Baekje is born again in 2015” titled on “Great Baekje’s
Rehabilitation 1400 years ago.
Also I would like to deliver my thanks and congratulation to distinguished scholars
especially, Prof. Emeritus Noh Jung-guk, Chairman of the Baekje Historic Area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committee who will deliver a keynote speech, Prof.
Lee Hyeun, Chairman of ICOMOS Korea who will perform a moderator of the general
discussion, Dr. Alfredo Conti, Vice-president of ICOMOS, Dr. Guo Zhan Vice-chairman
of ICOMOS China, Dr. Dinu Bumbaru, Chairman of ICOMS Canada, Dr. Giora Solar,
Ex-Treasurer of ICOMOS, Dr. Wang Lijun, Advisor of National Heritage Information
Center, China, and Dr. Gordon Fulton, Advisor of ICOMOS who will present their theme
papers, and further to well-known panelists Dr. Lee Dongju working for the Baekje
Ancient City Foundation, Prof. Choi Jaeheon working for the Konkuk University, Dr. Cho
Dooheyon working for the Namhansanseong Fortress World Heritage Center, Prof.
Chung Gwangyong working for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and
the staffs who assist to perform this symposium.
Our Baekje Cultural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shall promote to develop various
programs and to serve customized services to which the Baekje Historic Areas and the
Baekje Cultural Festival are able to live, let-live, and live together with the related
personals, governments, enterprises, academies, research centers, groups, residents,
multi-culture families, and global tourists through takes actively part in the project of
Baekje Historic Area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comprehensively to conserve
and utilize the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s of Gongsanseong Castle and Royal
Tombs in Songsan-Ri of Gongju City, Archaelogical Site of Gwanbuk-Ri and
Busosanseong Fortress, Jeongrimsa Temple Site, Na Fortress and Royal Tombs in
Neunsan-Ri of Buyeo County, and Archaeological Site of Wangung-Ri and Mireuksa
Temple Site in the Baekje Historic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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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we are able to be happy and the life of community members is happy if there is
the Baekje Historic Areas, the heritage tourism is utilized, the sustainable peace is
established, the environment is protected, and the human right is expanded. Through
this symposium, the Baekje Historic Areas and the Baekje Cultural Festival together
hope to find a measure well to safeguard the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s and
simultaneously to mainta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 hope to deliver again
congratulation on opening this symposium in commemoration of the Baekje Historic
Areas inscribed on the List of World Heritage and wish for happiness of your home to
be your presence together.
Oct. 1, 2015

Prof. Jong-ho Choe (Ph.D. in Museology)
Chairman of the Baekje Cultural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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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적 가치
- 세계유산 등재, 그 시작과 결실 그리고 미래 노중국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위원회 위원장

초록
백제는 서기전 18 년에 건국하여 660 년에 멸망한 한국의 고대왕국의 하나였다. 약 700 년에
가까운 백제의 역사는 수도를 중심으로 한성시대(서기전 18~서기 475), 웅진시대(475~538),
사비시대(538~660)로 나뉜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백제 후기(웅진 및 사비시대 : 475~660)의
수도 및 부도(副都)와 관련한 유산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2 개의 도(충남과 전북)와 3 개의 시․군(공주시, 부여군, 익산시)에
걸쳐있는 연속유산이다. 그 성격은 고고학적 유적지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에 속한 유산은
공주시에 소재한 유산은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부여군에 소재한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고분군, 나성, 익산시에 소재한 왕궁리유적과 미륵사지이다. 이 8 개
유산의 기능과 성격은 통치 공간으로서의 왕성과 왕궁, 이념 공간으로서의 사찰, 사후
공간으로서의 능묘, 도성을 둘러싼 외곽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백제유산은 과거의
것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백제 당시의 수도였거나 왕궁이 있었던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 계승 의식과 축제 속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백제는 일찍부터 서해안을 통해 중국의 여러 왕조와 교류를 하면서 선진문화를 받아들였고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백제적인 문화를 만들어 내었다. 이렇게 개성이 있는 문화를 만든
백제는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교류하면서 기술자를 보내거나 문화를 전파하였다. 신라의
황룡사 9 층탑은 백제 장인 아비지에 의해 만들어졌다. 연화문이 그려진 대가야의 고아동
벽화분은 무령왕릉을 모델로 한 것이다. 일본의 비조사, 사천왕사 등과 같은 사찰과 기와
등은 백제가 파견한 장인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백제 기술로 만들어졌다. 단면 육각형인
능산리형 석실도 왜에 전해져 유행하였다. 오사카의 사야마 저수지 발굴에서 확인된
부엽공법과 판축공법은 백제로부터 전해진 선진 기술이었다. 왕궁리 유적 발굴에서 확인된
궁원문화는 일본 궁원문화의 원류가 되었다. 이리하여 백제는 5~7 세기에 한문자, 불교,
유교, 율령을 토대로 하는 고대동아시아공유(共有)문화권 형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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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역사유적지구가 보여주는 고대동아시아에서 건축물과 건축 기술의 발전을 가져온
교류는 백제의 성곽 건축, 왕릉, 석탑, 건축물의 기단에 나타나고 있다. 이는 평가기준
(ⅱ)를 충족시키고 있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도시계획, 지형적 환경, 건축물과 기술들은
유적의 규모와 유형에 의해 증명되며, 백제왕조의 독특한 문화, 역사, 종교와 예술의 뛰어난
증거를 보여준다. 이는 평가기준 (ⅲ)을 충족시키고 있다. 고고학적 유적지로서의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진정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의 경계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다. 또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문화재보호법과 고도보존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 잘 보존 관리되고 있다.
이리하여 백제역사유적지구는 2015 년 7 월 4 일 독일 본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서
당당히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로써 백제유산은 대한민국과 5 개 지자체의 유산일 뿐
만 아니라 세계인이 함께 공유하고, 보호하고, 향유할 수 있는 유산이 되었다. 대한민국과
5 개 지자체는 이러한 유산을 잘 보호, 관리하고 홍보하여 길이 후대로 물려줄 책임을
부여받았다. 지금부터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등재신청서를 제출할 때 약속한 대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는 유네스코에 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둘째, 백제사 연구를 보다
심화시키고 비슷한 시기의 중국과 일본의 유산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본 유산의 OUV 를
다양하게 드러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5 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자한 ‘백제학
연구센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유산을 잘 보존하면서 동시에 유산과 유산이
소재한 도시가 잘 어울리도록 도시 구조를 점차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5 개의
지자체는 본 유산과 백제를 매개로 문화적 동질성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며, 공동의
홍보를 통해 유산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본 유산을 보다 아끼고 자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기관과 학술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다음 세대도 본 유산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세계인이 찾아가 보고 싶은 유산이
될 것이며, 공주, 부여, 익산은 아름다운 유산을 간직하고 잘 보호하는 품격 높은 도시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는 2012 년 5 월에 설립된 세계유산등재추진단과 그
산하의 추진위원회와 사무국이 3 년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학계와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의
조언과 자문을 받고 주민협의체의 협조 등을 얻어 이룩한 아름다운 결실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었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선 다음의 몇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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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영문등재신청서를 꼼꼼히 읽으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리해 주신 이혜은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과 최재헌 사무총장,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통역으로 현장실사를 잘
마무리해 준 조유진 선생님, 등재신청서의 OUV 와 진정성, 완전성 규명 정리 임무를 맡은
사무국의 이해문 박사, 보존 관리 계획 정리를 담당한 부여문화유산센터의 이동주 박사,
비교연구와 동영상 제작 및 아카이브 정리에 도움을 준 서울대학교의 권오영 교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다음으로 영문등재신청서 초안을 검토하고 보완해 주신 Gordon Fulton 캐나다 이코모스
자문위원, 현지실사를 대비한 예비 실사 때 부족한 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준 Dinu
Bumbaru 이코모스 캐나다 위원장과 Guo Zhan 이코모스 중국 부위원장, 현지 실사를
꼼꼼하게 하여 좋은 보고서를 작성해 주신 Wang Lijun 중국 이코모스 위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사무국의 궂은일을 도맡아 처리해준 박성철 초대 국장, 김태우 2 대 국장,
유재경 3 대 국장과 사무국 직원 및 연구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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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V of the Baekje Historic Areas:

World Heritage inscription, the beginning,
achievements and the future
Choong Kook Noh
Committee Chair
Baekje Historic Area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Foundation

Abstract
One of the three ancient Korean kingdoms, Baekje lasted from 18 B.C. to 660 A.D. The
roughly 700-year history of the kingdom is commonly divided into three temporal
phases named after the capital at the time: the Hanseong (18 B.C.–475A.D.), Ungjin
(475–538), and Sabi (538–660) Periods. The Baekje Historic Areas are comprised of
historic monuments and sites from the Ungjin and Sabi eras (475–660).
The Baekje Historic Areas is a serial property with constituent components spanning two
provinces (Chungcheongnam-do and Jeollabuk-do) and three subordinate municipalities
(Gongju, Buyeo, and Iksan). A primarily archaeological heritage, the Baekje Historic Areas
consist of eight major components: Gongsanseong Fortress and the Royal Tombs in
Songsan-ri located in Gongju; the Archaeological Site in Gwanbuk-ri and Busosanseong
Fortress, the Jeongnimsa Temple Site, the Royal Tombs in Neungsan-ri, and Naseong City
Wall in Buyeo; and the Archaeological Site in Wanggung-ri and the Mireuksa Temple
Site in Iksan. These eight constituent sites are categorized by type into royal fortresses
and a royal palace as spaces for governance; temple sites as ideological spaces; royal
tombs as spaces of after-death; and a city wall encircling a capital area. These locations
do not simply stand as remnants of the past, but live in the present through efforts to
solidify the local identity of each of the relevant localities.
Baekje excelled at absorbing advanced cultural elements through exchanges with the
diverse range of dynasties that flourished in contemporaneous China and then refining
them to even higher standards, engendering cultural features unique to the kingdom.
Baekje cultural elements disseminated across various East Asian countries, and Baekje
craftsmen were dispatched abroad for this explicit purpose. The nine-story pagoda at
Hwangnyongsa Temple in Silla (57 B.C.–935A.D.), another Korean ancient kingdom,
was constructed by a Baekje master. The tomb with lotus-designed mural paintings in
Goa-ri, Gyeongsangbuk-do Province, from the ancient city state Daegaya, and the roof
tiles and other structural elements of the Japanese temples Asuka-dera and Shitenno-ji
were all created by craftsmen from Baekje or by applying skills imported from the
kingdom. The form of a stone chamber with a hexagonal cross section was expor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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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and widely adopted. Rammed earth (panchuk) technique and the foundationstrengthening method of filling in swampy areas with branches and plant matter
(buyeop), both of which have been identified in reservoirs in Osakasayama, Osaka,
diffused from Baekje to Japan. In addition, the royal gardening culture confirmed at
the Archaeological Site in Wanggung-ri was delivered to Japan to spark a similar
tradition there. As such, Baekje played a central role in formulating an East Asian
cultural sphere characterized by Chinese characters, Buddhism, Confucianism, and the
state rules and laws.
Baekje Historic Areas satisfy criteria (ii) and (iii): through its fortress wall construction,
royal tombs, stone pagodas, and building platforms the property manifests the
interchanges taking place between Baekje and other East Asian states related to
developments in architecture and building technologies; and the site layout,
topographical settings, architecture, and construction technologies embodied in the
property offer eloquent testimony to the unique culture, history, religion, and artistry
of the kingdom. The Baekje Historic Areas feature both authenticity and integrity, and
come equipped with appropriately delineated boundaries for the property and buffer
zones. Furthermore, thei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re guaranteed in related
legal frameworks such as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nd the Special Act on
Historic City Conservation and Promotion.
On July 4, 2015, at the 39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held in Bonn,
Germany, Baekje Historic Areas were successfully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The historic monuments and sites of Baekje have now transitioned beyond their status
as the heritage of five municipalities, or even of the Korean people, to join the heritage
shared, enjoyed, and protected by all humanity. The five municipalities have been
commissioned with the responsibility of ensuring appropriate efforts for the
management, conservation, and promotion of this heritage of humanity so that it can
be transmitted to future generations in the state in which we find it today. The
undertakings these municipalities must continue to conduct are listed below.
First, as described and promised in the nomination dossier, the disparate components
of the property should benefit from an integrated management and conservation
system. Second, further studies and research on the history of Baekje should be
conducted in greater depth and breadth. In addition, comparative studies examining
contemporaneous monuments and sites in China and Japan should be conducted in
order to identify additional aspects of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the property.
For this purpose, the initial step should be the establishment of a Research Center for
Baekje Studies jointly funded by the five municipal governments. Third, the
conservation of the property should be accompanied by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host cities in such a way as to promote harmony between the heritage and the
cities. Fourth, the five municipalities should take advantage of their established
commonalities associated with Baekje and the Baekje Historic Areas to further soli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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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cultural similarities. They should make joint promotional efforts to ensure that
local residents are encouraged to better conserve and care for the heritage
monuments and sites found in their localities. Fifth, cooperation with academic and
educational institutes should be expanded for conducting programs for the
dissemination of knowledge about the property among the young and future
generations. The execution of the above tasks will allow the Baekje Historic Areas to
become a space that appeals to all humanity and help Gongju, Buyeo, and Iksan to
establish themselves as cultural cities dedicated to the conservation of precious
historic assets.
The inscription of the Baekje Historic Areas on the World Heritage List is the product of
a journey launched in May 2012 when the World Heritage Nomination Office for the
Baekje Historic Areas was initiated. For a period of slightly over three years, the office
and its affiliated Nomination Committee and Secretariat exerted itself continuously in
cooperation with academic circles, ICOMOS Korea, and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my gratitude
to some of the many who contributed to the inscription of the Baekje Historic Areas on
the World Heritage List.
Thanks are due to Rii Hae-un, the chairperson of ICOMOS Korea and Choi Jae-heon, the
Secretary General of ICOMOS Korea who reviewed the English version of the
nomination dossier line by line and suggested points for revision and improvement; Jo
Eugene, who enabled and facilitated the field evaluation as the interpreter between
Korean and English; Lee Hae-mun from the Secretariat, who was responsible for
compiling the statement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authenticity, and integrity for
the nomination dossier; Lee Dong-ju from the Buyeo Cultural Heritage Center, who
was responsible for establishing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lan of the
property; and Professor Kwon O-young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who contributed
to the comparative analysis, production of video clips, and organization of archival
documents.
I would also like to offer my appreciation to Gordon Fulton from ICOMOS Canada, who
reviewed and complemented the nomination dossier; to Dinu Bumbaru, the
chairperson of ICOMOS Canada, and Guo Zhan, the vice chairperson of ICOMOS China,
who offered useful opinions during the preparatory field evaluations so that we could
be better prepared for the actual mission; and to Wang Lijun from ICOMOS China, who
conducted the field evaluation and prepared the evaluation report.
Lastly, my thanks also go out to the successive Secretary-Generals of the World
Heritage Nomination Office for the Baekje Historic Areas, Park Seong-cheol, Kim Tae-u,
and Yu Jae-gyeong, and to all of the many individuals who undertook the work for the
inscription, efforts out of which even the most humble was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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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적 가치
- 세계유산 등재, 그 시작과 결실 그리고 미래 -

Ⅰ. 들어가며
세계유산(World Heritage)이란 유네스코(UNESCO)가 1972 년 11 월 제 17 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에 의하여 유네스코의 특별위원회의
하나로 발족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인류문명과 자연유산 가운데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유산을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이를 후손에게 전수하여야 할 세계적 유산으로 지정한
유산을 말한다.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OUV)를 갖고 있어야
하며 유네스코가 제시한 문화유산의 6 개의 평가 기준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동시에 이 유산은 기본적으로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유산구역(property zone)과 완충구역(buffer zone)의 설정이 법적 행정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문화유산의 범주인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라는 세 개의 영역 가운데
유적지에 해당하며, 2 개의 도(충남, 전북)와 세 개의 시, 군(공주시, 부여군, 익산시)에 걸쳐
있는 연속유산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백제 후기(웅진 및 사비시대 : 475~660)의 수도 및 부도(副都)와
관련한 유산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에 속한 유산은 8 개이다. 공주시에 소재한 유산은
공산성, 송산리고분군이다. 부여군에 소재한 유산은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고분군, 부여나성이다. 익산시에 소재한 유산은 왕궁리유적과 미륵사지이다. 이 8 개
유산의 성격과 기능은 통치 공간, 이념 공간, 사후 공간, 외곽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통치 공간은 왕성과 왕궁이 중심이다. 여기에는 공산성,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왕궁리유적이 포함된다. 국가 통치의 이념을 보여주는 공간은 사찰이다. 여기에는
정림사지와 미륵사지가 포함된다. 선왕과 현재의 왕을 정신적으로 연결시켜 주며 왕실의
권위를 보장하는 사후 공간이 능묘이다. 여기에는 송산리고분군과 능산리고분군이 포함된다.
부여 나성은 도성을 둘러싸서 성 안팎을 구분하면서 방어 기능을 하는 외곽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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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8 개 유산은 모두 백제의 왕도였거나 왕궁이 있었던 곳에 소재하고 있다. 왕도와 왕성은
한 나라의 핵심적인 공간이며, 이곳의 모습은 그 나라 역사의 전개과정과 문화의 핵심적인
모습을 시간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유적들을 왕도 별로 따로 떼어서는 백제
유산의 성격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8 개의 유산을 하나로 묶어 백제역사
유적지구라고 이름하였다.
백제유산은 과거의 것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백제 당시의 수도였거나 왕궁이 있었던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 계승 의식과 축제 속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세 시, 군은 해마다 백제문화제, 서동축제 등을 통해 백제의 역사와 정신을
오늘날에도 이어가고 있다. 이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를 잘 보여준다.

Ⅱ. 간추려 본 백제역사
백제는 약 700 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한국의 고대왕국의 하나였다. 백제 역사의 전개
과정은 수도를 중심으로 한성시대(서기전 18~서기 475), 웅진시대(475~538), 사비시대
(538~660)로 나뉜다.
서기전 18 년에 시조 온조왕(서기전 18~서기 28)은 위례성(오늘날 서울시 송파구 일대)에
도읍하여 백제를 세웠다. 3 세기 중엽 고이왕(234~286) 대에 국가의 기틀을 다진 백제는
4 세기 중엽 근초고왕(346~375) 대에 중앙집권체제를 갖추고 정복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리하여 백제는 영토를 최대로 확장하였다. 오늘날 서울시 송파구에 남아있는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석촌동고분군과 방이동고분군은 한성도읍기 백제가 남긴 문화유산이다.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은 왕도 한성을 구성한 성이다. 풍납토성은 왕이 평소에 거주하는
평지성이고 몽촌토성은 유사시에 피난을 하는 산성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백제는 475 년에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 왕도 한성은 함락되어 불타버리고
개로왕(455~475)은 붙잡혀 죽었다. 개로왕의 동생 문주왕(475-477)은 왕위에 오른 후
황급히 웅진(오늘날의 충남 공주시)으로 천도하였다. 이리하여 한성시대는 막을 내리고
웅진시대가 시작되었다. 공산성은 웅진시대의 왕성인 웅진성이다. 이 성은 산성 안에
왕궁을 배치하였다. 송산리고분군은 웅진시대 왕실의 능묘가 위치한 곳이었다. 여기에서
1971 년에 무령왕릉이 발굴되었다.
538 년 무령왕(501~523)의 아들 성왕(523~554)은 방어하기도 좋으면서 경제적 기반도
넓은 사비(오늘날 충남 부여읍)로 천도하여 국가제체를 새로이 정비하였다. 이리하여
백제는 중흥을 이룩하고 문화를 크게 융성시켰다. 정림사지,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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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산리고분군, 나성 등은 왕도 사비성에 소재한 유산이다. 관북리 유적은 평지의 왕궁이며
부산성은 후원 겸 유사시의 피난성의 기능을 하였다. 정림사지는 시가지 중심에 위치한
국가 사찰이었으며, 능산리고분군은 왕실의 능묘가 위치한 곳이었다.
이후 백제 무왕(600~641)은 왕권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익산 경영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익산에 왕궁을 만들고, 미륵의 용화 세계를 구현하려는 염원에서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은 이러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660 년 7 월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사비도성은 함락되었고, 웅진성으로
피난을 가 있던 의자왕(641~660)은 나당연합군에 항복하였다. 이리하여 백제는 멸망하고
말았다. 온조왕의 건국 이후 678 년 만이다.

Ⅲ.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1. 고대동아사아에서 문화 교류를 잘 보여주는 백제역사유적지구
백제역사유적지구가 보여주는 고대동아시아에서 건축물과 건축 기술의 발전을 가져온
교류는 백제의 성곽 건축, 왕릉, 석탑, 건축물의 기단에 나타나고 있다. 이는 평가기준
(ⅱ)를 충족시키고 있다. 평가기준 (ⅱ)는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한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반영하는 것"이다.
백제는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이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그리고 이 수준 높은 문물을 신라, 가야, 왜 등에 전해 주어 그 나라의
문화 수준도 높여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문헌자료와 고고학적 발굴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백제는 한성도읍기에 중국의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 이 불교는 웅진도읍기를
거쳐 사비도읍기에 크게 성행하였다. 이후 백제 불교는 주변국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백제 불교는 신라가 불교를 공인할 때 크게 영향을 주었다. 불교 공인 후 신라는 최초의
사찰로 흥륜사를 건립하고 미륵불을 주불로 모셨다. 이는 백제 흥륜사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백제는 신라가 황룡사 구층목탑를 만들 때 백제는 장인 아비지를 파견해 목탑
건립을 주도하게 하였다. 한편 신라는 백제가 창안한 석탑 문화를 받아들여 통일 이후에는
석탑 문화를 크게 성행시켰다.
백제는 538 년에 왜에 불교를 전해주었다. 이로부터 왜에서 불교가 신앙되기 시작하였다.
불교를 전하면서 백제는 승려를 비롯하여 사찰과 탑 및 기와를 만드는 기술자들도 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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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하였다. 그 결과 왜의 불교 신앙과 불교문화, 불교 건축은 백제식으로 이루어졌다.
일본의 최초의 사찰인 비조사가 백제 승려와 장인에 의해 세워졌다는 사실, 사천왕사를
발굴한 결과 탑-금당-강당을 일직선상에 일탑-일금당 가람구조라는 사실 등이 이를
보여준다. 일본 산전사 금당 기단에 보이는 와적 기단은 백제는 창안한 와적 기단 기법을
받아들인 것이다.
가야의 경우 고아동 벽화분은 볼트형의 천장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연도와 현실 전체를 회를
바른 후 연화문 등 벽화를 그렸다. 고아동 벽화분의 재질은 비록 석재이지만 볼트형의
천장 구조는 무령왕릉의 것을 본받은 것이고, 현실 내부를 모두 회로 바른 것은 공주
금학동 1 호분을 본받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대가야 불교가 백제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백제는 중국으로부터 판축 기법, 부엽공법 등을 기술을 받아들여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
그리고 토심석축공법이라는 새로운 기술도 개발하였다. 이렇게 발전시키고 개발한 기술을
백제는 왜에 전해 주었다. 일본 오사카부 샤야마이께 제방을 발굴에서 확인된 부엽 공법,
큐슈의 미즈끼 등의 발굴에서 확인된 판축 기법 및 부엽 공법은 백제의 기술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들은 백제의 건축, 토목 기술이 왜에 전해져 왜의 기술 문화 수준을
높였음을 증명해 준다.
웅진도읍기를 거쳐 사비도읍기에 크게 성행한 백제의 횡혈식 석실분은 단면 육각형의
구조로서 매우 매우 안정적이고 균형미가 있는 아름다운 형태이다. 이를 능산리형 석실이라
한다. 이 능산리형 석실은 일본 열도에 전파되어 유행하였다.
송산리 6 호분에는 네 벽에 사신도가 그려져 있고, 능산리 동하총에는 네 벽에 사신도가,
천청에는 연화문도가 그려져 있다. 고분에 벽화를 그리는 것은 남조의 고분 벽화 문화의
영향이다. 그러나 남조의 벽화는 벽돌로 구워 조립한 형식이지만 송산리 6 호분의 경우
벽화를 그릴 곳에 회를 바르고 그 위에 사신도를 그렸다. 이러한 기법은 고구려 고분벽화와
맥을 같이 한다. 또 잘 물갈이한 돌의 벽면에 벽화를 그린 동하총의 벽화는 고구려의 강서
대묘의 사신도의 수법과 일치한다. 이 벽화들은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 이루어진 문화
교류의 일단을 보여준다.
백제는 중국의 궁성제를 받아들여 왕궁리에 전조후원형의 궁궐을 만들었다. 발굴 결과
왕궁리 후원에서는 연못과 정자 및 도수로가 확인되었다. 백제의 원지 문화는 일본에
전해져서 일본 궁원 문화의 원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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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령왕릉에서 온전히 출토된 108 종 4,600 여 점의 유물 가운데 중국산 도자기와 오수전 및
묘지석을 묻는 풍습과 진묘수, 그리고 벽돌로 만든 볼트형 전축분 등은 중국의 장례 문화가
백제에 전해진 것을 잘 보여준다. 일본산 금송으로 만든 왕과 왕비의 관은 왜와 백제와의
교류를, 동남아시아산 구슬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교섭과 교류를 증명해준다.
무령왕릉의 유물은 백제가 문화교류의 강국임을 잘 보여준다.

2. 문화적 전통과 문명에 관한 독보적 증거가 되는 백제역사유적지구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도시계획, 지형적 환경, 건축물과 기술들은 유적의 규모와 유형에
의해 증명되며, 백제왕조의 독특한 문화, 역사, 종교와 예술의 뛰어난 증거를 보여준다.
이는 평가기준 (ⅲ)을 충족시키고 있다. 평가기준 (ⅲ)은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이다.
백제는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하면서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산성 안에 왕궁을
만들었다. 그러나 사비로 천도하면서 평지인 관북리에 왕궁을 만들고 뒤의 부소산에 산성을
쌓았다. 부소산성은 평시에는 후원의 역할을 하면서 유사시에는 피난성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평지성+산성의 왕성구조는 한성도읍기의 전통을 이은 특징을 갖는다.
백제는 왕성과 나성을 만들면서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공주 공산성은 금강과
공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부여 나성은 백마강을 자연해자로 하고 산과 계곡을 따라 성벽을
축조하여 만들어졌다. 이는 중국의 나성이 평지에 만들어진 것과는 다르다. 이처럼 자연
지형을 잘 활용하여 왕성과 나성을 만든 것은 백제 도성 축조의 특징이다.
중국의 나성은 북위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지만 현재 발굴에서 확인된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그마저 많이 파괴된 상태이다. 그러나 부여나성은 백제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538 년에 만들어진 부여나성은 현재 남아있는 고대동아시아
나성 가운데 당시의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익산 왕궁리 유적은 중국의 도성제를 받아들여 전반부에는 전각 건물을, 후반부에는 후원을
조성하였다. 이를 전조후원형 궁궐이라 한다.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익산 왕궁의 모습은
당시 동아시아의 전조후원형 궁궐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다.
왕궁과 도성 건설에는 다양한 기법의 토목, 건축 기술이 적용되었다. 공산성과 부소산성과
부여나성은 성벽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 판축공법을 사용하였다. 나비나성의 경우 저습지 등
연약 지반에는 부엽공법을 사용하여 성벽을 견고하게 하였다. 중심 토루를 만들고 그
바깥에 돌을 덧대어 방어력을 강화한 토심석축공법은 웅진시대에 공산성 축조 때 창안한
독특한 축성 방법이다. 이 축성 방법은 사비시대에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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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건축에서 보여주는 백제의 우수한 문화는 석탑 건축과 기단 건축에서 살펴볼 수 있다.
미륵사지 탑은 목제탑을 석재로 변용하여 만든 최초의 탑이다. 이를 더욱 발전시켜
만들어진 것이 정림사지 오층석탑이다. 미륵사지 석탑은 목조탑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정림사지 석탑은 비례미와 정제미를 갖춘 대표적인 탑이다. 이 두 탑은 백제의
빼어난 석조 기술을 잘 보여준다.
백제가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한 석탑은 신라에 전해졌고 이 석탑 조영 전통은 고려와 조선에로
이어져 한국 탑파 문화의 근간을 이루었다. 한국의 석탑 문화는 중국의 ‘전탑 문화’와 일본의
‘목탑 문화’와 크게 대비된다. 그 시작이 바로 미륵사 석탑과 정림사 석탑인 것이다.
정림사지는 중문-탑-금당-강당이 일직선상에 놓이는 가람구조이다. 이를 일탑-일금당식
가람배치라고 한다. 가장 전형적인 일탑-일금당식의 가람배치로 이루어진 정림사는 이후
한반도 및 일본열도의 가람배치의 토대가 되었다. 한편 미륵사지는 3 탑-3 금당의
가람배치이다. 이 삼탑-삼금당의 가람배치는 용화삼회를 표현한 것이다. 고대동아시아
에서 발굴 조사에서 확인된 삼탑-삼금당의 가람배치는 미륵사지가 유일하다.
백제는 사찰 건물의 외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기와를 수평으로 쌓거나 합장형으로
쌓거나 하여 모양을 내었다. 이를 와적 기단 기법이라고 한다. 이 와적 기단은 왕궁의
기단에도 사용되었지만 주로 사찰의 기단 장식에 많이 사용되었다. 기와를 이용하여 기단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와적 기단 기법은 백제가 창안해낸 것이다.
백제는 무령왕릉과 송산리 6 호분에서 보듯이 중국의 전축분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전축분은 백제에서 유행하지 못하고 사비로 천도한 후에는 소멸되었다. 반면에 횡혈식
석실분 의 전통은 사비시대에도 이어졌다. 무덤의 현실은 잘 다듬은 판석을 사용하였으며
내부 구조는 종래의 궁륭상 천정에서 단면 육각형의 구조를 바뀌었다. 능산리형 석실
구조인 단면 육각형의 구조는 안정되면서도 아름다운 구조로서 백제가 창안한 것이다.

3. 비교 연구
세계유산에 등재되려면 그 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제역사유적지구와 시기를 같이 하거나
성격을 같이 하면서 비교할 수 있는 유산으로서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은 ‘경주역사
유적지구’를 비롯하여 중국의 ‘고대 고구려왕국의 수도와 묘지’ 및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
일본의 ‘고도 나라의 문화재’, 북한의 ‘개성역사유적지구’이다.
한국의 “경주역사지구”는 2000 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평가 기준은 (ⅱ)(ⅲ)이다.
이 유적은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준다. 유적의 성격에 따라 불교미술의 보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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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지구, 궁궐터인 월성지구, 왕과 왕비, 귀족들의 무덤 분포지역인 대릉원지구, 사찰
지역인 황룡사지구, 방어시설인 명활산성지구이다. 경주역사유적지구는 왕궁, 산성, 고분,
사찰과 같은 특징을 갖는 유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백제유산과 유사하다. 그러나 유적 중
절반 이상은 백제역사유적지구 보다 몇 세기 늦다.
중국의 “고대 고구려 왕국의 수도와 묘지”는 2004 년에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등재
기준은 (ⅰ)(ⅱ)(ⅲ)(ⅳ)(v)이다. 이 유적은 고구려시대의 3 개 도시와 40 기의 무덤 (14 기
왕릉과 26 기 귀족릉)으로 이루어졌다. 3 개의 도시는 시기, 지역, 문화에 따라 다르게
세워진 도시계획의 예를 보여준다. 고구려 매장 형태를 나타내는 무덤들은 특별한 건축 및
토목기술과 일상생활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왕도에는 나성이 없고 정신 공간으로서의
사찰도 없어 백제 유산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발전된 체계는 아니다.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은 2004 년에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등재 기준은 (ⅰ)(ⅱ)(ⅲ)
(ⅳ)이다. 이 유적은 벽화고분 16 기를 포함한 63 기의 고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평양직할시, 남포시, 평안남도, 황해도에 걸쳐 있다. 고구려 고분 벽화는
고구려인들의 생활양식, 토속신앙, 정교한 건축 공법을 보여주는 고구려 문화의 걸작으로
일본 등 이웃 나라의 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이 유적은 모두 고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왕궁, 방어시설로서의 외곽성, 사찰, 고분으로 이루어진 백제역사유적지구와는
다르다.
일본의 “고도 나라의 문화재”는 1998 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등재 기준은 (ⅱ)(ⅲ)
(ⅳ)(v)이다. 이 유산은 고도 나라에 있는 8 개의 유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5 개는 불교
사원이고, 하나는 신도 사원, 하나는 궁적, 하나는 원시림이다. 고도 나라는 백제보다 늦게
조성된 수도이며, 이곳의 불교 사원은 백제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왕도 건설은 중국
당나라의 수도를 모델로 하였다.
북한의 “개성역사유적지구”는 2013 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평가 기준은 (ⅱ)(ⅲ)
이다. 이 유적은 고려 왕조(918-1392)의 수도를 고분들과 함께 보여준다. 이 지구에 포함된
유적은 만월대, 개성 첨성대, 개성 성곽, 개성 남대문, 고려 성균관, 숭양서원, 선죽교와
표충사, 왕건릉, 명릉, 공민왕릉 등이다. 이 유적은 도시, 왕궁, 고분의 풍수적 배치, 성벽과
성문의 도시방어 시스템, 교육 시설을 통한 불교에서 유교철학으로의 변화 등 고려 왕조의
수도가 지닌 정치, 철학, 정신적 가치를 내포한다. 도시계획이라는 측면에서 개성의 역사
기념물과 유적은 백제와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도시계획 유적은
개성보다 훨씬 이른 단계에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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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완전성과 진정성, 그리고 보존 관리 계획
1. 완전성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그 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함과
동시에 완전성과 진정성도 갖추어야 한다. 완전성의 핵심 단어는 ‘총체성’, ‘완결성’,
‘위해요소부재’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백제 웅진 사비 시기의 왕궁, 고분, 산성, 사찰
유적들을 포함하며 그 당시 도시계획, 상장의례, 종교적 신념에 대한 내용을 보여준다.
유적들은 전체로서의 유산이 지녀야 할 필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또 이 유적들은 수도의
역사적 기능과 그 환경과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 유산에는 고려시대에 정림사지의 재건과 활용, 조선 왕조에 의한 공산성과 부소산성의
활용과 시설들의 보강 및 재건과 같은 후대 왕조들에 의한 도시의 발전을 나타내는
유적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백제 시대의 유적들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완전성을 갖추고 있다.

2. 진정성
진정성은 유산의 속성이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얼마나 잘 반영하였느냐를 측정하는 것이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유산은 그들의 문화적 가치가 다양한 속성을 통해 진실되고
믿을만하게 표출된다면 진정성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왕궁지와 고분들은 진정성을 보존하기 위해 발굴 조사 후 적절하게
복토되었고, 잔디를 식재하였다. 정림사지에는 강당지 위에 백제 시대의 형태와 일치하지
않지만 전통 양식으로 지어난 보호각 내에 불상을 안치하였다. 미륵사지 동탑은 원자재
일부와 전통 건축 자재를 사용하여 원형으로 재건되었다. 서탑은 현재 전통 석재 건축
기술을 사용하여 해체 복원 작업을 하고 있다.
이처럼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여덟 유적의 대부분의 요소들은 각각 다른 정도로 수리와
복원과 같은 후대 사람의 손길이 닿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각 유산이 가지는 진정성은
전반적으로 높다.

3. 보존 관리 계획
세계유산에 등재되려면 유산을 보호 관리하기 위한 유산 구역과 완충 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신청 유산의 경계는 지형적 경계, 길, 도로를 따르며 명확하게 인식
가능하다. 산성과 고분의 경우 그와 관련이 있는 지형과 경관을 포함하여 유산 구역을

28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보존관리 방안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 완충 구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유산 구역을 둘러싸는 500 미터
내에서는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백제유산은 모두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보호조례 아래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 유적들에 대한 보존 상태의
평가와 상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목록이 작성되어 있다.
백제 유산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단에 의해
관리된다. 이를 위해 통합관리계획안이 마련되었다. 또 각 자치 단체 아래에 설립된 세
지역의 주민협의회는 신청 유산을 보존, 관리, 활용, 홍보 등의 활동에 의견을 개진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Ⅴ.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의의와 과제
1. 세계유산 등재 의의
2015 년 7 월 독일 본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는 백제역사유적지구가 등재 기준 (ⅱ)와
(ⅲ)을 충족시키고, 진정성과 완전성을 갖추고 있으며, 보존관리 계획도 잘 마련되었다고
판단하고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였다. 2012 년 5 월 세계유산등재
추진단을 만들어 본격적인 등재 추진 활동을 벌인지 만 3 년 만에 거둔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이리하여 우리나라는 12 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는 대한민국의 문화 강국의
이미지를 더욱 높여주었다.
세계유산이 되면 세계유산이 소재한 도시의 브랜드는 크게 높아진다.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이 됨으로써 공주, 부여, 익산은 이제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세계유산이 되면서 유산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민들은 이제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자긍심은 지역민들로 하여금
세계유산과 소통하면서 세계유산을 널리 알리고 자율적으로 유산을 잘 관리하는 파수꾼이
되게 한다.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이 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는 이 유산을 보다 더 잘
보존관리하고, 연구하고, 홍보하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종래 지자체별로 하던 보존, 관리가 이제는 세계유산이라는 관점에서 백제역사
유적지구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놓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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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대 문화의 핵심은 삼국의 문화이다. 삼국의 문화 가운데 신라 유산은 1995 년에
‘석굴암과 불국사’가, 2000 년에 ‘경주역사유적지’가 세계유산으로 각각 등재되었다.
고구려 유산은 2004 년에 중국에 있는 것은 ‘고구려의 도성과 귀족 무덤’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있는 고구려 유산은 ‘고구려 고분군’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백제 유산이 이번에 세계유산에 등재됨으로써 삼국 문화 모두가 명실상부하게
세계유산이 되었다. 이는 삼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린 것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여덟 개 유산은 충남의 공주시, 부여군과 전북의 익산시에 나누어져
있다. 5 개 지자체는 지역을 달리하고, 문화를 달리하고, 전통을 달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화를 이루기 어려웠다. 그러나 백제유산을 공유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야 한다는 열기가 높아지면서 5 개 지자체는 점차 마음을 열고
서로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5 개 지자체가 백제 유산을 중심으로 하나로 모였다는 것이
또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 앞으로의 과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이 됨으로써 이제 백제유산은 대한민국과 5 개 지자체의
유산일 뿐 만 아니라 세계인이 함께 공유하고, 보호하고, 향유할 수 있는 유산이 되었다.
대한민국과 5 개 지자체는 이러한 유산을 잘 보호, 관리하고 홍보하여 길이 후대로 물려줄
책임을 부여받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는 물론 세계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보존,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백제역사유적지구는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는 유네스코에 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현재의
통합관리단은 내년부터 백제세계유산센터로 이름이 바뀐다. 세계유산센터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예산을 확보하여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인위적인 위험, 자연적인 위험으로부터
철저하게 보존,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백제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가 되어야만 이를
토대로 보존, 관리 대책이 이루어지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보다 더 드러나게 된다.
백제사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5 개 지자체는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가칭
“백제학연구센터”를 만들고 이곳이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백제사
전반을 연구하는 백제학 연구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이 유산을 둘러싸고 있는 도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공주와 부여는
유산이 도심 속에 있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유산에 어울리는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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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높이뿐만 아니라 건물의 색깔, 지붕 모양, 건물의 구조, 건물의 규모 등이 유산과
어울리도록 설계하여 한층 품격 높은 도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유산과 어울리는 도시가
만들어지면 세월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유산과 이 도시를 찾아올 것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기본적으로 5 개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함께 관리하고, 함께 홍보하고,
함께 즐기고 누려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매년 한 차례의 공동 축제, 한 차례의
공동 학술행사, 한 차례 이상의 3 개 시군민의 공동답사, 공동의 관광홍보 계획 수립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지자체 차원이 아닌 백제유산의 차원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세계유산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자라나는 후속 세대들이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또 백제학회를 비롯하여 공주, 부여, 익산에 위치한 박물관, 전시관, 대학, 연구소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연구와 보존 관리에 공동보조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드러내고 세계유산 등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비교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교연구의 대상은 신라의 유산이나
고구려의 유산뿐만 아니라 일본의 세계유산인 ‘고대 나라의 문화재’와 잠정목록에 등재된
‘아스카 후지하라’, 중국의 경우 아직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남조의 건강성,
북위 낙양성 등이다. 이러한 유산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공통성과 차별성을 확인하고 그
속에서 백제유산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동시에 세계유산을 관리하는 각국의 기구와 유대를
맺어 유산을 좀 더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홍보하는 방법 등을 교류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세계인이 찾아가 보고 싶은 유산이 될 것이며, 공주, 부여,
익산은 아름다운 유산을 간직하고 잘 보호하는 품격 높은 도시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Ⅵ. 마무리 하며
1.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의 과정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의 첫 시작은 무령왕릉을 잠정목록으로
등재한 1994 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 년 1 월 충청남도와 공주시, 부여군은 공주‧부여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전라남도와 익산시는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를 각각 우선등재
추진대상으로 신청하였다. 그러나 2011 년 1 월 문화재청 세계유산위원회는 공주, 부여,
익산에 위치한 백제 유산을 합쳐서 ‘공주‧부여‧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라는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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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묶어 우선등재 추진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리하여 세계유산 등재 추진 작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될 있게 되었다. 이후의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0. 2011 년 12 월 충청남도, 전라북도,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는 문화재청과 세계유산등재
추진을 위한 MOU 를 맺었다.
0. 2012 년 5 월 (재)공주․부여․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만들어지고
그 아래에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사무국, 자문위원회가 두어졌다. 추진위원회는 OUV
도출, 완전성과 진정성의 규명, 보존관리계획 수립, 주민협의체의 구성 등등의 일들을 맡아
추진하였다.
0. 2014 년 1 월 추진단은 영문등재신청서를 문화재청을 통해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였다.
0. 2014 년 9 월 15~20 일에 ICOMOS 의 현지실사를 받았다.
0. 2015 년 5 월 ICOMOS 는 전체 회의를 열어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권고하기로 하였다.
0. 2015 년 7 월 4 일 독일 본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로 결정하였다.

2. 감사의 말씀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5 개지자체는 등재추진단을 만들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였다. 시, 군의 공무원들은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고 부족한
자료들은 보완해 주었다. 사무국의 직원들은 며칠 밤샘을 하면서 등재신청서 작성과
보존관리 계획 마련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문화재청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세계유산 등재 사업은 추진단이나 추진위원회 그리고 행정조직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학계와 ICOMOS 의 조언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학계를 대표한 자문위원회와 이코모스 한국위원회는 OUV 도출과 진정성, 완전성 규명에
자문을 해주고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 공주, 부여, 익산의 시민단체들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산의 자율적인 보호와 홍보에 적극 참여하여 힘을 보태주었다. 이러한 협조와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었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선 다음의 몇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먼저 영문등재신청서를 꼼꼼히 읽으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리해 주신 이혜은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과 최재헌 사무총장, 한 치의 오차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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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으로 현장실사를 잘 마무리해 준 조유진 선생, 등재신청서의 핵심인 OUV 도출과
진정성, 완전성 규명을 정리하는 임무를 맡은 사무국의 이해문 박사, 보존 관리 계획 정리를
담당한 부여문화유산센터의 이동주 박사, OUV 도출과 동영상 제작 및 아카이브 정리에
도움을 준 서울대학교의 권오영 교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다음으로 영문등재신청서 초안을 검토하고 기본 방향을 잘 제시해 주신 Gordon Fulton
캐나다 이코모스 자문위원, 현지실사를 대비한 예비 실사 때 현장을 일일이 다니면서
부족한 사항들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Dinu Bumbaru 이코모스 캐나다
위원장과 Guo Zhan 이코모스 중국 부위원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현지
실사를 꼼꼼하게 하여 좋은 보고서를 작성해 주신 Wang Lijun 중국 이코모스 위원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사무국의 궂은일을 도맡아 처리해준 박성철 초대 사무국장, 김태우 2 대
사무국장, 유재경 3 대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들과 연구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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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Presentation 1

합리적인 세계유산 관광전략 수립
Establishing a Rational World Heritage Tourism Strategy

알프레도 콘티 (아르헨티나)
이코모스 부위원장

Alfredo Conti (Argentina)
Vice President, ICOMOS

Alfredo Conti (알프레도 콘티)
[직 책]
• 이코모스 부위원장
• La Plata 대학 교수
알프레도 콘티는 도시건축 보존 건축가로, 특히 20세기 도시건축 유산에 관련된 일을 해왔습니다. 2000년
부터는 ICOMOS에서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세계유산을 평가, 감시하는 전문가로 일하고
있으며, UNESCO의 문화유산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ICOMOS를 대표하여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세계유산협정의 이행에 관련된 주기적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Organization of
World Heritage Cities and the World Monuments Fund등과 업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의 Commission for Scientific Research의 연구원,
- Director of the Research Laboratory on the Territory and the Environment,
- ICOMOS 부회장 및 Chairman of the ICOMOS World Heritage Working Group,
- ICOMOS International Committee on Historic Towns and Villages 전문위원,
- Research Institute on Tourism at La Plata University 교수,
- Academic Director of the Post Graduate Course on Heritage and Sustainable Tourism,
- UNESCO Chair on Cultural Tourism, Buenos Aires 등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Position]
• Vice President, ICOMOS
• Professor, La Plata University
Alfredo Conti is an architect, specialized in architectural and urban conservation (Buenos
Aires University). He has worked especially on urban heritage and on heritage of the 20th
century. From 2000 onwards he acted as 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expert for the evaluation and monitoring of World Heritage properti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nd as UNESCO consultant on projects regarding cultural heritage.
Mr. Conti represented ICOMOS throughout the elaboration and follow-up of the periodic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02-2006) and collaborated with the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the Organization of World Heritage Cities and the World Monuments
Fund. Currently he is a Researcher at the Commission for Scientific Research of the province of
Buenos Aires; Director of the Research Laboratory on the Territory and the Environment;
Vice-President of ICOMOS; Chairman of the ICOMOS World Heritage Working Group; Expert
Member of the ICOMOS International Committee on Historic Towns and Villages; Professor
and Director of the Research Institute on Tourism at La Plata University and Academic
Director of the Post Graduate Course on Heritage and Sustainable Tourism, UNECO Chair on
Cultural Tourism, Buenos Aires. He has been invited to lecture at universities and academic
institutions in the Americas, Europe and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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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세계유산 관광전략 수립
알프레도 콘티
이코모스 부위원장

1. 서론
현대사회에 관광이 생겨난 것은 문화유산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과정과 연관이 깊다.
르네상스 동안 로마문명이 ‘재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로마를 비롯한 이탈리아반도 전체는,
그 당시 예술적 제작의 영감이라 여겨졌던 로마문명이 남긴 유적을 직접 만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붐비었다. 18 세기와 19 세기 동안 그랜드투어(Grand Tour)를 통해 유럽
각지의 귀족과 부유한 사람들은 역사적 기념물, 고고학 유적, 박물관 등을 방문하기 위해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났다. 이러한 관광의 증대로 교통이나 숙박시설 등 여행객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이 생겼다. 초기 형태의 관광에도 현재 사용하는 관광 개념의
요소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관광’이라는 말은 여행객의 기대가 충족되면 원래 살던
곳으로의 회기를 의미하는 것, 이들이 주로 문화적 동기로 여행을 했다는 것, 관광지에
투자하는 돈은 자국에서 온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랜드투어를 요즘 쓰는 말로 옮기면,
교육과 경제수준이 높은 일부 사람들이 하는 ‘문화관광’이 된다.
17 세기와 18 세기에 과학분야에 한정되었던 자연에 대한 관심은 특히 19 세기 낭만주의의
등장과 함께 예술분야로 확산되었다. 자연환경은 몸과 마음의 휴식과 사색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었고, 특히 유럽에서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산이나 바다는 인기 있는 관광지가
되었다.
산업화로 인한 경제, 사회 및 문화적 변화로 새로운 형태의 관광이 출현했고, 중산층은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20 세기 동안 노동자들에게 자유시간, 여가 및 휴가에 관한
권리가 생겼다. 교통이 편리해지고 휴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매스투어리즘(mass tourism;
대중관광)이 생겨났고, 이러한 흐름은 특히 2 차 세계대전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가장
일반적인 매스투어리즘의 형태는 태양과 해변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었지만, 점차
문화유산도 매스투어리즘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오늘날은 박물관이나 역사적 기념물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있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지 않다.
지난 몇십 년 동안 문화유산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관광의 형태도 다양해졌다. 예를 들어,
음식관광, 와인관광 등도 있다. 관광객의 행태도 바뀌었다. 예전에는 한번에 여름휴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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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갔었는데, 이제는 일년에 걸쳐 여러 번 짧은 휴가를 가고 주말을 이용해 관광을
즐기기도 한다. 꼭 집에서 멀리 떠나지 않아도, 사람들은 새로운 휴식과 영감을 주는 경험을
원했다. 이로 인해 관광은 국제적으로 가장 큰 경제활동으로 성장했고, 특정지역이나
나라에서는 관광이 주요한 재원조달 방법이자 일자리 창출산업이며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형 및 무형유산은 관광개발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되었고,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은 가장 많이 홍보되고 가장 매력적인 방문지가 되었다.

2. 세계유산과 관광 : 기회와 위협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전에 이미 높은 인지도를 보이는 유산이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등재의 영향으로 국제적 인지도가 높아진다. 유네스코와 언론을 포함한
관련기관이 등재된 유산의 가치와 특징을 광범위하게 홍보하고, 이에 따라 해당 유산은
주요한 관광지가 된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 관광객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발생하는데, 이 경우는 주로 유산이 분쟁지역이나 정치적으로 불안한 지역, 또는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외딴지역에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관광 증대라는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보존과 관광개발사이의 조화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적절한 계획이 없으면 세계유산 등재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 중에서 수용역량(carrying capacity)의 초과는 유산관리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원칙적으로, 수용역량은 생태계에 피해 없이 생태계에서 허용하는 만큼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개념을 유산(건물, 복합체, 도시 또는 시골지역) 관광에 적용하면,
유산의 상태나 가치를 훼손하는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유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뜻한다.
유산 가치의 변화나 왜곡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유산이라는 것은 사회가 역사, 예술 또는
과학과 연관된 가치를 부여한 물질 체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유산의 물질적 측면 보존을 통해 사회가 부여한 의미와 가치를 다음 세대로 전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유산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일, 유산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일, 진정성을 보존하는 일 등에 필수적이다. 이 때
진정성이란 물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능, 관련 전통 등 무형적인 측면도 함께 의미한다.
진정성이 무형적인 측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매스투어리즘의 확산으로
발생하는 갈등은 유산이 구경거리나 소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산의 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관광객 수용역량이 적절한 수준인 상태에서도 관광에
지나치게 집중하면 진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는 역사적 중심지나 도시 지역에서 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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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는 현상이다. 진정성에 대한 위협은, 물질적 측면에 가해지는 위협뿐만 아니라
무형적 측면에 대한 위협까지 포함한다. 역사적 중심지나 구도심 중에는 보존 상태가 좋은
곳이 많다. 건물과 공공 장소 모두 잘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관광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면 동네 전체가 관광객을 위해 돌아가고, 관광객을 위한 상행위가 일어나며, 거주지였던
곳이 숙박업소나 식당으로 바뀌게 된다. 이미 말했듯이 물질적인 측면에 대한 보존은 문제
없을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지역이 본래 의미와 기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역사적 중심지 같은 특정 종류의 유산을 관리 할 때 발생하는 가장 복잡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고급주택화)도 위와 같은 상황과 연관된 문제로 전 세계
역사적 중심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전통적인 거주자들이 건물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에서 더욱 자주 발생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이러한 건물을 제 2 의 거주지나 일 년 중 단기간만 거주할
사람들이 이들 건물을 소유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해당 동네의 인구가 점차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유산의 진정성 중 특정한 측면이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에, 건물의 물질적 측면에는 아무런 훼손이 없을 수
있고 심지어 예전보다 상태가 좋아질 수도 있지만, 건물 기능에 대한 진정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관광객과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 특히 이들 두 집단 사이에
경제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 문제가 발생한다. 개발도상국에서, 관광객의 기대와
욕구가 지역주민들과 맞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것도 진정성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된다.
앞에서 말한 이러한 상황들이, 유산 보존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의 가치와
진정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관광은 적절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 정책에는 지역 공동체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포함해야 한다.
관광 수요를 조사한 연구를 보면, 관광객들은 특별히 유산이나 지식을 쌓는 것 또는 다른
문화와 접촉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경험을 하는 것이 주요한 관심사이고
이러한 경험의 다른 요소들 중에서 유산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누가
진정한 문화 관광객이고 유산 해설을 어떻게 장려할 것인지 정의하기 어려워진다. 어떤
경우이든, 유산을 보존하는 사람들은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른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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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리적인 전략을 위한 기초
합리적인 세계유산 관광 전략 수립을 위한 기본사항을 이야기하기 위해 4 가지 측면에 관해
논의하겠다. 문화 자원에서 관광 상품으로 변환, 수용역량 추정, 제시와 해설 및 서로 다른
관계자의 역할이 그것이다. 먼저, 세계유산의 관광과 관리에 관한 전략 수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와 OUV 를 보여주는 특징들을 보존하는
일이라는 것을 밝혀둔다. 이러한 유산의 가치와 완전성 및 진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어떠한 것이라도 반드시 피해야 하고, 관광 정책과 전략은 보호 및 보존 정책의 맥락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a. 관광상품
원칙적으로 유산은 문화 자원으로 소비자가 ‘소비’하고 즐겨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관광
상품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기반시설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자원으로 관광 상품을
정의하는 연구가 있다. 다시 말해, 대중이 그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시설을 갖춘다는
것이다. 필요한 기반시설 중에 해당 지역에 가기 위한 접근로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주차장, 위생 서비스, 탐방로, 휴식공간, 음식 서비스 등도 중요하다. 유산이 있는 동네에서
숙박시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할 수도 있고, 관련 시설 중에는 유흥적인 요소나 다른
관광지가 있을 수 있다. 관광 상품이 만들어지면 홍보와 상품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관광 상품을 해당 도시나 지역의 관광 추천지에 포함할 수 있다.
세계유산일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어떻게 유산의 OUV 를 훼손하지 않고 관광을 위한
기반시설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유산 등재의 주요 목적은 유산
가치의 보존과 이러한 가치를 전달하는 유산 특징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모든 종류의 유무형 기반시설은 세계유산 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에서 불편하게 눈에
띄지 않는 방향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적절한 위치, 크지 않은 규모, 자연스러운 디자인과
색깔 등이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이다. 이 모든 것은 유산 지역에 허용되는 관광객의 숫자와
연관이 있다. 관광객의 숫자와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다루겠다.

b. 수용역량
수용역량 추정은 합리적인 관광 전략 수립에 결정적인 요소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동시에
허용되는 관광객의 숫자를 넘어서면 유산에 피해를 주고 유산이 훼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 수용역량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 일반적인 원칙 보다는 사안별로 해결책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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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역량과 수용역량의 통제 문제는 해당 유산의 종류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 해당 유산이
도시인 경우 유산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의 숫자를 제한할 수는 없겠지만 역사적 기념물이나
고고학 유적지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 탐방로의 종류 및 길이와 함께 관광객
체류 시간을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추정을 통해서 특정 장소에 하루 몇 명의
관광객이 올 지 예측할 수 있다

c. 제시 및 해결
제시 및 해설도 합리적인 관광 전략 수립에 기본적인 요소이다. 정책 입안자와 유산
관리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질문은, 우리는 해당 유산이 관광객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가이다. 즉, 우리는 관광객이 유산에 대해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지,
유산은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지, 관광객이 유산의 의미, 중요성 및 가치에 대해
이해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등의 질문이다.
모든 관광객이 동일한 동기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문화에 관심이 있는 관광객이 있는 반면, 어디를 방문하는지에 상관 없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관광객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중간 정도에 있는 관광객도 있다.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d. 서로 다른 관계자의 역할
합리적인 세계유산 관광 전략의 개념과 이의 실행에는 특정한 역할과 책임이 있는, 서로
다른 관계자들이 공동의 일을 추진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세계유산센터가 추진 중인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관광’에서는 서로 다른 이해 관계자에게 서로 다른 역할을
제시한다.
국가 및 지역 당국은 보호 및 보존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하며, 관광 활동이 유산의
OUV 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적절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지고 세계유산이 관광으로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산 관리자는 관광이 OUV 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고 관리를 위한 도구와 개장시간,
제한요건 등 관람조건을 정해야 한다. 유산관리자는 유산 해설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관광객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은 유산의 보존과 발전에 동참하는
지역공동체나 관광기업과 함께 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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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계는 유산관리자와 협력하여 OUV 를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서 세계유산을
유지하는 공동의 책임을 인지하고 이에 동참하며, 관광객에게 양질의 방문경험을
제공하는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세계유산

관광전략에서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세계유산이라는

조건이

지역공동체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는데 기회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다. 즉, 지역공동체는 세계유산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삶이 나아지는 혜택을
누려야 한다.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지역공동체와 상의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이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새로 창출될 일자리의 열매도 지역공동체에 돌아가야 하고, 동시에
역량강화와 훈련도 제공되어야 한다.
요약하자면, 세계유산과 관련공동체는 관광에서 혜택을 보고, 경제활동으로서 관광은
세계유산으로부터 비롯된 혜택을 볼 수 있다. 합리적인 관광전략을 짜기 위한 하나의
열쇠는 이 둘의 관계를 이해하고, OUV 의 보존 및 미래세대로의 전승과 현재세대의 향유권
사이의 균형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공동체를 포함한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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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ing a Rational
World Heritage Tourism Strategy
Alfredo Conti
Vice President, ICOMOS

1. Introduction
The origin of tourism in the modern world is closely linked to recognition and
appreciation of cultural heritage. When the Roman civilization was "rediscovered" by
the culture of the Renaissance, the Italian peninsula, and especially Rome, became a
destination for those who wanted to take direct contact with the relics of the Roman
past, which was taken as a source of inspiration for the artistic production of the time.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the "Grand Tour" consisted in trips of aristocrats and
wealthy people from different European countries to the Italian peninsula in order to
visit historic monuments, archaeological sites and museums. This took to the provision
of infrastructure and services to satisfy the needs and requirements of the travelers,
including transportation systems and accommodation facilities. This initial form of
tourism included some components of its current definition: the idea of "tour" meant
that travelers returned to their places of residence once their expectations had been
met, they were motivated eminently by cultural purposes and funds invested in the
destination came from their home countries. In modern terms, the Grand Tour was a
practice of cultural tourism, reserved for a select social group in terms of education
and economic position.
The interest in nature typical of the scientific realm betwee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was transferred to the field of art especially by the 19th century
Romanticism; the natural environment was considered as a source of contemplation
and relaxation for body and spirit and, especially after the impact of industrialization in
Europe, the mountain or the seashore became fashionable tourism destinations.
The majo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hanges induced by industrialization took to
new modalities of tourism and middle classes were progressively incorporated to this
activity. Over the 20th Century the workers reached the right to free time, leisure and
holydays; the facilitation of transportation and the possibilities to enjoy holydays
induced to mass tourism, especially after World War II. The typical modality of mass
tourism was sun and beach, but gradually cultural assets became also a motivation for
mass tourism. It is not strange today to see long lines of people to enter a museum or
to visit a historic mon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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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last decades, the expansion of the concept of heritage has been accompanied
by new tourism modalities; there is, for instance, gastronomic or enologist tourism. At
the same time, there is a change in the habits of tourists; the long summer holydays
have been replaced for shorter periods distributed throughout the year, sometimes
even weekends. People look for new relaxing and inspiring experiences not necessarily
far away from their homes, making tourism a top economic activity at international
level and, for many countries and regions, a primary source of financial benefit,
creation of jobs and overall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ies. In this framework,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ecomes a primary asset for developing
tourism; World Heritage properties are the most promoted and usually more attractive
places to visit.

2. World Heritage and tourism: opportunities and threats
In some cases, propertie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are very well known
before the inscription but, in general, one of the impacts of an inscription is that
properties become appreciated at global scale; their values and attributes are widely
promoted by UNESCO and other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including mass media
and become, therefore, major tourism attractions. There are only few exceptions of
properties were the number of visitors has not increased after an inscription on the
List, especially when they are located in areas with war conflicts or political unrest or in
very remote and difficult locations.
Beyond the positive effects of tourism and a possible harmonious relationship
between heritage conservation and tourism development, in the absence of proper
planning, there may also be negative effects, making tourism a threat. Among them,
the excess in the carrying capacity appears as one of the main factors of risk for
adequate conservation. The concept of carrying capacity refers, in principle, to the use
or exploitation that an ecosystem can support without suffering harming alterations.
This concept applied to tourism use of heritage (buildings, ensembles, urban or rural
areas) refers mainly to the number of people that these sites can support,
simultaneously, without changes that may impact on their conditions or their values.
With regard to the alteration or distortion of values and heritage message, we must
recall that heritage is a system of properties to which society assigns values linked to
history, art or science. In this regard, the heritage conveys meanings and values,
through the conservation of material substance,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Adequate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these values is therefore essential to
understand the true meaning of heritage, to ensure their appropriate use and to keep
its authenticity, understood not only as the preservation of the material components
but also of intangible ones, as functions, vocations, associated traditions, etc. In this
sense, a conflict that appeared with the spread of mass tourism is that heritage
sometimes becomes a spectacle and an object for consumption. It may happen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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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a heritage site is well preserved and its ability to receive visitors remains at
appropriate degrees, dedication to tourism involves risks to its authenticity. This is a
situation observed often in historic centres or urban areas. When we refer to threats
to authenticity, we do not mean only the damage it can cause to the material
components of the heritage assets, but also the risk of intangible aspects: many
historic centres or old quarters of cities are well preserved; both buildings and public
spaces have good and proper maintenance, but excessive dedication to tourism means
that entire neighbourhoods are dedicated to visitors, commerce is intended for
tourists, former residences are now hotels or restaurants, etc. The problem is that
while the material substance can be, as mentioned, properly preserved, that sector of
the city has lost its meaning and its original functions. This aspect tends to be one of
the most complicated issues when dealing with some heritage types, such as historic
centres.
The phenomenon of gentrification is often related to the above mentioned situation
and can be observed in historic centres worldwide, although with greater recurrence in
economically disadvantaged countries where traditional inhabitants prefer migrate to
other neighbourhoods and sell their properties. The problem of this process is that
buildings are acquired by people who usually use them as second residence and
occupy them over short periods throughout the year. This implies that the
neighbourhood gradually loses its population, which means, as we discussed above, to
put at risk some aspects of its authenticity. In this case, although material building
components can be in good condition, even improved in relation to its previous
situation, a loss of authenticity of functions and vocations appears.
Another type of problems is relat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visitors and local
communities, especially in the cases where there are social and economic differences
between them. In developing countries, it is possible to notice how local population is
often aliened in visitors’ expectations and desires, which becomes, in the end, another
cause to threaten authenticity.
These are some situations that can jeopardize cultural heritage values and authenticity,
even in the case that the heritage components are properly conserved. The answer is
the idea of sustainable cultural tourism, based on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aspects. Sustainable cultural tourism depends on appropriate policies that should
include education, not only of local communities but also of visitors.
Some studies of tourism demand have demonstrated that tourists are not usually
especially interested in heritage or motivated for expanding their knowledge or
contacting a different culture but their main motivation is living pleasant experiences
that can include heritage among other resources. In this framework, it becomes
difficult to define who really cultural tourists are and how to foster heritage
interpretation. In any case, the work of heritage conservators needs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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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mented by the participation of other professionals to guarantee sustainable
tourism

3. The basis for a rational strategy
In order to propose some basis for a rational World Heritage tourism strategy, four
main aspects will be discussed: from the cultural resource to the tourism product, the
estimation of carrying capacity, presentation and interpretation and the role of
different social actors. It is necessary to state, in the first place, that all strategy aiming
at the tourism use of a World Heritage property, as in general to its management,
must be based on the preservation of its outstanding universal value and of the
attributes that convey that value. Any activity or action that could jeopardise those
values, the integrity and/or authenticity of the sites must be firmly avoided and the
tourism policies and strategies must be defined in the framework of the protection and
conservation policy.

a. The tourism product
In principle, heritage assets are cultural resources that, to be “consumed” and enjoyed
by visitors, need to be converted in tourism products. Specific literature defines the
tourism product as the resource that has been provided with required and adequate
infrastructure; in other words, with the complement that makes that resource
accessible to the public. Among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the route to arrive to the
site is the first component to be mentioned, but also parking areas, hygienic services,
visitation routes or circuits, resting areas, gastronomy services, etc. Accommodation
and related services can be provided in the neighborhoods of the heritage site and this
can include entertainment or relation with other type of tourism attractions. Once the
tourism product had been elaborated, then promotion and commercialization can be
done, and the product is therefore included in the tourism offer of the city or region.
The big question, especially when dealing with World Heritage properties, is how to
provide that infrastructure without jeopardizing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the
site. In this sense, it must be recalled that the main goal of an inscription on the List is
the preservation of the values and of the attributes that convey those values. All these
services and infrastructure must be provided in a way that they do not constitute an
aggressive presence within or next to the World Heritage property. Adequate location,
moderate dimensions and neutral design and colours can be some of the key aspects
to take into account. All this is related to the number of visitors that will be allowed in
the site, something that will be commented in the following paragraph.

b. Carrying capacity
The estimation of carrying capacity is a crucial aspect for a rational tourism strategy,
since, as we have seen, the surpassing of the limits of simultaneous visitors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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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ome a source of damage and deterioration to the site but also a cause for an
unsatisfactory experience for visitors. Although there have been attempts to establish
general formula to determine the carrying capacity, the experience shows that,
besides general principles, specific cases require specific solutions.
The issue of carrying capacity and its control is closely linked to the category or type of
heritage we are dealing with. It will be difficult to control the number of people that
access a heritage city, but it can be done in the case of a historic monument or
archaeological site. In these cases, one important aspect is estimating the length of the
visit, with the possibility of different types and extension of circuits. This estimation
will allow, in turn, estimating how many tours we can imagine daily in a specific place.

c. Presentation and interpretation
Presentation and interpretation are also fundamental aspects of a rational tourism
strategy. The main questions to be posed by policies makers and site administrators is
what we want the site tell the visitors; in other words, what we want the visitors to
know on the site itself or what kind of information the site can provide and how will
we assure that visitors will understand the meanings, significance and values of the
property.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at not all visitors are motivated the same way; some of them
could be very well prepared and motivated by cultural interests while other can be
seeking to spend a good time, no matter exactly what they are visiting. We must admit
that those alternatives, and the others that can be placed in-between, are valid and
legitimate. Perhaps the clue can be in providing different possibilities of experiences
for different people.

d. The role of different stakeholders
The definition and implementation of a rational World Heritage tourism strategy
implies the common work among different social actors, each of them with specific
roles and responsibilities. The programme “Sustainable tourism in World Heritage
sites”, launched by the World Heritage Centre, proposes different roles for different
stakeholders.
National and local authorities are responsible to develop and implement protection
and conservation policies, to guarantee that tourism activities will be respectful to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the property, appropriate and sustainable and that the
World Heritage sites will not be threatened by tourism.
Sites administrators are expected to manage the impact of tourism on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and to define management tools, conditions of the visits to the sites,
including opening hours and restrictions. They are also expected to lead the
presentation of the sites and to assure significant experiences for visitors. They m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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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work with the tourism sector and work together with local communities and
tourism enterprises in favour of the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of the site.
The tourism sector must work together with the sites administrators to contribute to
protect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to recognize and participate in the shared
responsibility to maintain the World Heritage properties as tourism resources and to
contribute to provide good quality experiences.
It is important to mention the role of local communities in the World Heritage tourism
strategy. It is widely agreed today that the condition of World Heritage must become
an opportunity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ies; that they must
benefit from that condition in terms of a general improvement of their ways of life.
Local communities must be consulted and invited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s
making process. The possibilities of creation of jobs must benefit local communities, at
the same time providing the possibility of creation of capacities and training.
In summary, World Heritage properties, and related communities, can benefit from
tourism and tourism as economic activity benefits from World Heritage. One of the
clues for a rational tourism strategy is to understand that relationship and to try to find
the balance between preservation of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and transmission
to future generations and use and enjoy by the present generation, which implies the
common work among different stakeholders, among them the lo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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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건물  지역의 재건 및 보존개념
디누 붐바루
몬트리올 헤리티지재단 정책국장

(…) 반면, 모든 추측에 의한 재건 작업은 일단 배제되어야 한다. 오직 재조립, 즉
존재하지만 흩어져 있는 기존 부재를 다시 조립하는 것만 허용된다. 조립할 때 사용된
재료는 항상 식별 가능하여야 하고, 재료의 사용은 기념물의 보존과 그 형태의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사용에 한정되어야 한다.
제 16 조 : 발굴, 기념물 보존 및 복원에 관한 국제 헌장(베니스 헌장), 1964

(…) 역사 공원을 보존하는 일은 이를 찾아내고 목록화하는 데 달려 있다. 이는 보수, 보존,
복원 등의 여러 가지 조치를 필요로 한다. 재건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역사 공원의
진정성을 지기키 위해서는, 장식적인 특징과 각 부분을 위해 식물이나 무기물을 선택하는
것만큼 각 부분의 디자인과 규모도 중요하다.
제 9 조, 역사 공원에 관한 국제 헌장, ICOMOS-IFLA, 1981

(…) 재건은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실험적인 연구와 해설이다. 하지만 재건은,
남아 있는 고고학적 증거를 훼손하지 않도록 극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하고,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해서 해야 한다. 고고학 유적의 재건이 가능하고
시기적으로 적절해도, 해당 유적 위에 바로 재건을 하면 안되며 재건했다는 사실이 확인
가능해야 한다.
제 7 조 : 소개, 정보, 재건, 고고학 유적지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제 헌장, ICOMOS, 1990

예술가, 건축가 또는 컴퓨터 모형 제작자 등 누가 하든, 눈에 보이는 재건은 문자, 구전,
상징물, 사진 등 환경, 고고학, 건축 및 역사적인 정보를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재건을 할 때 기반으로 삼은 모든 정보원은 명확하게
기록해야 하고, 동일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다른 재건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비교를
목적으로 제시한다.
제 2 항 : 정보원, 문화유산 유적 제시 및 해설에 관한 국제 헌장, ICOMO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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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과 관련해서, 고고학 유적인 역사적인 건물이나 지역의 재건은 특별한 경우에만
정당화할 수 있다. 재건은 완전하고 상세한 자료를 기반으로 할 때에만 가능하고 추측에
의한 재건은 안 된다.
제 86 항, 세계유산보호협약 운영지침, UNESCO, 2015

재건 : 유산 보호인가, 아니면 새로운 건설인가?
유산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재건을 불편하게 생각한다. 재건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와 같은 전문 기관이 내놓는 우려나 걱정에 기인한 부분이
있다. 이들은 공공이나 민간의 자금지원을 받는 재건 프로젝트가 유산 보호가 아닌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재건을 하면 우리가 물려 받은 유산의 진정한 모습과 그
유산이 어떠했을 것이라는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 간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다.
재건에 관한 논의는 20 세기 후반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19 세기에도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 당시에 시대의 변화와 몇몇 지도자들의 야심으로 대성당이나 성(城)과
같은 유럽의 기념비적인 건축물에 개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때도 오늘날과
같이, 재건에 관해서 일반 대중의 의견과 전문가의 생각이 충돌했다. 다만 이러한 의견
충돌은 오늘날에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미지(사진이나 영상)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언론과 소셜미디어 보도가 강력한 요즘 시대에는 이러한 논의가 더욱 확대·과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2008 년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자금성의 지붕을 수리하는
문제나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석불의 재건과 관련한 논의에서 잘 드러난다.
여기서 핵심은 재건이 보존 행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보존은 유적, 건물 또는
복합체를, 이들 유산이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 받았거나 이들과 연관되는 가치를 정직하고
의미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상태로 다음 세대로 넘겨주도록 돌보는 것이다. 보존에 관한
결정이 여전히 전문 영역으로 인식되고, 학제간 협력에 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문적 편견으로 보존을 정의하게 되고 또 이에 따라 재건의
적절성 여부가 판단된다. 보존에 관한 하나의 통합된 이론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건축가,
예술 사학가, 고고학자, 도시 계획자, 조경학자 간에 어떤 형태의 재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어떤 종류의 재건이 적절한지에 관해 계속해서 의견 충돌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ICOMOS 의 고고학 유적 관련 헌장에서 재건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제 2 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의도적인 공격으로 파괴되었던 것을 전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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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 전체를 말끔하게 재건한 바르샤바에서 1965 년에 ICOMOS 가 설립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태도는 더욱 흥미롭다.
보존이라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유산 건물과 장소에 적용할 수 있는 일련의 공유된 원칙과
도덕적인 고려사항들에 기반한 행위이다. 보존에는 보수나 지속적인 조사와 같이
요란하지는 않지만 필수적인 행위가 포함된다. 다른 한편으로, 보존은 사라진 구조물을
되돌리는 프로젝트 기반의 행위이다. 정확한 재건을 위해 과학 지식이 많이 필요하지만,
결국 이는 ‘이해하고 보존하기’(Understand & Conserve)라기 보다는 ‘설계하고 짓기’
(Design & Build)인데, 이 둘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프로젝트의 목적 : 무엇 때문에 재건을 하나?
유산의 재건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재건
프로젝트 완료 이후에 해당 구조물이 진정한 유산인가, 그리고 이것이 모든 면에서 국가나
국제 목록에 있는 다른 유산과 동일한가, 아니면 이러한 유산은 진짜 유산과 다른 별도의
카테고리로 등록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최종적으로 재건 프로젝트는 정부, 공동체,
비정부기구 등의 막대한 노력과 투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건된 건축물을 해당 유산의
보존에 있어서는 영웅적인 업적으로 만들고 이를 복원된 유산으로 칭송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드는 재건을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재건 보수
공사에서부터 완벽한 복제까지, 재건을 하는 상황과 그 규모는 다양하다. 화재, 파손행위,
의도적인 파괴행위 등 이후에 해당 유산과 경관의 품격을 지키고 (많은 경우에)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급하게 행하는 보수 행위와 같이 부분적인 재건이 있다. 그리고
건물이 사라지고 난 후 몇 세대가 지나서 정치적인 목적을 포함하여 현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소 정확한 복제품 만드는 것과 같은 전체적인 재건도 있다.
우리는 재건의 동기를 아래와 같이 5 개로 정리할 수 있다.
•

완전성(구조적인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

해설(방문객의 경험을 위해)

•

정체성(개인적, 지역적, 국가적 자긍심과 위신을 위해)

•

정보(과학적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

•

투자(공사 및 관광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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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성과 해설은, 보존 목적 그 자체를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유일 것이다. 이러한 재건 프로젝트는 대개 유산의 보호와 관리라는
광범위한 계획 아래 전문가의 감시 하에서 개발되고 자금 지원을 받으며 이행된다. 유산
해설 체계의 일부로 많은 유산을 재건한 국가가 다수이고, 현재 이들은 재건된 건축물의
보존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동아시아 궁궐과 같이 목조 건물로 이루어졌고 수도
이전으로 인해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고고학 유적지가 많은 유적지의 경우에는 특별한
해설과 소개법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정원이나 상징적인 경관 같은 유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자나 첨탑과 같은 구성물이 사라졌을 때에도 적용된다.
정체성은 점점 일반적인 복원의 이유가 되고 있다. 이는 정치적인 의지와 관련이 있고, 이는
콜로니얼 윌리엄스버그(Colonial Williamsburg; 일종의 민속촌)의 경우에서 존 D. 록펠러
(John D. Rockefeller)등의 자선사업가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넓은
의미로 재건은 전쟁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사회나 국가 전체를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에 바르샤바 역사도심을 재건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를
입은 기념물을 처리하는 것은 복구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재건은, 서울
경복궁이나 리투아니아 빌니우스 궁전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탈식민화와 국가 수립의
상황에서 가시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 이 두 건축물 모두 식민시대가 남긴 눈에 보이는
흔적을 지우고 국권을 재수립하기 위해, 다른 건축물을 헐어서 재건했다. 모스크바에는
1917 년 정권 이후에 파괴된 교회나 기념물이 상당부분 재건되었다. 이것도 역시 정치적
동기가 있는 재건과 이것이 문화유산과 재건에 적용된(때로는 조작된) 보존 이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주는 예이다.
투자를 재건의 동기로 논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투자는 재건의
동기가 된다. 캐나다 노바스코샤주(Nova Scotia)에 있는, 보방(Vauban)의 무너진 프랑스
성벽인 루이스버그(Louisbourg)를 재건하는 일은, 이 성벽이 국가역사유적(National
Historic Site)으로 지정되었을 때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제안했던 일이다. 하지만
성벽 재건은 탄광 산업 쇠퇴 이후에 약해진 지역 경제 재생의 일환으로 1961 년 캐나다
공원청(Parks Canada)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재건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기는 했지만,
관광 증대에 대한 기대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5 년에 루이스버그는, 전후에
대서양 간에 이루어진 유산분야 협력을 위해 과학, 사회 및 경제적 이해관계를 통합한 것과,
캐나다 공원청이 캐나다에 있는 프랑스 식민시대 유적에 관한 지식을 다량 수집하게 된
것을 기념했다.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재건 사업들도
예술가나 전통기술을 보유한 장인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주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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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이냐 재건이냐? 진실이냐 정확성이냐? 전문가의 의무이냐 집단적인
바람이냐?
1992 년에 캐나다 공원청은 ‘시대의 재건’이라는 주제로 특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워크숍에서는, 캐나다에서 일어난 기념비적인 재건 프로젝트와 전문적인 정책 기본방향의
발전과 관련 지어서, 다양한 측면을 보유한 재건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재건을 통해
기념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같은 실용적인 문제들도 논의했다. 이를 통해 1960 년대와
1970 년대 프로젝트의 결과로 재건된 건물과 유산이 제대로 보수되었기 때문에 유산의
재건에 현대 과학과 현대의 필요성을 적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찰을 한 것이 캐나다만은 아닐 것이다. 다른 국가들이, ICOMOS 헌장뿐만 아니라
자국의 국민들과 기관들의 생각을 고려하면서, 지난 재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또 이를
검토했는지 살펴보는 일은 흥미로울 것이다. 몇 세대 동안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유산
공동체, 많은 학문 분야, 학자, 공동 서비스, 자원 봉사 단체와 소유주 및 기타 이해 관계자
등이 많이 생겼다. 그리고 유산 건물, 유적 그리고 심지어는 도시나 경관 같이 큰 지역이
지역, 국가 및 국제적으로 인간의 복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많이 알려졌다. 앞날에
아직까지 난관이 많다. 이 난관 중 상당부분은 유산이란 무엇이며 이를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관해 남아 있는 혼란을 없애는 일과 관련이 있다.
과학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더 좋은 목록과 더 좋은 보존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이러한 성과들이 있었던 반면, 유산 관련 논의에서 진정성과 같은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성이나 미적인 고려 등의 개념과 혼돈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재건이라는 문제도, 전문가들끼리의 포럼과 대중적인 토론을 연결함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대중적인 논의와 법규칙에서, 유산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일부로 존재한 것이고, 에너지,
과학 및 재원을 ‘존재하는 유산’과 그의 보존 및 보수에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진실을 재건된 건축물보다 우선해야 한다. 재건된
건축물이 얼마나 정확하게 재건됐느냐에 상관 없이 말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 전문가와 학자들은 이론적인 개념과 윤리적인 한계를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하고 유적, 구조물, 지역 등의 보존을 위해 좀 더 통합된 이론을 생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와 대중들이 밋밋한 ‘관리’ 보다 좀 더 가시적이고 중요한
행위를 원하고 또 이에 대한 토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다. ‘관리’라고
하는 말은 남용되고 있는 말로 이 말에서 어떤 정신이나 문화적인 의미를 찾을 수 없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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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를 예방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말로, 유산 문제에서는 지도자나 국민에게
영감을 줄 수 없는 단어다.
보존은 유산의 이미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실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보존 전문가들은
유산의 가치, 특히 이미 존재하는 유산의 가치와 유산의 현재 역할 및 현재와 미래 세대에
대한 유산의 품위를 돌보고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중보건 분야와 마찬가지로, 유산
보존 분야 전문가들은 중요하지만, 이들이 유일한 의사 결정자는 아니다. 따라서, 이론적인
개념들, 즉 장기간의 경험과 ICOMOS 나 세계유산협약 같이 UNESCO 관련 기관의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은 좀 더 많은 일반 대중이 알아들을 수 있고, 소유자와 시민에서부터 국가와
국제 지도자들에 이르기까지 유산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미지, 소셜미디어, 대중 선동, 단기적 전망 등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유적 관리와 같은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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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of Reconstruction and Conservation of
Heritage Structures, Sites and Areas
Dinu Bumbaru
C.M. Policy Director, Heritage Montreal
(…) All reconstruction work should however be ruled out "a priori". Only anastylosis, that
is to say, the reassembling of existing but dismembered parts can be permitted. The
material used for integration should always be recognizable and its use should be the
least that will ensure the conservation of a monument and the reinstatement of its form.
Article 15 – Excavations;
International Charter for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onuments and Sites (Venice Charter), 1964

(…) The preservation of historic gardens depends on their identification and listing. They
require several kinds of action, namely maintenanc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In
certain cases, reconstruction may be recommended. The authenticity of a historic garden
depends as much on the design and scale of its various parts as on its decorative features
and on the choice of plant or inorganic materials adopted for each of its parts.
Article 9; International Charter on Historic Gardens, ICOMOS-IFLA, 1981

(…) Reconstructions serve two important functions: experimental research and
interpretation. They should, however, be carried out with great caution, so as to avoid
disturbing any surviving archaeological evidence, and they should take account of
evidence from all sources in order to achieve authenticity. Where possible and
appropriate, reconstructions should not be built immediately on the archaeological
remains, and should be identifiable as such.
Article 7 – Presentation, Information, Reconstructions;
International Charter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Archaeological Sites, ICOMOS, 1990

Visual reconstructions, whether by artists, architects, or computer modelers, should be
based upon detailed and systematic analysis of environmental, archaeological,
architectural, and historical data, including analysis of written, oral and iconographic
sources, and photography. The information sources on which such visual renderings are
based should be clearly documented and alternative reconstructions based on the same
evidence, when available, should be provided for comparison.
Article 2 – Information Sources;
International Charter on Presentation and Interpre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ICOMO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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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lation to authenticity, the reconstruction of archaeological remains or historic
buildings or districts is justifiable only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Reconstruction is
acceptable only on the basis of complete and detailed documentation and to no extent
on conjecture.
Paragraph 86; World Heritage Operational Guidelines, UNESCO, 2015

Reconstruction : Is it Heritage Conservation or New Construction?
There is a general discomfort in the heritage field towards the practice of reconstruction.
Such attitude partly derives from the rightful cautions and concerns of professional
organisations like ICOMOS that such work, often benefiting from large public or private
financial support, is meant to serve other goals than heritage and conservation
themselves and that the project creates confusion between the precious and authentic
inheritance from the past and the images we give ourselves today of what it would
have been.
This debate is not one of the late 20th Century only and was active in the 19th Century
when the passing of time and age or the ambitions of some leaders brought the
necessity to intervene on many of Europe’s landmark buildings such as cathedrals and
castles. Then as today, we see clash between public opinion and professional services
with the difference that today, such debate often gets amplified or handled in an age
of images and strong international coverage through the press or social media as
illustrated by the discussions over the repair of Beijing’s Forbidden City palace roofs in
preparation for the 2008 Olympics or stabilisation of the Bamyian Buddhas in
Afghanistan.
The central question remains if reconstruction corresponds to what conservation is about,
that is the care and transmission to next generations of heritage sites, buildings or
ensembles in their full capacity to honestly and meaningfully convey the values they are
recognized for or associated with. In a context where conservation is still professionallybase and somehow fragmented despite the discourses on multidisciplinarity, conservation
is still defined with a disciplinary bias and reconstruction is judged appropriate or not
accordingly. In the absence of a full unified theory of conservation, the will still be clashes
between architects, art historians, archaeologists, urban planners or landscape architects
on what is or is not acceptable or appropriate form of reconstruction. This is also visible in
the way reconstruction is currently treated in the ICOMOS Charters, that is mostly in
relation to archaeological sites although the organisation was founded in 1965 in Warsaw,
a city where the entire historic center was under meticulous reconstruction as an act of
national affirmation after its deliberate destruction by the Nazi in the War.
Conservation is a practice based on a shared set of principles and ethical considerations
applicable to a diversity of types of heritage structures or places and disciplines. It
includes more modest yet essential interventions like maintenance and on-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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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the other hand, Reconstruction is a project-base process focusing on
bringing back some of these structures after they’re gone. Although substantial scientific
knowledge is required for an accurate reconstruction, in the end, it’s Design & Build
more than Understand & Conserve. This difference is fundamental.

The Purpose of the Project : Reconstruction for What Reason?
In terms of heritage, one important question remains: after a reconstruction project has
been completed, is the building or structure that results from it a real heritage one, equal
in all considerations to those other heritage properties under a national or international
register of heritage sites. Or does it need to be registered in category separate from
genuine heritage property? In the end, there is confusion as reconstruction projects
mobilise such huge efforts and investments from governments, communities or NGOs that
there is an urge to mediatise them as heroic conservation work and laud the reconstructed
building as a restored heritage one.
But what are the motivations behind such complex and costly endeavours?
Reconstruction exists in a range of situations and scales, from reconstructive repair
work to complete replication. Reconstruction can be partial as in the case of repairs
required urgently after a fire or an act of vandalism or willful destruction to ensure not
only the legibility or dignity of a heritage property, even a landscape, but also in many
cases its structural stability. Reconstruction can be total and happen generations after
the building has been lost to create a more or less accurate replica to serve
contemporary purpose, including political.
We can observe a number of motivations, summarized under the following five «I»:
•

Integrity (to ensure structural capacity)

•

Interpretation (for visitors’ experience of the site)

•

Identity (to serve personal, local or national pride and prestige)

•

Information (to illustrate scientific data)

•

Investment (to create construction and tourism jobs)

Integrity and Interpretation are possibly the most professionally acceptable reasons for
reconstruction as they serve or support the purpose of conservation itself. These
projects are often developed, funded and executed under professional supervision
within a broader scheme for the care and management of a heritage goal. In any case,
many countries have generated a large stock of reconstructed buildings, historic homes
etc. as part of their interpretative systems for their heritage, and these are now
somehow are facing the challenge of conserving them. Specific types of sites such as the
ancient palaces of Eastern Asia where the tradition of wood construction and capital city
relocation has left a number of archaeological sites of difficult legibility, may require
specific approaches for their interpretation or presentation. It also applies to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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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ng structures like pavilions or steeples which serve an important role as a feature of
an ensemble like a garden or a symbolic landscape, whose reconstruction might be
considered as a form of «repair» of the heritage whole.
Identity is an increasingly common justification for reconstruction and this, in relation
to political will or even the manifestation of visionary philanthropists like John D.
Rockefeller in the case of Colonial Williamsburg. In its broad meaning, reconstruction
refers to the recovery of entire societies or nations after major traumatic events like
wars. The treatment of damaged monuments is an important component in that
recovery process as shown with the reconstruction of Warsaw’s historic city center
after the Second World War. Reconstruction can also serve as a visible gesture in a
decolonisation and national affirmation context, e.g. the Royal Palace in Seoul or the
Palace of the Grand Dukes of Lithuania in Vilnius, both reconstructed recently at the
cost of some heritage structure, to erase visible marks of colonial powers and
re-establish evidence of national authority. In Moscow, the many reconstructions of
churches and monuments destroyed after the 1917 regime, is also an illustration of
that politics-driven trend and its many impacts on heritage programmes and applied
(manipulated?) conservation theory.
Investment is perhaps a less discussed justification for reconstruction but it is a real one
in many cases. In Nova Scotia, Canada, the reconstruction of the fallen French fortress of
Louisbourg, designed by Vauban, was imagined by interested local historians and
archaeologists when I was designated as a National Historic Site, but it really happened
under Parks Canada starting in 1961 as part of a scheme to revitalise the region’s
weakened economy after the fall of coal mining. Reconstruction did create jobs but the
promises of a major influx of tourism has yet to fully materialise. Yet, in 2015,
reconstructed Louisbourg commemorated the convergence of scientific, social and
economic interests in accomplishing a major post-war trans-Atlantic heritage
cooperation project and developing a huge body of knowledge in Parks Canada to serve
the many heritage sites of French ancestry in the country. The huge costs of large
reconstruction projects in Europe or Asia can also be a heavy consideration for their
positive consequence on the employment of artisans and traditional skills companies.

Conservation or Reconstruction? Truth or Accuracy? Experts’ Duty or
Collective Wish?
In 1992, Parks Canada held a special workshop on the theme of «period
reconstruction». This exercise demonstrated the multifaceted nature of the subject in
connection to the historical milestones of conservation in the country and the
development of its professional and policy frameworks. It also examined the practical
issues such as achieving commemoration goals through reconstruction, ensuring the
past reconstructions passed the test of contemporary scientific knowledge 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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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ity to ensure the proper maintenance of a much larger portfolio of buildings and
properties resulting from these reconstructions programmes of the 1960s or 1970s.
This Canadian reflection is possibly not isolated and it would be interesting to look at
how other countries have assessed and reviewed their own reconstruction programmes,
taking into account not only the ICOMOS Charters but also their citizens and institutions.
For many generations now, the heritage community and its many disciplines and types
of stakeholders – academics, public service, volunteer organisations or owners – has
developed through education and advocacy, a much greater awareness world-wide for
the role heritage buildings, sites or even areas like towns or landscapes play in the
well-being of human societies be they local, national or international. This action has still
many challenges ahead, many of which have to do with clearing the confusions that
exists over what is heritage and how to best look after it.
Much efforts have been made at the scientific and institutional levels to develop better
inventories and so-called management plans. These important progress have
sometimes happened in a parallel universe distant from growing public discussion on
heritage where fundamental concepts like authenticity are often used and confused
with accuracy or aesthetic consideration. The case of reconstruction is perhaps one of
those topics that would really benefit from building a bridge between the specialised
forum and the collective debates.
Already, a much needed clarification would be to reinforce in the public discourse and
laws that heritage only exists as such as part of the contemporary world, not of the
past, and focusing energy, science and resources towards that «heritage that exists»,
its conservation and maintenance. The truth of what exists would then have
precedence over reconstructed properties, however accurate they might be.
In that context, as professional and academics, we need to continue to refine the
theoretical concepts and ethical limitations of reconstruction and work towards a
more unified theory of conservation for heritage sites, structures and areas. Yet, we
cannot afford to neglect the growing public debate and solicitation by society and
people for significant and visible actions more than non-descript «management», an
overused word with little spirit not cultural bearing, best serving the purpose of
preventing some mistakes but rarely inspiring leaders and populations in their care of
heritage.
Conservation is about truth more than the image of it. In that context, its specialists
work to reveal and care for the value of heritage, mainly the one that already exists, its
role in society and its dignity for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Like with public health,
specialists are essential but not the only decision-makers. It is thus important that the
theoretical concepts derived from long-earned experience and articulated in ICOMOS
texts or UNESCO instruments like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re formulated and
disseminated in a way that can connect and inform the greater public and guide the

57

Outstanding Universal Value and Conservation Management of Baekje Historic Areas

full ecosystems of players who can do something for heritage, from the local owners
and citizens to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aders. In our age of images, social
media, populism and short term vision, this, like site maintenance, is truly necessary.

58

주제발표 Presentation 3

세계유산 등재 및 모니터링 :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논의 사항
World Heritage Nomination and Monitoring :
Observations Gained from the WHC 39th Session

구오 좐 (중국)
이코모스 중국위원회 부위원장

Guo Zhan (China)
Vice President, ICOMOS-China

Guo Zhan (구오 좐)
[직 책]
• 이코모스 중국위원회 부위원장
• 前 이코모스 부회장

[학력사항]
• 1990
• 1979-1982
• 1973-1976

영국 더럼대학교 객원연구원
중국사회과학원 역사학과 원나라 역사 및 몽골 역사 석사
북경대학교 고고학과

[경력사항 및 전문이력]
• 1982-현재
: 국가문물국 근무 - 고건축, 역사도시, 고고유적의 보호, 관리 및 연구 관련 담당자, 차석, 총무과장,
문화재과장, 세계유산과장, 문화재보호국장
• 이코모스 세계유산 실사
: 고대 나라의 역사기념물, 니코의 신사와 사원, 류큐왕국의 구수쿠 유적과 관련유물
• 1980년 이후로 중국의 ICCROM 가입 준비 및 추진, ICOMOS 중국위원회 설립 참여, 중국의 ICOMOS
가입 추진, 세계유산위원회 및 ICOMOS의 주요 회의 참석, 국제전문가를 위한 학술회의 20개 이상 주최,
중국 개최 국제세미나 및 교육과정 추진, 중국전문가의 해외 연수 추진 및 지원
• ICOMOS, ICCROM, 세계유산센터와 해외 각국의 전문가와 적극적인 협력 공조관계 유지함

[Position]
• Vice President, ICOMOS-China
• Former Vice President, ICOMOS

[Education]
• 1990
• 1979-1982

• 1973-1976

Visiting scholar to University of Durham, Britain
Masters in Mongolian History and Yuan Dynasty History,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of the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Archaeology Department, Peking University

[Working Experiences and Professional Achievements]
• 1982 - present
: Working with the State Administration of Cultural Heritage in the protection management
and research of ancient architecture, historic cities and archeological sites, successively
acting as project manager, deputy division chief, director of the General Office, director of
the Cultural Relics Division, director of the Division of World Heritage, and commissioner of
the Department of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 On the ICOMOS Evaluation Missions
: Historic Monuments of Ancient Nara, Shrines and Temples of Nikko, Gusuku Sites and
Related Properties of the Kingdom of Ryukyu
• Since the late 1980s, have promoted and prepared for China’s accession into the ICCROM,
involved in founding China ICOMOS, promoted and prepared for China’s accession into
ICOMOS, attended all major meetings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and ICOMOS,
arranged over twenty study tours for international experts, coordinated international
seminars and training courses in China, organized overseas study tours of Chinese experts
annually
• Maintained close contacts and cooperation with ICOMOS, ICCROM, World Heritage Center
and counterpart in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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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등재 및 모니터링 :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논의 사항
구오 좐
이코모스 중국위원회 부위원장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 특정한 문화유산 사업에 대한 논의가 급할 것 없다. 그래서 나는
오늘 몇몇 지인들이 추천했던 중국 대운하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등재와 그 이후에 대한 나의 소회를 밝히고자 한다.
백제역사유적지구 등재는 그 동안 자신이 사는 고향을 가꾸고, 주변환경과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선조가 남긴 유적을 국제사회에 선보여 성공적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도록 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자랑스러운 일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성공적인
등재로 이들은 더 큰 자신감을 갖고 전 인류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독특한
특징과 중요성이 있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유산 지역 주민들에게 진심어린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 이들과 함께 등재 이후에 발생하는 무거운 부담과
책임을 나누고 용기를 내서 문제를 해결하고 정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도 하고 싶다.
세계유산 등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유산의 등재 준비는, 당연하고 일반적으로 보던
것을 인간 문명과 자연 진화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새로운 지식을 쌓고 이해를 넓히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유산의 성공적인 등재는 사람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전 인류에 대체
불가능한 중요성을 보유한 세계유산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신성한 임무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된다.
중국에는 “문화는 무대가 되고, 경제는 배우가 된다(culture serves as the stage and
economy plays the role)”라는 구호를 좋아했던 정치인과 관료가 있었다. 이들은
문화유산 보존을 경제 개발과 투자 유치를 위한 도구쯤으로 여기고 세계유산 등재를 경제
발전 달성을 위한 단기 프로그램으로 생각했다. 장기적 안목과 인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러한 생각과 관행을 좋아할 리 없다. 다행히, 현재 중국 지도부는 이러한 생각을 수용하지
않았다. 현재 지도부는 “우리 삶을 돌보듯이 문화유산을 돌보자”는 구호를 내결고 조화로운
자연 환경 건립 및 서로 다른 문화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 공존하는 국제사회
건설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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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제도는 전 인류에게 가치 있고 중요한 유산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임무를 부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임무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 장치가 바로 세계유산 모니터링 제도이다. 세계유산이라는
대가족에 구성원이 된 국가는 모두 모니터링 제도를 따르고 이행해야 한다. 자연적인
이유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 소홀을 이유로 세계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으면, 해당 유산을 위험목록에 등재하고 위협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의 특징이나 가치가 기본적으로 복구 불가능하게 훼손되면, 해당
유산은 목록에서 제외된다. 세계유산 운영지침에 보면, 모든 당사국은 세계유산에 영향을
줄 만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세계유산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세계유산위원회, 그
이사회 및 자문기구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이 규정으로 인해 중국의 국내 보존
규정이나 절차가 세계유산 제도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필요한
조사가 뒤따르게 된다. 그리고 세계유산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나 조치는
세계유산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시정되어야 한다.
세계유산 보존은 개방성과 정의가 필요한 절차이다. 등재된 유산은 칭송과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우선, 자국민의 감시와 보호를
받는다. 자국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들도 세계유산의 보호와 관리라는 관심을 표시하고
관리를 하는 것은 전 인류의 책임감의 표현이자 성숙한 시민사회 문명의 증거이다. 물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실과 현실에 기반에 두고 올바른 개념과 규정을 따르는 일이어야
한다.
중국에는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한 분쟁 때문에 세계유산센터에 보고되고 국제기구로부터
사찰과 검토를 받은 유산이 몇몇 있다. 다행히 이들 유산 중에서 위험목록에 등재된 사례는
없다. 전 세계적으로 목록에서 제외된 사례는 오만의 아라비아 오릭스 보호지역(Arabian
Oryx Sanctuary)과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 계곡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 of
Dresden Elbe Valley) 두 곳 밖에 없으며 두 곳 다 아주 복잡한 사유가 있었다.
한국 세계유산은 관리 상태가 좋고, 정부와 일반 대중이 세계유산에 대해 신중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물론 한국에서 세계유산 완충구역에서의 주택
개발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단체 간에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지만, 이는 사실 관계에 대한
논의이지 근본적인 갈등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세계유산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각기 다르다. 목록에서 제외되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국가도 있다. 하지만 사실 해당 유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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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서 제거하는 행위는, 세계유산에 대한 책임과 임무를 다 하라는 조건 하에 행하는
우호적인 경고와 도움이다. 이는 사실 지속가능성을 위한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장치이다.
올해 독일 본에서 개최된 제 39 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세계유산 모니터링 체계가
활발하고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오해와 논의도 있었다.
제 39 차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세계유산은 전체 1,031 개로, 위험유산은 사상 유래 없이
많은 48 개로 늘어났다. 몇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전쟁으로 심각한 위험에 처한 이라크의
하트라(Hatra) 및 예멘의 사나 옛 시가지(Old City of Sana’a) 그리고 시밤 옛 성곽도시
(Old Walled City of Shibam)등 세 개의 문화유산을 위험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2009 년에 위험목록에 등재된 콜롬비아 로스 카티오스 국립공원(Los Katios
National Park)은 위험목록에서 해제되었다.
유산을 위험목록에 등재하는 것에 대해 완전히 상반된 태도가 아직 존재한다. 각각의
나라는 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인다. 이 제도를, 현재의 문제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으며, 재정적, 기술적,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강력한
도구로 생각하는 국가가 있다. 그런 반면에 이를 부정적인 평가로 인식하여 자신들 국가의
유산에 벌칙을 주지 말라고 세계유산위원회를 설득하는 국가도 있다. 분쟁 지역에 있는
세계유산은 예외로, 이들 유산을 위험목록에 올린다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관심과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2001 년부터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Great Barrier Reef, 대보초) 유산지역과 완충구역에
에너지 및 항구 사업들이 다량으로 진행됨에 따라 유산의 수질, 환경, 생태계 질서 등이
영향을 받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가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 제 38 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이 유산을 위험목록에 등재하자는 취지의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이 유산의 보호와 관리는 그 해 위원회 회의에서 상당한
관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다음 해에 환경과 유산 보호와 관련이 있는 국내 단체 및
세계자연보호기금(WWF), 그린피스(Green Peace) 등과 같은 국제 단체가 합심하여
세계유산협약의 의무 조항 및 국제 사회와 국민의 압력을 이용하여 정부가 일련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호주 연방정부와 퀸즐랜드 주 정부는 정책, 기획, 재정 분야에서 큰 노력을 하고, 산업, 생태
및 경제 관련 특별 전담반을 꾸렸으며, 국제기구, 지역 공동체 및 연구소와 긴밀한 협력을
진행했고,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에 따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장기 지속가능성 계획
2050’을 만들었다. 이 계획에 따라 20 억 달러(호주 달러) 이상이 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책정될 것이다. 지난해 동안에만 약 4 억 85 백만 호주달러를 투자했다. 이 계획의 실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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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던 5 개의 대규모 산업 및 항구 관련 사업이 중단됐고, 수도권
공사 현장 쓰레기를 가져와서 유산지역의 수중에 버리는 행위도 완전하게 금지되었다. 또한
새로운 법이 발표되었고, 지역 공동체, 원래 거주하던 주민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이해를
통합하는 쪽으로 관리 계획도 수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올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호주
정부는, 당사국으로서 작년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에 담겨 있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했다고 발표할 수 있었다. 올해 위원회는 호주가 이룩한 업적과 성과에 한 마음으로
지원과 감사를 표현했다.
등재는 강조하면서 관리에는 많은 가치를 두지 않고, 개발과 활용은 강조하면서 지속가능한
감시와 보호에는 많은 가치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 되면서 세계유산의 취지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미래의 핵심 관심사는 신규 등재가 아니라 보호와 관리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해 신규 등재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한도 하향 조정은 현재
등재된 유산의 가치와 진정성 및 완전성을 지키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현재 등재된 유산은 그 숫자가 이미 너무 많고, 훼손을 막는 데에서 더 나아가
전반적인 유산 보존의 대표적인 사례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필요한 국제사회와
당사국의 강력환 관심과 정확한 관리를 받고 있지 못하다.
제 39 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운영지침 61 항, 연간 등재 한도에 관한 규정을 수정했다.
새로운 등재 상한 모델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애초에 세계유산위원회가 만든
워킹그룹은 당사국이 한 해 제출할 수 있는 신청서 숫자를 2 개에서 1 개로 낮추고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신청서 숫자를 45 개에서 25 개로 낮추는 안에 기본적으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위원회 패널 회의에서 이 안에 대해 완벽한 합의를 도출하기 이전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당사국이 있었다. 수정된 안은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그래서
워킹그룹이 세계유산기금(World Heritage Fund)을 활용해서 수정된 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수정 안을 2015 년 11 월에 개최되는 제 20 차 세계유산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최종 안은 2016 년 개최되는 제 40 차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될 것이다. 이런 과정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등재 한도를 줄이는 일은 불가피하다. 등재 한도 하향 조정은 향후
등재, 모니터링, 관리 등에 영향을 줄 것이며 등재 신청과 등재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세계유산 모니터링과 관리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려면 새로운 개발과 건축 사업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것이 불가피한 도전 과제이다. 이미 잘 알려진 개념, 원칙, 계획, 관행 등을
준수하는 것에 덧붙여 운영지침 관련 조항에 나와 있는 필요한 조치를 제때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제 39 차 위원회에서 더욱 명확하게 설명된 사전 지원 제도(upstream
advisory service)는 유산을 효과적으로 활발하게 활용하는 데 필요한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자문 파견(advisory mission)’는 자문기구의 현장 실사와는 다른 것이다.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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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은 보호 환경, 예비 목록, 등재 준비 등에 관한 것이다. 당사국은 자문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진다(혹은 국제적 지원금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다).
자문기구의 역할에 관한, 운영지침 제 31 조에는 자문기구의 사전 지원 규모와 형태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 조항도 눈여겨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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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Heritage Nomination and Monitoring
- Observations Gained from the WHC 39th Session -

Guo Zhan
Vice President, ICOMOS-China

It is perhaps not so urgent to discuss a specific heritage project on such a jovial
occasion. I then decided to change the topic of my presentation, the Grand Canal in
China, which some of my friends have suggested, and instead, to express my
expectations and wishes following the property’s successful inscription.
It is with no doubt the pride of the people who can protect well their hometown,
maintain the harmonized interaction between local residents and their environment,
recommen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historical legacies created by their
ancestors, and succeed in inscribing them on the World Heritage List. The successful
inscription will surely inspire them to make more and greater contribution to the
society of all humanity with greater confidence, cohesion and creativity. I would like to
therefore extend my most sincere congratulations to the friends from the location of
the property of the Baekje Historic Areas with unique features and significance.
However, on the other hand, I am also ready to stand with you all to take the heavy
burden of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and screw up courage to address the challenges
and pressures and continue to work in the future. The successful inscription means not
an end but a new beginning. The nomination and successful inscription each time is a
process of reviewing what have deemed as inherent and comm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istory of human civilization and natural evolution and then gaining
new knowledge and comprehension. The property’s successful inscription therefore
marks the beginning of a new journey for the people, in particular, local residents to
fulfill their sacred mission of preserving and continuing this World Heritage site that
bears an irreplaceable position and significance for all humanity.
A few politicians and officials in China used to prefer to the slogan of “culture serves as
the stage and economy plays the role”. They superficially taken the work of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as merely a tool to boost economic growth and attract
investment, considering the nomination of cultural properties as a short-term practices
for the purpose of economic development. These ideas and practices are detested by
all who have far-reaching vision and awareness. Fortunately, they have been
abandoned by the current leadership who advocates “protecting cultural heritage just
as we do for our lives”, calls for the building of a harmonized natural environment and
an international family where different cultures and nations can know, understand,
respect and co-exist with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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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Heritage system has not only set the mission to try to preserve forever the
heritage proprieties bearing global value and significance to all humanity but also
developed a special mechanism to guarantee the fulfilment of the mission, that is, the
World Heritage monitoring system. Any member that is actively engaged in the big
family of World Heritage must follow and implement this system. When a World
Heritage site is identified as a property whose authenticity and integrity is under
serious threat due to natural reason or the reason from its direct owner or manager, it
shall be placed in the 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 and efforts are needed to
eliminate the threats. Once its original attributes, features and values as a World
Heritage site are fundamentally and irreversibly damaged, it would be removed from
the World Heritage List. The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requests every State Party to report to and reach
consensus through consultation with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and its
executive and advisory bodies before it begins any major construction or other project
that may have impacts on the existing World Heritage sites. It is the most significant
rule that distinguishes the World Heritage system from any other domestic
management instruments and procedures in China. When this model and procedure is
disobeyed, necessary inquiries and inspections shall be made. And measures that have
had adverse impact shall be corrected at the request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World Heritage conservation is a Cause of Sunshine that needs openness and justice.
The inscribed properties receive not only laurels and praises but also attention and
supervision worldwide. They are, first of all, supervised and cared by the people from
their countries. The care and supervision of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state of
World Heritage properties, not only in their hometowns but also other parts of the
world, by a mature, democratic civil society, marks the reflection of the spirit of
responsibility and civilization for all humanity. Of course, everything we do should be
based on facts and realities and in line with correct concepts and rules.
Quite a number of World Heritage sites in China have been reported to the World
Heritage Center and inspected and reviewed by international agencies, due to disputes
in their protection and management. Fortunately, none of them have ever been placed
in the List in Danger. Globally speaking, only the Arabian Oryx Sanctuary in Omen and
the Cultural Landscape of Dresden Elbe Valley in Germany have been delisted, due to
complex reasons.
I’ve learned that your World Heritage sites have been always under the good state of
management and both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adopt an extremely cautious
and responsible attitude and practice toward them. Although I’ve heard that disputes
and debates occurred between civil groups and government authorities with regard to
the impact of a housing development project on the buffer zone of a World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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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here in Korea also, it seems that there are merely disputes over the identification
of some facts, not fundamental conflicts.
People’s understanding of the World Heritage monitoring system varies much. Some
State Parties consider delisting as a shame and try not to accept it. In fact, however,
delisting is an action of friendly urging and help on the precondition that you are
willing to take the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for World Heritage sites. It is actually
an effective and positive mechanism for the purpose of sustainable guarantee.
At the WHC 39th Session taking place in Bonn, Germany this year, the World Heritage
monitoring system again played an active and powerful role but also faced the
challenge of being misunderstood and debated.
The number of World Heritage sites reached 1,031 at the WHC 39th Session and the
figure for those in danger registered a record high of 48. After rounds of discussion,
three cultural heritage sites seriously threatened by wars, namely, Hatra in Iraq and
the Old City of Sana’a and the Old Walled City of Shibam in Yemen were moved to the
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 But Los Katios National Park in Colombia, listed as an
endangered site in 2009, was removed from the list in danger.
Completely opposite attitudes still exist toward the practice of listing properties as
sites in danger. There are still disputes over the understanding of the practice by
different State Parties. Some consider it an opportunity or a more powerful tool to
gain a clear knowledge of existing problems, seek targeted solutions, and even obtain
financial, technical and policy support. Others, however, deem it as a negative
evaluation and tried to persuade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not to exercise this
penalty on their inscribed properties. Heritage sites in the armed conflict are
exceptions. Placing them in the list of endangered properties may not have notable
results; it is more a symbolic act to show the supreme concern and strongly call for the
suppor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ginning in 2011, a number of large energy and port projects have been approved
and launched within the heritage and buffer zones of the Great Barrier Reef, which
have seriously affected the water quality, environment and eco-balance in the
property and seriously threatened its OUV. At the WHC 38th Session, IUCN presented
an evaluation report in which it suggested listing the site as a property in danger. As a
result, the property’s state of protection and management drew great concern and
criticism at that session. In the following year,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munities
and NGOs such as WWF and Green Peace involving in environmental and heritage
conservation used the legally-binding force and influence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the pressur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public opinion to
encourage the government to take a number of powerful and effective measures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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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ederal government of Australia and the state government of Queensland made
huge efforts in policy, planning and financial fields, established special taskforces on
industrial, ecological and economic aspects, closely collaborated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ocal commun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and formulated the Great
Barrier Reef Long-term Sustainability Plan 2050 in line with the WHC resolution.
According to the plan, more than 2 billion Australian dollars will be earmarked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 property. Only in last year, approximately 485
million Australian dollars were invested. With the execution of the plan, five large
industrial and port projects with tremendous adverse impact have been aborted,
pouring wastes dredged from capital construction works into the waters of the
heritage zone completely prohibited, new applicable laws released, and relevant
management plans revised which incorporate interests of local communities, original
residents and various other stakeholders. As a result, at the WHC Session this year, the
Australian Government was able to state that as the State Party, it had put into action
all the requests listed in the WHC resolution last year. The committee this year
expressed unanimous support and appreciation for the work done and achievements
made by Australia.
Emphasizing nomination while placing less value on management and emphasizing
development and utilization while place less value on sustainable supervision and
protection have become a common trend, posing increasingly serious challenges on
the World Heritage cause. It is envisioned that the focus and attention in the future
will be shifted to the state of protection and management, instead of newly inscribed
properties. It is even possible that annual quotas for newly inscribed properties will be
cut, a practice that will support that right direction of work so as to ensure the value,
authenticity and integrity of existing properties, which are already too many and can
be hardly given intensive and precision management and care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State Parties, not to be damaged furthermore but to better play
their role as flagship examples and models for the overall heritage conservation work.
The 39th WHC discussed and revised Article 61 of the Operational Guidelines with
regard to annual nomination quotas. The model for new nomination quotas has taken
shape initially. Originally, the working group specially established by the Committee
had reached basic consensus that reduces the number of nominations a State Party
can submit from two to one annually and the number of nominations deliberated by
the Committee from 45 to 25 annually. But some State Parties argued at the panel
meeting of the Committee that this major revision should need more in-depth
discussion before reaching complete consensus. The revised article eventually failed to
be adopted. It was then decided that the working group would further work on the
revised plan based on the capacity of the World Heritage Fund and submit the new
revised plan to the 20th General Conference of the State Parties to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to be held on November 2015 and the final proposal would be submitted
to the 40th WHC Session in 2016. Nonetheless, cutting nomination quotas is inev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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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will have direct impact on the nomination, monitoring and management in the
future and make nomination and inscription even more difficult.
In order to have better performance in monitoring and managing World Heritage sites,
how to manage and balance new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projects will be an
inevitable challenge. In addition to following the well-known concepts, principles,
plans and practices, it is also necessary to complete relevant procedures in time as
stipulated in the certain Articles of the Operational Guidelines. Moreover, upstream
advisory service as further clarified and encouraged by the 39th WHC Session will be a
good channel to facilitate active and effective utilization. “Advisory Mission”, as
mentioned, is differente from evaluation field trips by advisory bodies. Instead, it
involves upstream support contents such as protection conditions, tentative lists and
nominations. State Parties will invite an Advisory Mission and will be financially
responsible for the mission’s cost (otherwise covered by international assistance).
In Article 31 of the Operational Guidelines concerning the roles of the Advisory Bodies,
the proportion and form of upstream assistance by advisory bodies is added as the
new content. It deserves your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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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종교적 기념물의 보존 및 관리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Religious Monument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고든 풀튼 (캐나다)
이코모스 자문위원

Gordon Fulton (Canada)
Consultant, ICOMOS

Gordon Fulton (고든 풀튼)
[직 책]
• 이코모스 자문위원
고든 풀튼은 지난 30년간 유산보존 분야에 관여하였습니다. 그는 ‘캐나다 백과사전’의 유산보존 분야의
저자이며, ‘캐나다 역사지구 보존지침 및 분석’ 의 초판 저자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前 도시활성화
매니저로 근무하였으며, 그 후 캐나다 Main Street Program을 감독했습니다.
또한 1990년대에는 칼턴대학교에서 도시보존에 관한 대학원과정을 가르쳤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컨벤션에 캐나다 대표단의 문화유산 전문가로 10년간 봉사하였으며,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캐나다 세계유산 목록 등재 준비를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한 모든
문화유산은 성공적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샌 안토니오 유산등재 준비작업에 전문가로 참여
하였으며, 2002년 유산보존 분야의 공헌을 인정받아 영국 엘리자베스여왕 재위 50주년 기념메달을 수여
받았습니다.

[Position]
• Consultant, ICOMOS

[Summary]
Gordon W. Fulton has been deeply involved in the field of heritage conservation for more than
three decades. He is the author of The Canadian Encyclopedia article on this subject, and of
the first edition of the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the Conservation of Historic Places in
Canada, the First pan-Canadian set of conservation principles and guidelines. A former
downtown revitalization manager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he subsequently directed

the national Main Street Canada program. He also taught a graduate-level course in urban
conservation at Carleton University through the 1990s. For almost a decade he served as the
cultural heritage expert on the Canadian delegation to the UNESCO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from 1995 to 2010 he advised the preparation of every Canadian nomination to the World
Heritage List. Each submitted nomination was successfully inscribed. Ha has since provided
expert advice on the preparation of nominations, most recently for the San Antonio Mission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2002, Mr. Fulton was awarded the Queen Elizabeth II Golden
Jubilee medal for his contributions to the field of heritage 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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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종교적 기념물의 보존 및 관리
고든 풀튼
이코모스 자문위원

“백제역사문화지구 세계유산 등재는 고대 한반도 삼국과 중국,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벌였던
활발한 문화교류의 역사를 이해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 2015 년 8 월 19 일 충청남도 도지사 안희정
2015 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에서 종교 기념물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종교 기념물은 백제 사비시기(538~660) 동안 한반도에 번성했던 문화적 특성과 전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이다. 탑-금당-강당이 일직선상에 배치된 정림사지는 동아시아
전역이 공유했던 사찰 배치와 건축 기술을 대변한다. 한반도 삼국 중 가장 발전된 건축
기술을 구현한 것으로 생각되는 미륵사지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사찰 부지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규모가 큰 석탑을 보유하고 있다. 왕궁리유적은 애초에 왕궁으로
건립되었으나 7 세기에 불교 사찰로 그 기능이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기존 건축물이
없어지고, 탑, 금당, 강당 등 불교 사찰에서 중요한 건축물이 생겼다.
일본이나 중국의 것과는 다른, 백제의 사찰과 탑을 보면 불교의 성격, 진화, 확산 등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또한 불교는 사찰 건축뿐만 아니라, 백제를 통해서 동남아시아로 확산된,
왕릉이나 궁성 도시 계획과 관련된 건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백제의 왕궁과 관련
방어시설도 불교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준다. 도시 계획, 성벽, 사찰, 무덤 건축과 관련된
불교의 광범위한 영향력을 보면 그 당시 불교가 지배 이념으로 기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불교는 기원후 이른 시기에 중앙아시아로부터 유목민에 의해 중국에 전래되었고, 4 세기에
한반도에 소개되었다. 5~7 세기 백제가 중국 왕조들과 외교관계를 맺었을 때 불교 경전이
백제로 전해졌다. 백제 사람들은 불교에 대한 이해와 신앙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백제 왕들은 왕권을 강화하고 지방에 분산된 권력을 중앙집권화 하는 데 불교를 활용했다.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백제는 6 세기 중반 야마타 시대에 불교를 일본에
전파했다. 일본에서 불교 사찰은 열쇠 모양 무덤을 대신해서 야마토 왕권과 귀족들의
권리를 보여준 상징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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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에서의 불교 전파는 단순한 종교의 전파가 아니었다. 불교의 전파는 사찰 건축
기술을 포함한 문화 및 물적 자원의 교류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기술
교류가 불교 사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도시 계획 기술 및 왕궁, 왕릉 등을
건립하는 토목 공학 등에 관한 교류도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백제는 5~7 세기
동안 한반도, 중국, 일본을 연결하는, 문화 및 물적 자원 교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 중에는 불교와 관련된 중요한 유산이 많다. 불교 4 대 성지 중
2 곳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네팔의 룸비니, 부처의 탄생지(Lumbini, the Birthplace
of the Lord Buddha; 1997)와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장소인 인도의 부다가야의 마하보디
사원 단지(Mahabodhi Temple Complex at Bodh Gaya; 2002)가 그것이다. 부처가 처음
설법을 한 사르나트(Sarnath)은 1998 년부터 인도 잠정목록에 올라 있고, 부처가 입멸을
한 쿠시나가르(Kushinagar)는 실크로드 유적(Silk Road Sites)의 일부로 2010 년에
잠정목록에 올랐다.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티베트 등에서 주로 믿는 대승불교의 한 종파인 정토교는 이
종파의 창시자가 만든 루산 국립공원(Lushan National Park; 1996)에 있는 동림서원
(Donglin Temple)에 구현되어 있다. 5~8 세기 건축물인 중국의 룽먼석굴(Longmen
Grottoes; 2000)에는 1,400 개 이상의 동굴에 100,000 개 이상의 불상이 있다. 우타이산
(Mount Wutai; 2009)은 중국 불교의 4 대 신성한 산 중의 하나이다.
석굴암과 불국사(Seokguram Grotto and Bulguksa Temple; 1995)는 불교 정토를 한국에
구현한 것으로, 이는 신라의 오랜 염원이었다. 신라 수도를 포함하는 경주역사유적지구
(Gyeongju Historic Areas; 2000)는 남산을 포함한다. 남산은 불교의 전파와 함께,
불국토의 천상의 산으로 알려진 수메르산(Sumeru)을 땅 위에 재현해 놓은 것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Baekje Historic Areas; 2015)에 있는 수 많은 사찰과 탑은, 백제의
수도가 부처의 땅이며 왕권은 신성해서 종교적인 권위가 현실 세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치적인 도구로 볼 수 있다. 해인사장경판전(Haeinsa Temple Janggyeong
Panjeon, the Depositories for the Tripitaka Koreana Woodblocks; 1995)에는
13 세기에 80,000 여 개의 목판에 세긴 불교 경전이 있다.
일본의 히라이즈미-불교 정토사상을 대표하는 사찰, 정원, 고고학적 유적군(Hiraizumi –
Temples, Gardens and Archaeological Sites Representing the Buddhist Pure
Land; 2011)은 신성한 산인 긴케이산(Kinkeisan)을 포함해 5 개의 유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유산은 8 세기에 중국에 전파된 불교 정토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고대 교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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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기념물(Historic Monuments of Ancient Kyoto; 1994)에 있는 로쿠온지(Rokuon-ji)는
아미타불의 서방정토를 묘사하고 있는 곳으로 천상과 지상의 조화를 보여준다. 9 세기
이전에 지어진 호류사 지역의 불교기념물(Buddhist Monuments in the Horyu-ji Area;
1993)은 일본의 동일 종류의 유산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중의 하나이다.
인도에서 발원한 소승불교는 가장 오래된 불교 종파이다. 세계유산 중에 소승불교와 연관된
유산으로는 인도 밖에 있는 불교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스리랑카의 아누라다푸라 신성
도시(Sacred City of Anuradhapura; 1982), 부처의 진신사리를 모신 불치사(Temple of
the Holy Tooth Relic of the Lord Buddha)가 있는 스리랑카의 캔디 신성 도시(Sacred
City of Kandy; 1988), 정교하게 조각된 마애불이 있는 스리랑카의 폴로나루와 고대
도시(Ancient City of Polonnaruwa; 1982), 관세음보살의 얼굴을 각각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세긴 바이욘 사원(Bayon)이 있는 캄보디아의 앙코르(Angkor, 1992),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불상이 있는 태국의 아유타야 역사 도시(Historic Town of Sukhothai and
Associated Historic Towns, 1991) 등이 있다.
세계유산 중에 불교와 연관된 또 다른 유산은 기원전 2 세기에 만들어졌고 불교 예술의
걸작으로 인식되는 불화와 불교 조각이 있는 인도의 아잔타 석굴(Ajanta Caves; 1983),
초기 불교 예술 중에서는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인도의 산치의 불교 기념물군(Buddhist
Monuments at Sanchi; 1989), 2001 년 파괴되기 전까지 최대 숫자의 마애석불입상이
있었던 유적인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 계곡의 문화 경관과 고고 유적(Cultural Landscape
and Archaeological Remains of the Bamiyan Valley; 2003), 불교 세계관과 마음의
본질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대한 불교 밀교 만다라의 형태를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불교 사원군(Borobudur Temple Compounds; 1991), 히말라야 남쪽에서
두번째로 큰 단일 불교 사원이 있는 방글라데시의 파하르푸르의 불교 유적(Ruins of the
Buddhist Vihara at Paharpur; 1985), 1 세기에 건립되었고 이 시대 중요 불교 사원
건축을 대표하는 파키스탄의 타흐티바히의 불교 유적과 사리바롤의 도시유적(Buddhist
Ruins of Takht-i-Bahi and Neighbouring City Remains at Sahr-i-Bahlol in
Pakistan; 1980) 등이 있다.
세계유산 중에 세계의 다양한 종교와 연관된 유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 사실 세계유산 중에서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것과 연관이 있는 유산은 전체의
약 20 퍼센트로 단일 종류의 유산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유산은 정신적인
의미를 인정 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이는 이들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의

73

Outstanding Universal Value and Conservation Management of Baekje Historic Areas

일부이기도 하다. 또한 세계유산 역사 도시 중 상당 수는 종교적인 중요성이 있는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 이 중에는 서로 다른 종교의 성지로 인식되는 것도 있다. 예루살렘 옛
시가지와 성곽(Old City of Jerusalem and its Walls; 1981)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세 개 종교의 성지로 인식되며, 이 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이다.
종교 유적은 숫자도 많고 종류도 다양하다. 이 중에는 초기 예언자와 연관된 장소도 있다.
중국의 취푸의 공자 유적(Temple and Cemetery of Confucius and the Kong Family
Mansion in Qufu; 1994) 및 예수의 탄생지, 예수 탄생 교회와 순례길, 베들레헴
(Birthplace of Jesus: Church of the Nativity and the Pilgrimage Route, Bethlehem;
2012)이 그 예이다. 또한 다양한 종교의 현재 중심지도 있다. 1989 년까지 기독교 최대
성당이었던 성 베드로 대성당(St. Peter’s Basilica)이 있는 이탈리아의 바티칸 시국
(Vatican City; 1984), 동남아시아 최대 힌두 사원 중의 하나인 인도네시아의 프람바난
힌두 사원군(Prambanan Temple Compounds in Indonesia; 1991) 등이 그것이다.
세계유산 중에는 10,000 년 전 신비스러운 종교 행위를 떠올리게 하는 알제리의 타실리
나제르(Tassili n'Ajjer; 1982) 암석화와 같이 아주 오래된 것에서부터, 아직도 완공되지
않은, 스페인의 안토니 가우디의 건축(Works of Antoni Gaudí; 1984)의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사그라다 파밀리아(Sagrada Familia) 성당과 같이 최근의 것도 있다. 또한
세계유산 중에는 조지아의 겔라티 수도원(Gelati Monastery in Georgia; 1994)와 같이
단일 건물이 등재된 것도 있고, 신들이 만들어진 도시라 불리는 멕시코의 테오티우아칸의
선(先) 스페인 도시(Pre-Hispanic City of Teotihuacan; 1987) 같이 신성한 도시 전체가
등재된 경우도 있다.
세계유산 목록에는, 암각화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사회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한 호주의 울루루-카타추타 국립공원(Uluru-Kata Tjuta National Park; 1994)과
같이 심오한 정신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경관이 있는 반면, 평민, 지도자 그리고 오순(Osun)
신들 사이의 유대관계에 대한 요루바(Yoruba) 신앙체계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지금도 살아 있고 끊임 없이 변화하는 유산인 나이지리아의 오순-오소그보 신성 숲(the
Osun-Osogbo Sacred Grove; 2005)도 있다.
위에서 말한 다양성과 많은 숫자로 인해 종교와 연관이 있는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금도 활발하고 앞으로도 진화할 가능성이 있는 문화 및 자연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과 점점 늘어나는 관광객
사이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절충할 것인가? 종교 간 갈등과 종교 의식의 변화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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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1 고고학 유적은 활발한 종교 유적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는 없겠지만, 또 환경 노출, 상태 악화, 이해의 어려움, 방관, 약탈, 파괴 등의 추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과 관련해 오랜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점은 종교 기념물을
관리하는 데는(모든 다른 세계유산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도 유산의 OUV, 진정성,
완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 보호계획을 만들고 최소한의 개입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는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가중 중요한 원칙은 “가능한 최소한을
하면서 필요한 최대한을 하는 것”이다.
유네스코와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ICOMOS),
세계자연보호연맹(IUCN) 등 유네스코 자문기구는 종교 유산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2

자문기구에서는 여러 차례 종교 유산과 신성한 유적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실시했다. 종교
유산 및 신성한 유적에 대한 기존의 회의에서 도출한 결론 중에는 ‘살아있는 종교 유산
보존에 관한 ICOMOS 포럼’(ICCROM 2003 Forum on the conservation of Living
Religious Heritage), ‘종교 유산 주제연구 프로그램’(an International Thematic
Programme for Religious Heritage) 수립을 촉구했던 ‘2005 년 ICOMOS 총회결정’(2005
ICOMO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신성한 유적, 건물 및 경관 보호와 증진을 위한
‘2011 년 ICOMOS 총회 결정’(the 2011 ICOMO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신성한
자연 유적 보존과 관리에 관한 유네스코 MAB/IUCN 가이드라인(UNESCO MAB/IUCN
Guidelines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acred Natural Sites) 등이
있다. 장소의 정신, 특히 살아 있는 사회 및 정신적인 본질을 보호하는 것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권고도 있다. 그 중 두 개는 1994 년 세계유산협약과 관련해 채택한 ‘진정성에 관한
나라 문서’(Nara Document on Authenticity)와 2008 년 제 16 차 ICOMOS 총회에서
채택한 ‘장소의 정신 보존을 위한 퀘백 선언’(Quebec Declaration on the Preservation
of the Spirit of Place)이다.
2010 년 11 월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세계유산 관리에 있어 종교 공동체의 역할에 관한
국제 세미나’(an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role of religious communities in the
management of World Heritage properties)가 열렸다. 세계유산협약의 역사상
1

디누 붐바루, ‘종교 유산과 신성한 장소,’ ICOMOS, 2008 ,
http://isceah.icomos.org/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60&Itemid=27, 2015 년 9 월 9 일
접근.
2
이 문단과 뒤에 나오는 세 문단은 ‘종교 유산 이니셔티브’(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http://whc.unesco.org/en/religious-sacred-heritage/, 2015 년 9 월 9 일 접속)에서 가져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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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종교 기관들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가운데 종교 및 신성한 유산의 보호에 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열린 것이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세계유산보호협약의 틀 내에서 종교
유산 보호를 위한 성명’(Statement on the protection of religious properti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성명의
권고 중에는 종교 공동체가 관리 기술을 공유하고 향상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적이면서
상호적인, 종교 유적 관리에 관한 훈련 프로그램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이 있었다.
2010 년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당사국의 종교와 관련된 문화 및 자연 유산의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해주는 주제 문서(thematic paper)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3

위해, 유네스코는 ‘종교 유산 이니셔티브’(Initiative on Heritage of Religious Interest) 를
만들었다. 관련 문서는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거쳐 준비될 것이다. 첫째는 준비 및 자금
확보 활동, 둘째는 조사, 전 세계 주제 조사 및 자료 분석, 셋째는 주제 문서에 대한 논의와
그의 작성 등이다. 세계유산센터와 자문기구는 유산 관련자, 정책 입안자, 국가 및 지방
정부, 전통 및 종교 공동체 등 관련 당사자를 포함하는 국제 네트워크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
2013 년에 종교 유산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활용 문제에 관해 전 세계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재청이 ICCROM 과 함께 2013 년 서울에서
‘아시아 불교 유적 : 신성한 것의 보존’(Asian Buddhist Heritage: Conserving the
Sacred)이라는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 후 2014 년 11 월에 부처의 탄생지인 네팔 루비니에서
‘불교 문화 및 유산의 진흥, 보호 및 보존에 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romotion,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Buddhist Culture and Heritage)가
개최되었다. 백제역사유적지구에서 종교 기념물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지금까지
문화재청이 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을 봤을 때,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종교
유산에 관해 이 이니셔티브가 진행하는 연구와 교류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 전문가들과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OUV 를 보여주는 데 필요한
고고학 유적의 보존 상태가 뛰어나며 최상의 국제 기준을 준수하여 고고학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8 개 구성요소에 대한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전체를 아우르는 보존관리계획에는 유산의 보존 및 관리 우선순위와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위험 관리, 관광, 조사, 교육, 제정, 모니터링 등에 관해 통합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등재된 유산 지역에 있는 모든 구성요소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받고, 정기적인 관리와

3

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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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인 보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서 유산은 장기적으로 최고의 보존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 엄격하고 효과적인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어 유산의 지속적인 보존과
보호가 가능하다.
요약하자면, ICOMOS 가 평가 보고서에서 말했듯이 백제역사유적지구는 관리 상태가 좋고
현재의 관리 체계는 효율적이다. 백제역사지구의 장기적인 보존관리는 OUV, 진정성,
완전성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유산의 보존관리 계획을
보면 이러한 도전 과제도 잘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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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Religious Monument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Gordon Fulton
Consultant, ICOMOS
“It is my belief that the inscription of the Baekje Historic Areas on the World Heritage List is a
step forward to link the dots of the past history shared by the kingdoms of ancient Korea, China,
and Japan and characterized by flourishing cultural exchange in the East Asia.”
— Ahn Hee-jung, Governor of Chungcheongnam-do Province, 19 August 2015

Religious monuments are extremely important components of the Baekje Historic
Area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15. They provide vivid evidence of the
unique cultural traits and traditions that flourished o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Baekje Kingdom’s Sabi Period (538-660 CE). The Jeongnimsa Temple Site’s “pagoda—
prayer hall—lecture hall” layout represents an important example of the layout and
construction techniques for Buddhist temples that were shared throughout East Asia.
The Mireuksa Temple Site, which is considered to demonstrate the most advanced
architectural skills within the three kingdoms, is the largest temple site in East Asia and
had the oldest and largest stone pagoda in Korea. The Archaeological Site in
Wanggung-ri was initially constructed as a royal palace, but this function was changed
to that of a Buddhist temple in the 7th century. In the process, existing buildings made
way for the main constituents of a temple, including a pagoda, lecture hall, and prayer
hall.
These Baekje temples and pagodas, which differ from those found in China and Japan,
reveal a great deal about the characteristics, evolution, and spread of Buddhism.
Moreover, the physical influence of this religion went far beyond temples to include
royal tombs and the system of city planning for a walled capital, both of which were
spread from the Baekje Kingdom throughout East Asia. The Baekje palaces and
associated fortification walls likewise speak eloquently to Buddhist doctrine. The vast
influences of Buddhism in central city planning, the forts, the temples, and the tombs
attest to the functions of this faith as the ruling ideology.
Buddhism was brought to mainland China by nomads from Central Asia in the early
years of the Common Era, and was first introduced to the Korean Peninsula in the late
4th century. Buddhist sutras were imported in the 5th to 7th centuries, when Baekje
forged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ese kingdoms. Generally, the people of Baekj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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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of Buddhist philosophy appears to have been profound, and the kings
of Baekje henceforth actively encouraged Buddhism in a bid to strengthen their
sovereign power and transform local powers into a centralized aristocracy. On the
basis of this profound understanding of Buddhism, Baekje introduced the religion to
Yamato Japan in the mid-6th century. There, Buddhist temples replaced the
keyhole-shaped tombs that had previously represented Yamoto royal and aristocratic
authority.
The spread of Buddhism within East Asia was much more than simply the introduction
of a religion: it stood for exchanges of cultural and physical resources, including temple
construction technologies. Technological exchanges were not limited to the building of
temples, however; there were also extensive exchanges of city planning technologies
and civil engineering, such as the building of royal palaces and royal tombs. In this way,
Baekje positioned itself at the centre of exchanges of cultural and physical resources
that linked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5th to 7th centuries.
The World Heritage List includes a number of the most important sites related to the
Buddhist faith. Two of the four holy sites of Buddhism have been inscribed on the
List: Lumbini, the Birthplace of the Lord Buddha in Nepal, was inscribed in 1997, and
the Mahabodhi Temple Complex at Bodh Gaya in India, where the Buddha attained
enlightenment, was inscribed in 2002. Sarnath, the location of the Buddha’s first
sermon, has been on India’s Tentative List since 1998, and Kushinagar, the place of his
death, was placed on India’s Tentative List as a component of its Silk Road Sites
proposal in 2010.
The Pure Land sect of Buddhism, a broad branch of Mahayana Buddhism that became
important in China, Korea, Japan, Vietnam, and Tibet, is represented in China at the
Donglin Temple in Lushan National Park (1996), which was built by the founder of this
sect. China’s Longmen Grottoes (2000), dating from the 5th to 8th centuries, contain
more than 100,000 Buddha statues inside about 1,400 caves. Mount Wutai (2009) is
one of the Four Sacred Mountains in Chinese Buddhism.
The Seokguram Grotto and Bulguksa Temple (1995) is the realization of the Buddhist
Pure Land in Korea, a long-cherished dream in Silla. Gyeongju Historic Areas (2000),
comprising the former capital of the Silla Kingdom, includes Mt. Namsan, which, with
the spread of Buddhism, became the earthly representation of Sumeru, the heavenly
mountain of the Buddhist lands. The presence of so many temples and pagodas in
the Baekje Historic Areas (2015) suggests a high level of political symbolism intended
to show that the capital of Baekje was the ‘land of Buddha’ and that the sovereign
power was so divine that religious authority transcended the actual world. The Haeinsa
Temple Janggyeong Panjeon, the Depositories for the Tripitaka Koreana Woodblocks
(1995) houses Buddhist texts carved on more than 80,000 13th-century wooden b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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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Japan, Hiraizumi – Temples, Gardens and Archaeological Sites Representing the
Buddhist Pure Land (2011) comprises five sites, including the sacred Mount Kinkeisan.
The realm was based on the cosmology of Pure Land Buddhism, which spread to Japan
in the 8th century. The Rokuon-ji Temple complex grounds in the Historic Monuments
of Ancient Kyoto (1994) were built according to descriptions of the Western Paradise
of the Buddha Amida, intending to illustrate a harmony between heaven and earth.
The pre-9th century Buddhist Monuments in the Horyu-ji Area are the earliest of their
kind in Japan and some of the oldest surviving wooden structures in the world.
Theravada Buddhism, founded in India, is the oldest surviving Buddhist school. Sites on
the World Heritage List associated with this sect include the Sacred City of
Anuradhapura in Sri Lanka (1982),the cradle of Buddhism outside India; the Sacred City
of Kandy in Sri Lanka (1988), which includes the Temple of the Holy Tooth Relic of the
Lord Buddha; the Ancient City of Polonnaruwa in Sri Lanka (1982), which includes a
particularly fine group of Buddha images carved out of the living rock; Angkor in
Cambodia (1992), in which the Bayon temple is dominated by four carved faces of the
Buddhist Bodhisattva Avalokitesvara facing north, south, east and west; and
the Historic Town of Sukhothai and Associated Historic Towns in Thailand (1991),
which features very elegant Sukhothai-style Buddha statues.
Other sites on the World Heritage List associated with Buddhism include the
rock-cut Ajanta Caves in India (1983), which date from the 2nd century BCE and contain
paintings and sculpture considered to be masterpieces of Buddhist religious art;
the Buddhist Monuments at Sanchi in India (1989), which represent an unrivalled
masterpiece of early Buddhist art; the Cultural Landscape and Archaeological Remains
of the Bamiyan Valley in Afghanistan (2003), which contained the largest examples of
standing Buddha carvings in the world until their destruction in March 2001;
the Borobudur Temple Compounds in Indonesia (1991), which in plan take the form of
a giant tantric Buddhist mandala, simultaneously representing the Buddhist cosmology
and the nature of mind; the Ruins of the Buddhist Vihara at Paharpur in Bangladesh
(1985), which includes the second largest single Buddhist monastery south of the
Himalayas; and the Buddhist Ruins of Takht-i-Bahi and Neighbouring City Remains at
Sahr-i-Bahlol in Pakistan (1980), dating from the 1st century CE and representative of
the architecture of Buddhist monastic centres in this era.
Not surprisingly, the World Heritage List includes a large number of places that are
associated with a the world’s various religions. In fact, properties with a religious or
spiritual connection constitute the single largest category on the World Heritage List,
representing approximately 20 percent of all inscribed properties. Most of these places
are on the List specifically for their spiritual meanings, as justified in their Statements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In addition, numerous historic cities on the List
possess components that have religious significance; some are recognized as holy
cities by different faiths. The Old City of Jerusalem and its Walls, inscribed on the Lis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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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is considered holy by three religions—Judaism, Christianity, and Islam — which
collectively represent about half of all humankind.
These heritage places are numerous and diverse. They include places intimately
associated with the early prophets, such as the Temple and Cemetery of Confucius and
the Kong Family Mansion in Qufu in China, inscribed in 1994, and the Birthplace of
Jesus: Church of the Nativity and the Pilgrimage Route, Bethlehem, inscribed in 2012.
They also include living focal points for various faiths, such as Vatican City (1984),
whose St. Peter’s Basilica was until 1989 the largest cathedral in Christianity; and
relicts, such as the Prambanan Temple Compounds in Indonesia (1991), one of the
largest Hindu temples in southeast Asia. The List includes the very old, such as the
rock-art images at Tassili n'Ajjer in Algeria (1982), which evoke possible magic-religious
practices some 10,000 years old; and the very recent, such as the church of Sagrada
Familia, one of the Works of Antoni Gaudí in Spain (1984), which is still under
construction today. Inscribed World Heritage properties include individual buildings
such as the Gelati Monastery in Georgia (1994), and entire holy cities such as
the Pre-Hispanic City of Teotihuacan in Mexico (1987), “the place where the gods were
created.”
The List also includes landscapes of deep spiritual significance, including Uluru-Kata
Tjuta National Park in Australia (1994), whose well-known rock domes form part of the
traditional belief system of one of the oldest human societies in the world; and
the Osun-Osogbo Sacred Grove in Nigeria (2005), a living, thriving and evolving
response to Yoruba beliefs in the bond between people, their ruler, and the Osun
goddess.
This richness and diversity can present challenges regarding the management of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of religious interest. How does one manage the
authenticity and integrity of an active and possibly evolving sacred site? How can
worshippers and growing tourism interest for such sites be reconciled? How can one
prevent the risks associated with inter-religious tensions or the transformations of
rituals? How are general conservation principles applied to such sites?1 The challenges
for archaeological or relict sites may not have the complexities that derive from active
religious use, but they may additionally be threatened by environmental exposure and
deterioration, illegibility, neglect, looting, and vandalism.
Long experience with World Heritage properties has demonstrated that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religious monuments – as is the case with all World
Heritage properties – is best achieved by means of a conservation plan that focuses
efforts on sustaining the attributes that support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authenticity, and integrity of the property over time, combined with a management
1

Dinu Bumbaru, "Religious Heritage and Sacred Places," ICOMOS, 2008,
http://isceah.icomos.org/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60&Itemid=27,
accessed 9 Sept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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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me that emphasizes the principle of minimum intervention. This key principle has
been characterized as “doing both as little as possible and as much as necessary.”
Both UNESCO and its Advisory Bodies — ICCROM, ICOMOS, and IUCN —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is heritage. 2 A number of research studies and
analyses of religious heritage and sacred sites have been carried out by the Advisory
Bodies.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have been drawn from previous meetings
and activities on religious and sacred heritage, such as the ICCROM 2003 Forum on the
conservation of Living Religious Heritage, the 2005 ICOMO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calling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Thematic Programme for
Religious Heritage,” and the 2011 ICOMO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the
protection and enhancement of sacred heritage sites, buildings, and landscapes, as
well as the UNESCO MAB/IUCN Guidelines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acred Natural Sites. Several recommendations directly or indirectly concern the
safeguarding of the spirit of place, namely their living, social, and spiritual nature. Two
in particular are the Nara Document on Authenticity, adopted in relation to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n 1994, and the Quebec Declaration on the Preservation of the
Spirit of Place, adopted at the 16th General Assembly of ICOMOS in 2008.
An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role of religious communities in the management of
World Heritage properties was held in Kiev, Ukraine in November 2010.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the protection of religious and
sacred heritage was discussed at the international level with the active participation of
religious authorities. The seminar participants unanimously adopted a Statement on
the protection of religious properti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mong its recommendations is a call for the establishment of integrated
and interactive training programmes for the management of religious places, aimed at
helping representatives of religious communities to enhance and share their
managerial skills.
In 2010,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requested a thematic paper that proposes
general guidance on the management of States Parties’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of
religious interest. To achieve this, UNESCO created the “Initiative on Heritage of
Religious Interest.” 3 The thematic paper will be prepared in three phases: (i)
preparatory and fund-raising activities; (ii) research, a global thematic survey, and data
analysis; and (iii) consultation on and production of the thematic paper. The World
Heritage Centre and its Advisory Bodies recommended the creation of a global
network involving relevant stakeholders such as heritage practitioners, policy makers,
national and local authorities, and representatives of traditional and religious
communities.
2

This and the following three paragraphs are drawn from the “Initiative on Heritage of Religious
Interest,”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http://whc.unesco.org/en/religious-sacred-heritage/,
accessed 9 September 2015.
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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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as announced in 2013 that a cycle of thematic consultations would be launched
world-wide to address the sustainable management and use of properties of religious
interest. In this context, a forum on “Asian Buddhist Heritage: Conserving the Sacred”
was held in Seoul in December 2013, organiz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HA)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ollaboration with ICCROM.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romotion,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Buddhist Culture and
Heritage was subsequently convened at Lumbini, the birthplace of the Lord Buddha, in
Nepal in November 2014. Given the importance of the religious monuments located in
the Baekje Historic Areas, and the significant role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has already played, it could be advantageous for this property’s decision-makers to
participate in the research and exchanges that are envisioned as part of this ambitious
initiative on heritage of religious interest.
International experts and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have both confirmed that the
archaeological resources necessary to convey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the
Baekje Historic Areas are in excellent condition, and that archaeological investigations
have been carried out and documented to the highest international standards.
Management plans are in place for all eight components, and an overal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lan establishes integrated glob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riorities and procedures for the property. Integrated direction is provided on
risk-management, tourism, research and education, finance and monitoring. All
elements within the nominated property are closely monitored on a regular basis, and
regular maintenance and periodic conservation programs ensure that the resources
are sustained to the highest international conservation standards over the long term.
Rigorous and effective protective measures are also in place to ensure the continued
conservation and protection of the nominated property.
In summary, as ICOMOS stated in its expert evaluation, the property is well-maintained
and its current management is effective. The long-term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Baekje Historic Areas requires that its Outstanding Universal Value, authenticity,
and integrity continue to be fully respected. The property’s excellent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lan appears to be perfectly suited to meet this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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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관리와 보존
기올라 솔라
이코모스 위원

보존분야 전문가들은 보존(conservation), 보전(preservation), 재건(reconstruction) 등의
개념이나, 윤리적으로 허용되는 보존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 세계 각 지역의 문화 차이 등에
관해서 끝없이 갑론을박할 수 있을 것이다. 솔직히, 표현하는 단어가 다르다고 실제 우리가
행하는 행위가 다른 것은 아닌 경우가 많다. 어떤 단어를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또한 우리 보존분야 전문가들은 우리들끼리(그 중에는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도 있다)
논의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일반 대중과도 소통해야 한다. 이 발표를 듣는 사람들 중에 동료
보존분야 전문가가 있기도 하지만, 해당 주제에 관심 있는 일반 대중이 더 많다.
따라서 이번 발표문에서 사용할 용어를 정의하겠다. 한 단어, 한 단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정의는 독자와 청중이 이 발표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정의는 내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할 것이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과도 소통하게 할 것이다.
‘문화유산(또는 자연유산) 보존’이라고 할 때는 유산의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종류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수동적이거나 능동적, 또는 예방적이거나
그 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이 정의는 단순하고 명확해 보이지만, 그 과정은 길고
복잡하며 갈등과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갈등과 의구심은 보존 조치가
끝나고 한참이 지나서도 생길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흔히 듣는다.
1. 문화유산이 무엇인가?
2. 문화유산이 무엇인지 누가 결정하는가?
3. 문화적 가치가 무엇이며, 문화적 가치는 누가 결정하는가?
4. 문화적 가치에 차등이 있는가? 차등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5.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누가 결정하는가?
6. 보존은 왜 해야 하는가?
7. 보존은 기술 분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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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에서 위에서 말한 모든 질문에 답하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이 중 몇 몇은 다루고자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형태를 띄는 문화유산은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으로 (다른
가치 중에서도) 문화적 가치가 있다. 유형 유산은 건축물로, 인간의 행위로 만든
건물, 도시, 경관 등과 이들의 구성요소가 포함된다. 무형 유산은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음악, 문학이나 이야기, 전통극, 옷, 민속 일반, 음식, 신앙 등이 포함된다.
2. 유산의 문화적 가치(사실, 문화적 가치가 없으면 정의상 문화유산 아니다)는 특정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유산은 문화적 가치가 있고, 따라서 문화유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인식되기 위해서는 문화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3. 기준에 대한 정의도 제각각 다르지만, 세계유산 운영지침은 10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다(이것 이외에도
충족해야 할 것이 많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들 기준의 문제는, 기준을 해석하는
시각이 각기 다르고 때로는 전문가들에게도 기준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역사적 중요성, 건축적, 물질적 및 구조적 중요성, 사회적
가치(공동체나 사회), 과거 특정 장소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던 한 개인에서 비롯된
중요성, 특정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의 중요성 등을 문화적 가치로 생각한다. 가치
평가는 주관적인 과정으로 논의의 대상이 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기준이 갈등을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질서를
잡고 즉흥적이고 직관적인 판단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서로 다른 고려 사항에
대한 비중을 달리하는 등 기준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수학 계산 하듯이
판단을 하려는 시도도 있다. 하지만 문화와 사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수학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
4. 문화유산의 차등과 위계에 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조사와 목록 작성을 해야 한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
다음에 비로소 이를 임시적으로나마 평가하고, 다른 유산과 비교하고, 어떤 것에
비해 어떤 것이 중요하다(문화적 가치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5. 위계가 있는 목록을 만든 후에는 각 위계에 보존과 관련된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할 것이다. 특정 유산이 현재 상태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는가? 기술적인 처리만 가능하고 다른 변화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이것이, 문화적 가치의 일부는 유지하되, 새롭고 현대적인
기능을 위해서 주요한 변화를 가하는 것도 괜찮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부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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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도 가능한가? 해당 장소에 예전에 어떤것이 존재했지만 더 이상 없다고 말하는
안내를 하는 것도 보존이라고 할 수 있는가?
6. 결국, 훼손, 다른 종류의 피해, 인간과 자연에 의한 새로운 사용, 개발 등의 문제
때문에 문화유산 보존은 기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보존의 기술적인 측면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기록화를 비롯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 다음은 훼손의
원인을 분석하고 어떤 처리를 할 것인지 결정한다(이 과정에서 유산의 가치, 단계,
피해의 정도, 현재 및 미래 위험, 재정적 측면 등을 고려해야 한다.)
비록 보존에는 훨씬 많은 과정이 필요하지만, 위의 내용은 보존의 기본적인 단계를
단순하고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거대하고 중요한, 그리고 해답이 없는 질문이 하나 남아 있다. 바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누구인가하는 질문이다.
여기서 결정이라는 것은 법적이고 행정적인 의사 결정과정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의사
결정이다. 만약 전문가 집단이 수용도가 높은 기준을 가지고 특정 유산이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결정하면, 이것이 최종 결정인가? 이것이 충분한 결정인가? 다른 집단이 느끼는
다른 가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러한 가치는 정당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하다 보면,
매우 심도 있고 장시간을 요구하는, ‘누구를 위해서 언제 시점으로 보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다다르게 된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 질문은 다루지 않겠지만 보존은 미래 세대를 존중하며 현재와 미래
사회를 위해서 해야 하고, 보존은 현재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미래에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보존 전문가들이 이것을 더 잘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이해 집단, 당사자 등과 협력해야 한다. 유산에 따라, 이해 당사자는 건축물
소유자, 이를 매일 사용하는 사람, 관광객, 방문객, 개발업자 및 투자자, 학자 및 교육자,
어른, 아이, 상인, 운전자, 정치인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만약 문화적 가치를 평가하는 전문적인 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유산을 왜 보존해야
하는지 설명한다면 우리는 문화 분야의 제한적인 견해만을 밝히는 꼴 된다. 사람들이 우리
설명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해도, 문화적인 가치 말고 다른 가치도 있고, 당사자들은 동일한
유산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가치를 발견할 수도 있다. 만약 이들이 진정한 이해 당사자라면
이들이 해당 유산에 대해 느끼는 가치가 우리 전문가들의 가치보다 덜 중요하다고 말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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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예산과 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결국 이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보존분야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다양한 가치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치 및 그들의 권리가 사회의 이익과 갈등을 빚는 어려운
문제도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보존은 사회적인 문제이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기 때문에, 그러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절차는 있다. 이 절차는, 서로 다른 당사자의 서로 다른 가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점, 보존은 기술적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 각 세대는 보존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점, 문화유산과 그 가치는 변화하는 것이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국가적, 지역적 또는
국제적으로 유산이 어떤 가치가 있다고 결정되면, 그 결정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어떤 경우이든 보존은 절차를 따라야 하고, 이 절차는 지식에 기반한
것이어야지 무지에 기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관리(management)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그 목적은 이미
통용되고 있는 가치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가치를 활용하고, 전통적인 보존방법과
다양한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다양한 방법을 아우르는 조치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있다.
관리 계획과 관리 활동에는 법적, 재정적, 행정적, 사회적 문제를 비롯하여 보존 및 개발
계획, 보수, 모니터링, 위험 및 성공 평가,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봉사 활동 등이 두루
포함된다. 관리 계획에는 비전과 조치 계획, 그리고 책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포함되어야
한다. 누가 무엇을 할 책임이 있는가? 해당 기관이 책임 있는 분야에 관해 유산의 관리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가? 관리 기관들의 능력 향상과 기관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조치
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 관리 계획은 한낱 서류와 생각을 모아놓은 것이 불과하다. 관리는
유산의 가치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뿐만 아니라 유산의 사용자, 개발, 기능 등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한다.

—
그럼 이제 ‘폐허(ruins)’가 된 유산과 ‘폐허가 아닌 유산’의 차이에 관해 이야기하겠다. 이
두 종류의 유산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고고학 유적(archaeological sites)
2. 살아있는 유적(livings sites)
고고학 유적은 지표면 아래에 있거나, 부분적으로 지표면 위에 있거나(국가의 법적 정의에
따라서 다름), 발굴했거나, 방문객이 볼 수 있게 개발되었거나 혹은 아니거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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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위가 있거나 혹은 하나의 층위로만 되어 있거나, 다양한 수준의 과학 및 다른 종류의
중요성이 있는 유산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고고학 유적 중에는
일부가 주거지역인 경우도 있지만, 건물 아래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고학 유적지
위에 남아 있는, 현재 사용 중인 구조물도 그 자체의 문화적 중요성이 있을 수 있다(이
경우에는 복합적인 유적이라 할 수 있다.)
살아있는 유적은 사람이 살고 있고, 고고학적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는 유적을 말한다. 원래 살아있는 유적은 폐허가 아니지만, 사람의 행위나 자연의
영향으로 폐허가 될 수도 있다. 살아있는 유적은 문화유산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살아있는 유적이 반드시 문화유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문화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정의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들 두 유적의 차이는, 만약 살아있는 유적이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니라도) 일정한 피해를
입으면 이를 재건해서 예전 기능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들 두 종류의 유적이 보존 문제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고고학 유적에는 당사자(이해
단체)의 숫자가 작기 때문에 개발과 관련한 위험이 작고 갈등도 작다는 것이다. 두 종류의
유적은 다른 차이점도 있지만 당사자의 이해 관계와 압력 문제가 가장 큰 차이점이다.
고고학 유적은 두 단계의 기획과 보존(관리도 마찬가지다)을 거친다. 발굴 과정의 주요
목적은 연구다. 단, 과학적 연구는 과학적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함께 생각해서
기획되어야 한다. 이후에, 유적을 방문객을 위해 개발한다면, 이것은 보호, 기획, 보존, 해설,
유지, 모니터링, 접근성, 안전성 및 관리 등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만약 보고서 발간까지
완료된 과학적 연구가 끝난 이후에도 방문객을 위한 유적 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유적을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적인 보존 규칙을 따라서 발굴지를 다시 덮는 것이다.
만약 고고학 유적지를 방문객을 위해 개발한다면, 완전히 다른 이슈들을 생각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한때 위대한 건축물이 있었지만 지금은 초라한
폐허만 남은 곳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이것을 비전문가(전문가에게도 마찬가지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방문객이 이해하기도 어려운 이러한 유적에 어떻게 방문객을
유치할 것인가? 하나만 보면 다 본 것이나 다름 없다는 인식을 어떻게 불식할 것인가?
보존 윤리에 따라 우리 보존 전문가들은 현장에 없는 무엇인가를 다시 지을 수는 없다. 물론
컴퓨터 분야에서 만들어 낸 3D 가상 현실 복원이 과거 있었던 현실을 그대로 재연할 수 있고,
우리는 이 기술에 의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직접 현장에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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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이를 통해 유적의 보존과 관리가 활성화되는 것이고, 이러한
일은 가상 현실이 제공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보존 전문가들이 고고학적 유적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보여주는 것
(또는 유적의 박락된 부분을 다시 원래 자리로 놓는 아나스티로시스(anastylosis) 포함)에
우리의 역할을 한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싶다. 유적의 주요 당사자인 일반 대중과
방문객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고고학 유적의 재건도 허용해야 한다. 우리는 일반 대중을
위해 이것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유산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 제안에 관해서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희망컨대 이 제안이
씨앗이 되어 전문가를 위한 규정을 담은 헌장이나 지침이 만들어지기를 원한다. 베니스
헌장(Venice Charter)이나 이 이후에 나온 규정에 따르면, 재건을 무조건 금지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재통합(re-integration)’은 허용해야 한다. 재통합은 예술작품 복원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법이다. 구성요소나 연결부위가 사라졌을 때(또는 그림에 빈틈이 생겼을 때), 남아
있는 구성요소들을 서로 연결하기 위한 재건은 허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벽이 끊어져서
남아 있는 구간도 있고 소실된 구간도 있을 때, 벽을 하나로 연결해서 해당 벽과 건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해서 높이, 세부사항 등에
관한 의문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사안별로, 참여하는 전문가 집단 별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살아있는 유적과 관련해서는 사안이 전혀 다르다. 이와 관련해서, 유적이 예전 기능을 하게
하기 위해 재건되는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다. 만약 관련 유적이 문화유산 유적이라면
문제는 전문적 기획, 정확성, 재건 세부사항, 품질, 재료 등에 관한 것이지, 재건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는 아니다.
바르샤바의 역사 도심은 2 차 세계대전 중에 파괴되었으나 심혈을 기울여 재건했다.
바르샤바 역사도심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이는 세계유산
으로는 유일하게 재건된 유산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전문가로서 이 개념에 반대한다.
나는 우리가 이 개념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적의 정신적
가치가 다른 어떤 요소보다 덜 중요하다고 말 할 수 없다. 해당 유산에 소속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감정이 일군의 보존 기술자와 전문가가 약 50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기준보다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재건된 유적의 문화적 가치이다. 1945 년 파괴되어 2001 년과 그 후에
재건된 드레스덴 성모교회(Dresdner Frauenkirsche)의 가치가 피괴와 재건의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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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지 않는 교회보다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슬람국가(ISIS)가 얼마전에 파괴한
팔미라(Palmyra)를 이슬람 파괴주의자들이 사라지고 재건한다면, 이 가치가 예전보다
떨어졌다고 할 수 있나? 바미안 석불(Bamiyan Buddha)과 지난 번 지진으로 파괴된
네팔의 집과 사원을 재건한다면, 이들의 문화적 가치가 이전하고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가?
고대에 전쟁이나 자연 재해로 파괴된 고고학 유적지가 몇백 년 전에 재건됐다면(이들
유적지가 여전히 ‘살아있는 유적’이었을 때 말이다), 고대에 이루어진 재건을 이유로 이들의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폐허 유적이 일정 정도는 로맨틱하고 매력적일 수 있지만, 유적의 이해 당사자인 일반
대중을 생각하면 우리 보존 전문가들은 우리의 윤리와 전문성을 지키면서도 대중이 원하는
바에 대해 묻고 그들의 눈으로 유적을 바라봐야 한다. 보존은 유적을 현재 모습 그대로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다. 현대 사회에 울림이 있으려면 우리는 1964 년(베니스 헌장이
채택되었을 때) 또는 그 이전에 고정되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
이 발표는 일반 청중과 보존분야 전문가들을 위한 것이다.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발표에서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보다
단순한 개념, 정의, 설명을 사용했다. 현실 상황은 발표에서 묘사한 것 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청중과 독자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고, 개인적으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하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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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Ruins
Giora Solar
Member, ICOMOS

Professionals in the conservation field may argue endlessly over definitions of
'conservation', 'preservation', 'reconstruction', over what is ethically allowed and what
is not, over cultural differences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etc. Frankly, quite often
the differences in the wording do not make any real difference in what we finally do. It
is more a matter of language, and the importance to use the same vocabulary, so that
when we discuss an issue, we all know what we mean. Further more – as professionals
we talk to each other, often to the convinced ones, while we should talk to the general
public. My 'clients' for this paper are my fellow conservation professionals, but much
more, the interested general public.
Therefore, for the sake of this paper, I am going to use some definitions, which even if
not word-by-word generally accepted, they will hopefully make the presentation clear
to all readers and listeners. They will at least clarify what I mean, and will talk to the
general public, not necessarily to the professional only.
When we say 'Con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or natural), we mean all steps and
interventions, whether passive or active, preventive or other, taken in order to protect
the cultural values of a property. While the definition seems simple and straight
forward, the process is long, sometimes complicated, often involves conflicts and
questions even long after a completion of a conservation project.
We can usually hear the following questions:
1.
2.
3.
4.
5.
6.
7.

What is cultural heritage?
Who decides?
What are cultural values and again – who decides?
Are there levels of cultural values? How are they determined?
Who makes decisions on what can and should be done?
Why do we conserve?
Is conservation a technical field?

This paper does not pretend to try and answer all the questions, but it will address
some of them.
1. Cultural Heritage, which can be tangible or intangible, is something coming to
us from the past, having cultural values (amongst other values). Tangible
heritage is built, including buildings, towns, landscapes created by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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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and their parts (or components). Intangible heritage, is considered as
the non built, such as music, literature and stories, traditional theatre, dresses,
folklore in general, cuisine, beliefs, etc. - etc.
2. The cultural values of heritage (and in fact, once it does not have cultural value,
by definition it is not cultural heritage) are determined following certain criteria.
Property must meet cultural criteria to be considered as having cultural values,
and thus being considered as cultural heritage.
3. Criteria are defined differently in different places, although in the World
Heritage Operational Guidelines there are 10 criteria, which if one of them is
met, a site may be eligible for WH inscription (there are more threshold
requirements). The problem with those criteria is that they are open to
interpretation and sometimes not clear, and in even to the professionals.
Normally and in simple words, we consider for cultural criteria historic
importance, architectural, material or structural importance, social value (to
the community/society), importance deriving from a person active in the past
in a place or an important event which took place in a place. Assessing the
values will always remain subjective and open to discussions. Certainly what is
very important to one does not necessarily have the same value for someone
else, and criteria do not solve conflicts, but they make some order, so things
are not left to improvisations and just intuition. There are sometimes attempts
to make the criteria as objective as possible, including giving weight to different
considerations, so that it is more 'mathematical' – but it can not be
mathematics, since we deal with cultures and societies.
4. Regarding levels and grading of cultural heritage, which is a very important
issue if we want to decide how to handle it – the first action would be a survey
and inventory. Only when we know generally what we have, we can tentatively
start evaluating it, comparing similar properties, saying which one is culturally
more significant and important (having higher cultural value).
5. Once we have a graded inventory, we must give conservation meaning to the
grades. Does it mean that a certain property must be preserved as is? Only
technical conservation treatments but no changes? Or, does it mean that major
modifications are possible, to make a certain property adapted to new and
modern function, but still keeping some of its cultural values? Could it be only
partially conserved? Could a sign, telling a story of what has been here before,
but does not exist any longer, be also considered as a level of conservation?
6. Eventually a cultural heritage property must be technically conserved due to
decay, different damages, (human and natural) new uses, development and so
on. For the technical aspects of conservation, a survey is required, including
documentation, followed by analyses of causes decay, followed by decision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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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s (which depends often on the values, grading, levels of decay and
damage, present and future risks, financial aspects and much more).
Though, much more is involved in the conservation process, the above is trying to
explain in simple and 'human' language, the basic steps.
But after all, there is one big and important question remained yet without answer:
Who make the decisions?
This is not about the legal and bureaucratic decision making process, but rather the
human and social one. If a group of professionals, based on accepted criteria, decides
that a certain property has cultural values, should it be a final decision? Is it good
enough? What about other values, to other groups- are they valid?
This might take us to a very deep and long discussion on conserving for who? For
when?
This paper will not go into this discussion, but wishes to state generally that
conservation is for the present and future society, respecting past generations, and is
our obligation, in the present. In the future, different decisions could be taken, but we
have to decide today. How do we know what 'the society' wants? Do we, conservation
professionals, know better?
Here we have to introduce the others – the 'interest groups' and 'stakeholders' as well
as processes working with stakeholders' groups. Depending on the property at
question, stakeholders can be property owners, daily users, tourists and visitors,
developers and investors, scholars and educators, adults and children, merchants,
drivers, politicians at different levels and others.
Even if we explain to all the stakeholders our professional system of assessing cultural
values and the reasons we think the properties should be conserved – we a-priori
came from the cultural field and its limited point of view. Even if our explanation is
fully understood – there are other values than just cultural, and different stakeholders
will see different values in the same property. If they are real stakeholders, the values
they see in a property are relevant, certainly not less than ours!
Ignoring, for the sake of simplicity, budgetary and legal issues (which finally can not be
ignored), we can say that the source of conflicts in the conservation world starts with
those different values. In addition, there will be often the difficult question of the
value to some individuals and their rights against the benefit to the society. Thus –
conservation is a social field, not a technical one.
We do not pretend to suggest solutions, since there is no general solution, but there is
a process. It has to be based on the acceptance of relevance of different values to
different stakeholders, on the fact that conservation is primarily a social field and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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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a technical one, on the fact that each generation has the obligation and right to
decide and that cultural heritage and values are not frozen – they change.
At the same time, when a cultural value has been determined, at local, regional or
universal levels, it must be respected also by those who do not accept the decisions. In
any case – decisions on conservation must follow a process and be based on
knowledge and certainly not on ignorance.
Management is the use of all the tools we have, with the objective not only to protect
the established values of the cultural heritage, but also to use it, to plan within it, to
implement an action plan which include traditional conservation, as well as different
actions for the benefit diverse users of the heritage.
Management Plan and management activity, must cover legal, financial, administrative,
social issues, as well as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plans, maintenance, monitoring,
risk and success evaluations, education and advertising programmes, outreach
activities and more.
Management plan and management must include vision and mainly action plan and a
clear understanding of responsibilities. Who is responsible to do what? Are the
responsible organs able to manage the heritage for which they are responsible?
Without suggested actions, including for improvements of the managing organs and at
different time schedules, the management and its plan would be only a compilation of
documents and ideas.
Management has to focus on protection of the values of the properties and at the
same time at its users, its development and functions.
—
Let us move now to Ruins and ruined sites and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m and
the 'non ruined' sites.
These can be basically divided into two categories:
1. Archaeological sites.
2. 'Living' sites
Archaeological sites can be underground, partly above ground (depending on local
legal definitions), excavated, untouched, developed for visitors or not, multy layered or
having just one stratum, of different levels of scientific and other importance – they
are by definition cultural heritage sites, and in most cases legally protected.
Some archaeological sites are partly inhabited and many are under built up areas. The
structures still in use, on top of archaeological site, might have their own cultural
significance (in such case we have a kind of mixed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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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living sites we mean places where people live and are active – not for
archaeological purposes. By nature, living sites are normally not ruins, but they might
become such as results of human or nature's action. Many of them have no legal
protection as cultural sites. 'Living' sites are not necessarily cultural heritage sites and
to be such they have to meet the definitions and criteria mentioned above.
One of the differences in action, between the two kinds of sites is that a living site, if
not abandoned, after being damaged, would be reconstructed or re-built, to continue
and serve its previous functions.
The biggest difference for the conservation field between these two categories is
mainly that archeological ruins have much smaller number and kind of stakeholders
(interest groups) and therefore less development risks and less conflicts. There are
more differences and they also differ from place to lace, but stakeholders' interest and
pressures are the major ones.
Archaeological sites have two levels of planning and conservation (therefore
management as well). When in excavation process, the objectives are primarily
research - but, the scientific work must be planned, not only to satisfy scientific issues.
If the site is being developed for visitors it falls within a certain category for protection,
planning, conservation, presentation, maintenance, monitoring, accessibility, safety
and management. When it is not intended to be developed for visits (for different
reasons) and once scientific works are completed, including publication, one of the
best ways to conserve it is by back filling, following basic conservation work.
When an archaeological site is being developed for visitors, the issues are completely
different and there is a major question : How do we present a ruined site, sometimes
with poor representation of once very impressive works of architecture? How do we
explain it to the non-professional visitor (as well as to the professional)? How do we
attract visitors to the sites when they are so difficult to understand? How do we
prevent the common saying “once you see one, you saw all”?
Our ethics of conservation do not allow us to re- construct i.e. to re build something
which is not there anymore.
Yes – in the electronic era, when 3D virtual reconstructions can be as realistic as the
past reality, we can in principle say that this will do. But – we want people to visit the
sites, understand them, appreciate them encourage their maintenance and
conservation. This, virtual reality can not provide.
Therefore, I suggest that we do not limit ourselves to technical conservation and
presentation of the ruins as found (or with some anastylosis – putting back original
elements in the location they came from). We should allow for re-constructions of
archaeological sites, for the benefit of their main stakeholder - : the public, the visitors.
We do it for the public and if our audience can not understand and appreciate, w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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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ng the opportunity, and in fact, why do it? This suggestion, of course, should be
followed by serious discussions, resulting hopefully in new 'charter' or 'guidelines' with
professional rules. Re construction should certainly not a-priori forbidden, as our
Venice Charter and its follow-ups put it.
The minimum which should be allowed is 're-integration' of a site, a process quite
common in the restoration of works of art. Once there is a missing element or link (or
lacuna in a painting), a certain re-connection between the remaining elements must be
allowed. For example, when we have an interrupted line of a wall, where some parts
are there but others are missing, there shouldn't be a problem in completing the line,
making the understanding of the wall and building easier. Then come questions of
height, details and so on – but this should be left to the specific cases and
professionals involved.
When talking of living sites, the issue is completely different. Here we assume that the
site will be re-built for the previous use. Once it has been a cultural heritage site, the
question goes to the proper professional planning, accuracy, work details and quality,
materials and so on- but not to whether it should be allowed or not !
The historic center of Warsaw had been demolished during the second world war and
then carefully re-constructed. It is a World Heritage site, with a decision of the WH
Committee, that as a re-constructed site it will be the only one of its kind on the WH
list. I personally and professionally disagree with it, and suggest that this concept be
given a deep second thought and possibly new definitions. The Spirit of Place is not
less important than other components of a cultural site. Feelings of people to whom
this heritage belongs are not less important than some rules written by a small group
of technicians and experts of conservation, more than 50 years ago.
The much bigger question would be the cultural values of a re-constructed site.
Is the cultural value of the Frauenkirche in Dresden (the city's cathedral), destroyed in
1945 and carefully re-built in 2001 and later, lesser than if it would have never been
destroyed and re-built?
Will the cultural value of Palmyra, just destroyed by the ISIS vandals, be lesser, once
the vandals are gone and the site is reconstructed?
Will the cultural value of Bamiyan Buddha or the destroyed houses and temples during
last earthquake in Nepal, be different than it has been before, if they are
re-constructed? (some may even argue that they gained additional historic value).
Can we say that archaeological sites, which have been destroyed by ancient wars and
natural disasters and reconstructed hundreds of years ago (when they were still 'living'
sites), do not have high cultural value because of their ancient 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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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 us re-think some of it !!!
Ruins are romantic and attractive to a certain level, but when it comes to the
interested general public, we have to ask our public and think through their eyes –
while keeping our ethics and professionalism. Conservation is not about the freezing of
situation. If we want to remain relevant, let us not be frozen in time, in 1964 (when the
Venice Charter was written), or even much later.
—
This is a basic document, for a general audience, but aiming also at the professionals in
our field, since they have to discuss it and make the changes. Therefore, much of the
concepts, definitions and explanations are simplified, not using just 'our', so called,
professional language. Situations in reality can be much more complicated and
versified than the ones described , but my objective was to explain the listeners and
readers where are we coming from and where I personally think we should go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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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벽화의 보존관리 : 보존 전략의 관점에서 사례 논의
왕 리준
이코모스 위원

과원~신성묘군 보존계획
배경
- 과원(果园)~신성(新城) 무덤 군락은 위나라(魏), 진나라(晉), 당나라(唐) 시대(220~907)에
형성된 주취안시(酒泉市)에 있는 거대한 무덤군으로 과원~신성묘군은 풍부한
역사문화 정보를 보존하고 있는 유적이다.
- 유적은, 중국 중부 지역과 서양을 연결했던 실크로드의 중요한 이동로인 하서주랑
(河西走廊)에 위치한다. 주취안시는 한나라(漢) 시대인 기원전 121 년에 만들어진,
하서주랑에 있는 4 개의 시 중의 하나이다.

지리도

하서주랑에 있는 한나라 4 개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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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고고학 조사와 발굴을 통해, 현존하는 과원~신성묘군은 조성 연대별로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다.
- 첫 번째 시기는 삼국시대 위나라부터 진나라(220~316)
- 두 번째 시기는 16 국시대부터 남북조(304~589)
- 세 번째 시기는 수나라 및 당나라(581~907)

유산의 가치
- 하서에 있는 과원~신성묘군은 위나라, 진나라, 남북조시대 및 당나라에 만들어진
무덤군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보여주며, 무덤의 배치와 구성이 완성되어 있다. 또한
가족묘의 특성과 지역의 특성을 보여주며, 약 700 년 간의 사회경제적인 환경을
반영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증거이다.
- 과원~신성묘군은 위나라, 진나라, 당나라 시기에 실크로드에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며, 실크로드 이동로인 하서주랑에서 일어난 다민족 간
통합과 문화적 교류를 보여준다.

현상태
- 무덤군은 주취안시 과원 마을에 있는 고비사막 경계에서부터 자위관시(嘉峪关市)
신성 마을에 이르기까지 분포되어 있다. 분포 범위는 남북으로 13 킬로미터,
5 킬로미터 넓이로 60 평방 킬로미터에 걸쳐 퍼져 있으며, 총 3,100 개 이상의 무덤이
있다.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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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덤의 일반적인 배치는 가족묘의 특성을 보이고, 표면에 고비 지역에서 온 자갈이
덮여 있는 곳이 무덤 영역을 표시한다. 무덤은 영역 내에서 순서에 따라 배치되어
있으며, 자갈 위 담장이 열린 곳들이 중국 중부 지역의 신도(神道)처럼 들어가는 길의
범위를 표시해 놓았다. 봉분은 점점 수렴하는 모양이거나 둥근 모양으로, 현존하는
무덤의 봉분은 일반적으로 2 미터를 넘지 않는다.
- 단릉은 대부분 전실분이며, 진입로, 문, 현실 등이 있다. 현실은 아치형 연도로
연결되고, 무덤 안에는 다채로운 벽화가 가득하다. 이들 벽화는 지역 생산 및 생활 환경,
신앙, 위나라에서부터 당나라까지의 역사문화 관련 정보, 지리 인식 등을 담고 있다.

무덤의 표면

진입로

현실

채색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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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현상
- 오아시스 가장자리 근처에 있는 무덤의 벽화는 흰곰팡이가 끼고, 색이 바랬으며, 벽돌
표면에 가루가 생기고 있다.
- 열려 있는 무덤의 벽화는 색이 변색 및 탈색되고 벽돌 표면에 가루가 생기고 있다

기술적인 분석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기법을 통해 무덤을 분석
- 젖고 마르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벽화가 그려진 층이 부풀어 오르고 떨어지며, 석출
현상으로 표면에 가루가 생긴다.
- 탄소가 모이고 대기 수분이 높아지면서 벽화가 변색된다.

표면가루

영향 분석
물리적 지형
- 하서주랑 북쪽 면에는 바단지린사막(巴丹吉林沙漠)과 텅거리사막(腾格里沙漠), 그리고
몽고고원이 있다. 남쪽은 칭짱고원(青藏高原)의 나머지 지역에서 분리된 치롄산
(祁连山)이 있다.
- 하서주랑은 고비 지역에 있다. 치롄산에서 비롯된 스양강(石羊河), 헤이허(黑河),
소륵하(疏勒河) 등은 3 개 오아시스 줄기의 근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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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환경

기후 조건
- 하서주랑의 현재 기후는 대륙성 건조한 기후로 제 4 기 빙하로 형성된 기후이다.
- 연간 강우량은 80mm 이고 증발량은 2,000~4,000mm 이다.
- 물은 주로 치롄산에서 나오는데, 하서주랑을 관통하여 흐르는 세 개의 강이 그
원천이다.

무덤과 오아시스 위치 지도

인문 조건
- 역사적으로 하서주랑은 농업과 유목 문화의 교차점에 위치한다.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실크로드의 주요 이동로로 모든 종류의 물건, 서로 다른 생각, 종교, 관습
등이 상호 교류와 통합이 이루어졌다.
- 요즘 주취안시는 하서주랑 서부의 거주 중심지이고, 자위관시와 둔황(Dunhuang)은
중국 서부의 주요한 관광지다.

주요 보존 조건
- 지하 환경이 안정적이고 건조해서 벽화가 수 천년 동안 보존될 수 있었다.
- 무덤에 대한 전통적인 존중으로 보호되어 불필요한 행위가 시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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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조건 변화 원인
변화하지 않는 것
- 자연 환경은 변화하지 않았다. 지리적인 환경은 그대로이고 기후도 기본적으로는
그대로다.
변한 것
- 자연적 인구 성장과 이민으로 음식 수요가 늘었다. 새로운 농업 관개 기술로 고비
지역 개간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농지 관개 증대로 지하수 환경 균형이 깨졌다. 동시에
가축 사육으로 유발된 수질 오염은 지하 환경에 큰 위협이 되었다.
- 방문객이 오면서 개방된 무덤의 내부 미세환경의 안정성이 깨지고, 이산화탄소와
습도 증가는 환경이 산성화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농지 분포도

농지 관개

가축 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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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획 전략
지표면에서 물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지하의 건조한 환경을 보호하고, 원래 무덤
내부의 미세 환경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 공간 통제 : 도시 기본 계획의 공간계획을 조정하고, 토지 사용을 통제하며, 오아시스
개발을 통제한다.

도시 토지이용 계획

- 관리 도구 : 무덤의 배치와 수질 환경 영향을 고려하여, 보호 범위와 건축 제한 구역을
정하고, 수자원 및 수질 오염 관리 규정을 만든다.

보호 범위 및 건축 제한 구역

- 개방 제한 : 벽화고분은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벽화를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박물관에서 복제물을 전시하거나 디지털 복원을 할 수 있다.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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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인간 역사의 창조물은 현재까지 보존될 수 있다. 유산의 물리적인 특성을 보존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유산 가치 보호에 기본적인 조건이다. 그러므로 보존을
계획하는 관점에서 문화유산의 성격과 보존 환경 조건 간의 상호 관계, 그리고 그 관계의
진화를 이해하는 것이 유산 보호 전략 수립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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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ural Tombs
- A Case Study from the View of Strategy of Conservation Plan -

Wang Lijun
Member, ICOMOS

Conservation Plan for Guoyuan-Xincheng Tombs

Background
- The Guoyuan - Xincheng Tombs are huge graves in Jiuquan Region, dated from
the Wei & Jin to the Tang Dynasty (AD 220 ~ 907 years) in China history. It
preserves rich of historical and cultural information.
- The Tombs are located in the Hexi Corridor, the core corridor of the Silk Road,
leading Central Regions of China to the western world. Jiuquan prefecture is one
of four prefectures in Hexi Corridor set up from 121 BC (the second year of
Yuanshou of Han Dynasty).

Geographical location map

Map of Four Prefectures of Hexi in the
Ha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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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Through archaeological surveys and excavations, the existing Guoyuan - Xincheng
tombs in accordance with the time can be divided into 3 periods:
- The first period is Wei of the Three Kingdoms to Jin Dynasty (220- 316)
- The second period is the period of Sixteen - Kingdoms and the Northern Dynasty
(304 years - 589 years)
- The third period is the Sui and Tang Dynasties (581 -907 years)

Heritage value
- The Guoyuan - Xincheng Tombs existing in Hexi area are dated from Wei, Jin and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to the Tang Dynasty, with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tombs in sequence, complete overall layout and structure of
tombs, with obvious family cemetery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reflecting the
period of nearly 700 years of local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and traditional
important evidence.
- The Guoyuan - Xincheng Tombs, as an important evidence of human settlements
along the Silk Road from Wei, Jin Dynasties to the Tang Dynasty, reflect historical
facts of multi-ethnic integration and cultural exchange in the Hexi Corridor of Silk
Road.

Current Status
- The tombs are distributed at the border of the Gobi desert in Guoyuan Township
of Jiuquan City and Xincheng Towship of Jiayuguan City. The distribution range of
North-South length of 13 kilometers, 5 kilometers wide, with an area of about 60
square kilometers, it has been found that burial total more than 3100 tombs.

Burial distribution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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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verall layout of the tombs have obvious clan cluster and burial
characteristics, burial area of surface residues from the Gobi gravel pile wall,
form a " grave domain". Within the walls of the tombs are arranged in sequence,
wall openings in the gravel to mark a boundary of the channel, similar to the
Central Regions tombs of Spirit Road. The burial mound was tapered or rounded,
existing height is generally not more than 2 meters.
- Single tombs are mostly brick built room grave, constitute with the ramp, tomb
gate, chambers and ear room. The chambers are connected by vault corridor or
passage. Inside the tomb, there was drawn with rich content, colorful murals,
reflecting the local production and living conditions, spiritual beliefs, historical
and cultural information from Wei to the Tang Dynasty, reflecting the
geographical representation.

The surface of tombs

Tomb ramp

Tomb chamber

Painted br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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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ge phenomenon
- In the tombs near the edge of oasis, the tomb murals are bearing mildew and
fade, the tomb bricks are bearing surface powder.
- In the opening tombs, the tomb murals are bearing fade, color changing, and
surface powder of tomb bricks.

Mechanism analysis
The physical and chemical mechanism of the missing value of the mural tomb:
- The wet & dry alternation lead in the paint layer bulging and fall off, and the
tomb bricks salting out crystallization result surface powder;
- Carbon dioxide concentration and air humidity increase result the tomb mural
surface discoloration and color changing.

Surface powder

Impact analysis
physical geography
- On the north side of the Hexi Corridor is the Badain Jaran Desert and Tengger
Desert, and isolation of the Mongolian Plateau. In the South, Qilian Mountains
isolated from the rest of the Qinghai Tibet Plateau.
- Hexi Corridor is in Gobi based geography background. Shiyang River, Heihe,
Shule River, rising in the Qilian Mountains, gave birth to the three main oasis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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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graphical environment

Climatic conditions
- The current climate in the Hexi Corridor is a continental arid climate, which is
formed by the gradual evolution of the Quaternary glaciers.
- The annual rainfall of 80 mm, the evaporation of 2000-4000 mm.
- Water source is mainly from Qilian Mountains, along the three major rivers flow
through the Hexi corridor.

Map of the location of tombs and oasis

Humanity conditions
- Historically, the Hexi Corridor is located in the intersection of agricultural and
nomadic culture. As one of the main channels of the Silk Road connecting East
and West, all kinds of goods, different ideas, religions, customs exchanged and
integrated.
- Nowadays, Jiuquan city is a population center in the west of the Hexi Corridor,
Jiayuguan and Dunhuang are the important destination of China's western tourism.

Key conditions for preservation
- Stable, dry underground environment protect the tomb murals after thousands
of years of preservation.
- The traditional consciousness of the cemetery is in awe of the protection of the
tomb area result less inter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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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s for changes in the conditions of preservation
Unchanged
- The natural conditions have not changed: the geographical environment remains
the same, the climate is basically stable;
Changed
- Natural population growth and immigration result in new food demand. The
new agricultural irrigation technology improves the possibility of Gobi
reclamation, the expansion of farmland irrigation caused the preservation of
groundwater environment balance is broken. At the same time, the water
pollution caused by livestock breeding has become a threat to the underground
environment.
- As visitors entering, the inner micro environment in some opened tombs is not
stable, carbon dioxide and humidity increase causing variations of the acid
environment.

Map of farmland distribution

Field irrigation

Livestock br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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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planning strategies
To control strictly of water utilization on ground surface, protect the underground
drying environment, maintain the stability of the original tomb micro environment.
- Space control: adjust the layout of the urban master plan, control the land use
and development of the oasis.

Urban land use planning

- Management tools: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 area of the tombs and the
water environment influence area, designate the protection scope and the
construction control zone, establish the water control and the water pollution
management regulations.

Protection scope and construction control zone

- Open limitation: Mural Tombs is not opened to the public. In the museum, to
exhibit the tomb murals to the public through the physical copy or digital
reconstruction.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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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The existence of the creation of the human history can be saved so far, its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the appropriate balance with the preservation environment is the
basic condition for the continuation of the value.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conservation planning,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ure of cultural
heritage and the preservation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the law of the evolution
of the relationship is the key approach to develop heritage conservatio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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