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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 1주년을 맞아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존과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국내외
저명한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김일재 백제세계유산센터 이사장님, 정헌율 익산시장님을 비롯
하여 여러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제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주변 여러 국가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과 우리나라 고대 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백제 역사·문화의 세계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국내외에서 백제문화가 지닌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
되었으며, 더불어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존과 관리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그동안의 과정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
습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관리와 활용 주체인 정부·지자체·주민의 역할을 살피고,
더 나아가 해외의 세계유산관리 사례를 검토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효과적인 보존관리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용 방안이
모색되리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술대회가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세계유산을 보존·
발전시켜 나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7. 4.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원장 장 호 수

대회사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우리는 독일 본에서 개최된 제39차 세계
유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는 벅찬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그 날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지고 있어 우리 모두에게
잊히지 않는 소중한 순간으로 추억되고 있습니다.
1994년 9월 1일, 우리가 처음으로 세계인의 가슴 속에 백제를 알리기 위해 공주 무령
왕릉을 잠정 목록에 등재시킨 후 꼬박 22년 만에 얻은 결실이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 준 자랑스러운 선조 백제인, 그 후손으로서의 책임감,
또 현세를 살아가시는 지역주민들의 여망을 떠올리며 한걸음씩 나아갔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백제 왕도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유산은 지역공동체와 국가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어느 특정 국가나 민족의 유산을 떠나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유산입니다.
우리는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한 단계 더 나아가려 합니다.
단순히 지속가능한 가치의 보존을 넘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역사유산을 활용한
우수사례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세계 속에서 당당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진정한 가치를
지역주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계기로,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백제의 역사와 문화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
가길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백제세계유산센터는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온전히 보존ㆍ계승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하면서, 유적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전 세계인이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 찬란한 백제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술대회에서 백제세계유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방안이 제시되어,
우리가 나아가야할 이정표를 새롭게 만드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흔쾌히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토론에 나서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7. 4.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이사장 김 일 재

환영사

백제왕도 익산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오늘 국제학술대회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국내 세계유산
전문가 분들과 기조강연을 해주신 이혜은 이코모스한국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해외의
우수사례 발표를 위해 멀리서 와주신 중국의 저우핑 산시성 문화유산연구원장과 일본의
고이케 카츠에 나라현 문화자원활용과 조정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지난해 7월 8일 독일에서 개최된 제39차 세계
유산위원회에서 세계인들의 지지와 축하 속에서 대한민국 12번째 세계유산으로 당당히 등
재되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공주, 부여, 익산의 백제왕도문화가 비로소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국내를 넘어 전 인류가 함께 보존관리해야 할 진정한 유산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학술대회는 지금까지의 유적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세계인들의
기준과 눈높이에 맞춰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국제학술대회가 백제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며, 참석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7. 4
익산시장 정 헌 율

축사

세계유산을 세계 명소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저는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회 세계유산위원회에 대한
민국 대표단 단장으로 참석하여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인의 문화
유산으로 선정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현장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등재 1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는 백제 문화유산의 시대정신을 정립하고 세계인과 공감․공유할 수
있는 미래가치를 탐색하여야 합니다.
금번 학술대회에는 세계유산 및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역사적 가치를 잘 아시는 국내․
외의 저명한 전문가 분들께서 참석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전문가 여러분들이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의 대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
도록 심도 있는 전략과 대안을 제시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백제역사유적지구에는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고대
왕국 백제의 문화․종교․예술미와 더불어 동아시아와의 교류사 및 건축기술 등을 보여
주는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천 년을 넘어 긴 세월을 지켜온 왕궁터, 방어시설(산성 및 외성), 왕릉, 사찰유적 등을
통하여 고대 백제 도성의 전형적인 골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백제역사유적지구 8개 유적이 위치하고 있는 공주, 부여, 익산 지역을 지난
2004년부터 ‘고도(古都)’로 지정하여 그 이미지도 보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궁
및 사찰 발굴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실체 확인을 하고 있으며, 지난 100여 년 간 불완전한
상태로 있었던 미륵사지 석탑도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백제 중요 유적에 대한 본
격적인 조사․정비․복원을 위한 예산확보 등 다양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문화재청의 세계유산 정책이 등재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앞으로는 등재된
세계유산을 최적의 상태로 지속 관리하고 보다 많은 관람객이 세계유산을 찾도록 하는,
다시 말하면 세계유산 보존 및 활용 방안 마련에 정책이 집중될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
기술을 유적 보존․관리 기술에 활용하고, 지속가능한 세계유산 관광․활용 인프라 조
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노력해주신 (재)백제세계유산센터를 비롯, 백
제역사유적지구 등재 1주년 기념사업 준비 관계자 분들, 작년 더운 여름에 한 마음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기원하였던 지자체 여러분께 또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백제역사
유적지구가 세계 문화사를 장식하는 주요 유산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7. 4
문화재청장 나 선 화

기조강연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시
권고사항 및 이행방안
이 혜 은
ICOMOS 한국위원회 위원장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시 권고사항 및 이행방안 (이혜은)

1. 들어가며
2015년 7월 4일 오늘부터 꼭 1년 전, ‘백제역사유적지구(Baekje Historic Areas)’는 세
계유산에 등재되었다 (그림 1). 2015년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독일의 본에서 개최
된 제 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충청남도의 공주시, 부여군과 전라북도의 익산시에서 8
곳의 유산이 연속유산으로 등재된 것이다. 등재된 유산은 표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공주시의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부여군의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고분
군, 나성, 익산시의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 등 총 8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
이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최초 시도였던 무렬왕릉이 1994년 잠정목록으로 처음 등재
된 후 21년만의 결과였고, 공주ㆍ부여역사유적지구와 익산역사유적지구가 2010년 1월
잠정목록에 등재된 지는 5년만의 결과였다. 정말 오랜 시간동안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
었다.

그림 1.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가 공표된 순간
2015년 7월 4일 11시 53분 (독일 본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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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구성요소
시기

지역

웅진기

백제역사유적지구 구성요소
왕궁

사지

왕릉

도성

공주

공산성

-

송산리고분군

-

부여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고분군

나성

익산

왕궁리유적

미륵사지

-

-

사비기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 정림사지, 왕궁리유적,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능산리고분, 공산성, 미륵사지, 나성,
송산리고분

그림 2.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구성요소

2010년에 따로 따로 잠정목록에 등재된 공주ㆍ부여역사유적지구와 익산역사유적지구
는 2011년 2월 문화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백제역사유적지구 (Baekje Historic Areas)’
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등재추진을 하였다. 두 개의 도와 세 개의 시ㆍ군이 협력하여 이
룬 업적이었다. 세계유산으로 함께 등재추진을 하던 그 순간부터 3개 시군은 운명을 같
이해야하는 공동 운명체가 되었으며 더더욱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끝까지 함께 가야
하는 공동체가 된 것이다. 이는 유산을 보존ㆍ관리하는데 있어서도 모두 함께 원칙에 따
라 추진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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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등재 내용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될 때의 결정문에 의하면, 세계유산위원회는
1. WHC-15/39.COM/8B와 WHC-15/39.COM/INF.8B1의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2. 대한민국의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등재기준 (ii)(iii)에 기초하여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
하였고,
3. 다음의 탁월한보편적 가치를 채택한다.
고 하였다.
이 결정문에 의한 등재내용을 고찰하면,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대한민국의 중서부 산지지형을 포함하는
지역에 위치한 세 수도의 관련 유적은 주변 국가들과의 잦은 교류를 통해 문화적 발달
이 절정에 이르렀던 후기 백제왕국을 표현하고 있다. 백제는 기원전 18년부터 기원후
660년 까지 약 700년간을 지속해 왔으며 한반도에서 위치하였던 초기 세 왕국 중의 하
나였다. 백제역사유적지구 연속유산은 웅진시대 수도인 공주의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
사비시대 수도인 부여의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고분군, 나성, 그리고
사비시대 복도인 익산의 왕궁리유적과 미륵사지를 포함하는 서기 475-660까지의 고고유
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유적들은 도시계획, 건축기술, 예술, 종교에서 중국의 원칙들
이 백제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발전시켜 일본과 동아시아에 전해졌음을 입증한다.
등재기준은 (ii)와 (iii)에 의해서 등재되었는데 이코모스에서 인정된 등재기준의 내용
은 다음과 같다.
 등재기준 (ii) :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고고유적과 건축물은 건축기술의 발달과 불교
의 전파에서 한국, 중국, 일본에서 존재하였던 고대 동아시아 왕국들 간의 교류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등재기준 (iii) : 수도의 입지와 불교사찰과 왕릉인 고분군, 건축학적 특징과 백제역
사유적지구의 석탑 등은 백제왕궁의 독특한 문화, 종교, 예술의 아주 예외적으로
뛰어난 증거를 형성한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완전성: 등재유산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유산들이 전체로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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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의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필요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구성요소가 되
는 유산들은 수도의 역사적 기능과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면적을 포함하고 있다. 부소산성의 북문 주변에 있는 취소장과 관북리 유적내에 남아 있
는 거주지를 제외하고는 이 지역은 개발이나 방치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진정성: 이 연속유산의 구성요소인 8개의 유산은 정도는 다르지만
수리와 복원과 같은 인간의 개입에 영향을 받아왔다. 이에 사용된 자재나 기술들은 대체
로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고분이나 사찰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여 왔다.
사지는 현재 정도는 낮으나 도시발달이 진행되고 있는 환경 속에 위치하고 있으나, 산성
이나 고분군들은 산지경관 속에서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호와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구성요소인 문화유산은
1962년 제정되고 2012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사적으로 모두 지정되어 있다. 또
한 2004년 제정되고 2013년 개정된 고도보본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과 충청남도에서
2004년 제정한 문화재보호 조례와 전라북도에서 1999년 제정한 문화재보로 조례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 완충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세계유산 등재지역 경계에서부터
500m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새로운 건물의 건축은 고도 8m까지로 제한하도록 보호되
고 있다.
이 문화유산은 문화재청, 도청,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세지역의 지역주민자치회와 협력
하여 백제역사유적지구보존관리재단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지역주민자치회는 공주, 부
여, 익산에 각각 만들어져 있으며 보존과 관리, 황룡과 대중화, 그리고 지역참여자들과
의 협조를 책임지고 있다. 전제적인 2015-2019년도 보존관리계획은 8개 구성요소에 대
하여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모든 관련 기관이 협력하
여 설립하였다. 더불어 전체적인 관광 관리 전략을 포함하며 각 유산구성요소에 대한 방
문객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신청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고려해 줄 것을 권고한다.
a) 신청유산에 대한 전반적인 관광 관리 전략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 유지를 위한 개
별 유적의 방문객 관리계획을 완성하도록 한다.
b) 고분의 내부 벽화의 보존 상태와 내부 환경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를 신청국
에서 제시한대로 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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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등재와 관련한 결정사항에 대한 내용
이다. 이에 근거하면 백제는 관련법규내에서 신청유산의 보존관리 뿐만 아니라 종합적
인 관광관리 전략 및 개별적 관광객 관리에 대한 계획의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고
분내부의 환경변화를 측량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기의 조절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
용은 모두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유지에 있다.

그림 3.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이코모스 심사기준에 대한 충족도

3.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어떤 하나의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의미는 그 유산이 지닌 탁월한 보편
적 가치가 입증되었다는 의미이며 그 유산이 지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등재될 당시의
수준 그대로 지키겠다는 신청국의 의지가 인정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등재된 이후
그 유산이 지닌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거나 유산의 보존 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산의 상태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 분리되어 등재되며, 문제의 해
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존재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세계유산 목록에
서 삭제되기도 한다.
현재까지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 되었다가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된 경우는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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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계곡이 있다. 이는 엘베강에 세워진 다리 때문에 일어난 결
과였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세워진 다리이지만 처음 등재되었을 당시 지녔던 드레스
덴 엘베계곡이 지닌 가치를 손상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세계유산에 등재하도록 결정하면서 사실상
특별한 지적은 없었으나, 우리가 제시한 내용의 지속을 요구하였다. 이는 2개도 3개시
군, 8개의 구성요소인 문화유산이 백제역사유적지구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유산이며
문화재보호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적인 보호아래 보존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진정성과 완전성이 잘 보호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관리 또한 잘 되어
왔고 잘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는 의미이다.
만약에 이러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구성하는 8개 문화유산 중 그 어떤 한 문화유산에
서 진정성이나 완전성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8개의 문화유산은 각각이 아니라 하나의 운명
체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하나 하나의 문화유산이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따로따
로가 아닌 하나의 유산으로서 관리되고 보존되어야 함을 인식해야하는 것이다.
추가 권고사항은 아주 단순해 보인다. 그러나 그 속에는 정말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
다. 첫째는 신청유산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통해 백제역사유적지구
의 가치를 훼손하니 않도록 관광산업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실천해야하며 또한 각각의
유산에 대한 관광객 관리계획도 수립하여 관리되어야 함을 권고하였다. 두 번째로는 송
산리고분군과 능산리고분군의 내부 환경에 대한 문제이다. 벽화의 보존 상태와 내부 환
경변화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는 있으나 분석 시기나 보존 상태에 대한 정밀분석 및 보
존에 관한 주기를 추가자료를 통해 제시한 것과 같이 지금보다 단축시켜 보존 관리하도
록 권고하였다.
평가내용에 쓰여진 것처럼 도심부분에 위치하는 유산의 경우 유산의 주변지역 개발에
의해 어떠한 변화가 있어서도 안된다는 것도 꼭 명심해야 하는 부분이다. 주변지역에 고
도 8m이상의 고층건물은 건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단순히 8m가 아니
라 그 보다 낮아도 등재된 구성요소인 문화유산이 지닌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문제가
된다면, 이는 진정성과 완전성의 훼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등재된 당시 지녔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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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시 권고사항 및 이행방안 (이혜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보존하는데 노력을 해야 하며 전체로서 또 각각의 유산으로서 그 유
산이 지닌 진정성과 완전성의 보존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이행하여야 한다. 하루속히
전체 유산에 대한 관광계획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관리해야하며 고분 내부의 모니터
링 주기를 단축하여 보존에 더욱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는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만들고
가꾸어 놓은 우리의 유산을 우리가 유지하고 관리하여 그대로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주
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이는 세계유산은 바로 지속가능한 유산이기 때문이다.
한가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8개의 유산은 따로가 아니고 따로이지만 함께라는 원칙을
꼭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어떠한 행위이든지 이 공주, 부여, 익산에서 행하여지는 건축이나 개발에 관한 행위는
반드시 세계유산의 보존과 관리라는 관점을 먼저 생각하고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부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잘 보존되고 관
리되어 우리의 자랑스런 유산으로서 후세에도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 거
듭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

참고자료
∙ 세계유산홈페이지 <http://whc.unesc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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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존과 활용 1 (김세범)

1. 유네스코 우수사례 제작배경
1) 해외취재 결정과 착수 과정
o 2014년 당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주와 부여·익산 등 백제 역사유적지구의 유
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지정이 유력해지자 언론사 입장에선 사
전에 해외 역사도시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준비해야 될 과제들을 미리 점검
하고 우수 정책이나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는 기획보도가 언론 본연의 의미이자 시
청자 나가 국민들에게 유네스코 등재가 가져올 효과나 향후 운영방안 등 정보를 제
공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작용해 해외 취재를 결정함.
o 해당 해외 역사도시의 선정작업에 있어 탈락 우선 순위를 잡아가는 역산 방식을 통
해 첫째, 로마나 아테나 등과 같이 유럽의 선진지는 동일 선상에서 벤치마킹이 적용
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 배제했으며,
o 두 번째로는 파리나 런던 등은 고대 시대가 배경이 아니라 중세의 역사 문물을 담
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적용대상이 될 수 없어 제외한 뒤 남은 후보 도시들 가운데
고대 시대라는 공통 분모와 함께 한국과 비슷한 유적지 환경과 국가적 보존 의지,
문화관광지로 최근 탄력을 받고 있는 도시로 추려 이를 모두 충족하는 터키의 이스
탄불과 중국의 시안, 두 도시를 최종 선정하였음.

2) 해외 제작에 따른 사전 정지작업과 뉴스 방영
o 이스탄불의 경우 이슬람 국가에 속한 도시로 종교적 제약 상황을 돌파하면서 문화
유산의 소개를 강조하면서 관련 서류와 촬영 동선과 인터뷰 대상자 등 취재 일정과
내용 등을 제출하면서 사전 승인작업을 진행하였음.
o 중국 시안은 보도 관련 입국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제재와 압박이 매우 심한
편이기 때문에 취재 비자를 통한 제작은 제약이 있어 시안시의 상위 행정기관인 산
서성의 고위 당 간부를 이용한 인맥을 통해 역시 단순한 문화유적의 한국 내 방영
임을 강조하고 특히, 시안의 관광 홍보효과가 지대함을 부수적으로 기재해 입국이
최종 승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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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외취재는 사전 준비가 매우 치밀하지 않을 경우 현지에서 원활한 제작을 하기 어
려운 만큼 다양한 검토를 거쳐 관광객이 가장 많은 찾는 8월초 촬영 돌입을 결정하
고 입국 3달 전부터 현지 코디네이터(방송제작 전문 보조인력)을 고용해 해당 도시
의 정부와 현재 상황 등을 공유하면서 취재 방향을 조율한 뒤 촬영 장소를 결정하
고 인터뷰 대상자를 섭외해 공문을 통해 미리 질문지를 보내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
으로 사전 취재제작 스케줄을 완료함.

<사진 1> 이스탄불 시내 전경

<사진 2> 서안 시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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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후 8월 한 달간 이스탄불과 시안 두 도시를 대상으로 해외 취재와 제작에 나서
최종 방영분의 10배 가량을 촬영하고 귀국 뒤 번역과 편집 등 후반 제작을 통해 시
리즈물을 만들어 TV 뉴스를 통해 9월에 집중 방영하였음.

2. 이스탄불의 유적지 보존과 관광상품화 전략
1) 이스탄불의 유적지 보존 정책
o 이스탄불은 유럽과 동아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위치로 그리스와 동로마, 오스만제국
의 수도까지 2천년이 넘게 동서양의 문물이 공존해 도시 자체가 거대한 박물관인
도시임.
o 우선 이스탄불 시내에 둘러쳐진 10km의 장대한 장벽은 1500년 전 건립된 유적으로
당시 전쟁의 상흔과 동로마제국의 멸망 당시 파손된 모습까지 그대로 보존해 생생
한 역사 현장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음.
o 이스탄불 구도심은 고대와 중세 건축물이 현대식 건물과 조화를 이룬 가운데 곳곳
에 박물관이 들어서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됨. 이미 오래전
부터 터키인들은 도시의 문화유산을 미래까지 보호·보존하는 일이 역사도시의 경
쟁력임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고 있음.
o 이에 따라 이스탄불은 문화유산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져온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
해 어떤 개발보다 유적지 발굴 및 보존을 우선하고 있음.
o 최근 5년간 이스탄불에는 7군데의 발굴 작업이 진행 중으로 완벽을 기하기 위해 사
업기간을 20년으로 책정하였는데 한 지하철 공사구간은 4년째 공사를 전면 중단시
킬 정도로 유적지에 대한 배려가 돋보이고 있음.
o 가장 인상적이던 사례는 당시 취재진이 세계적 관광명소였던 성소피아 성당을 취재
할 때 한 쪽 벽면의 금칠이 벗겨져 보수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당시 이미 2년째
공사 중인 가운데 복원과 검증, 감리까지 총 5년을 기한으로 잡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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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성소피아성당 내부 수리 장면

o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2월 화재로 소실됐던 남대문의 복원작업이 총제
적 부실로 드러나 뚜렷한 대비를 보여줌. 공사에 참여한 대목장의 금강송 등 목재를
빼돌려 착복하는 등 곳곳에서 부실공사를 징후를 보였지만 속도전을 내다보니 모든
것을 검증하지 않은 채 4년 만에 복원을 완료하고 재개장을 했지만 단청이 떨어지
고 기둥에 균열이 가는 등 최악의 문화재 복원사업으로 기록되고 있음.
o 문화재 복원에 대한 이스탄불의 강점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데 있음. 유적이나 유
물을 한 달 단위로 모니터링을 하여 보수에 대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있
음. 특히 관광수입의 30% 이상이 이 같은 보존작업에 재투입되고 있음.
o 도시의 아직 남아 있는 많은 유적들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모든 공사의 초점은
개발보다는 보존이 우선이고 개발 중에 유적이 발견되면 인류학자 고고학자 역사학
자 등으로 구성된 발굴단이 우선 투입된다는 압둘라함 무자르 이스탄불 도시건설국
장의 말은 음미해볼 필요가 있음.
o 이 같은 노력으로 인해 유네스코는 지난 2013년 유적 보존에 대한 최고 도시임을
증명하는 상을 수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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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스탄불의 관광상품화 전략
o 우리나라 유적지의 운영방안은 둘러보는 관람문화. 즉 건물을 예로 들 때 직접 들어
가서 보기는 어렵고 당시 사용하던 집기나 생활도구 등은 박물관 한켠에 전시해 일
체성을 갖기 어려워 관광객들로선 문화재에 대한 이해나 몰입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
o 이스탄불은 이런 폐쇄적인 구조를 뛰어 넘는 열린 배치가 와닿는데 화려하고 장엄
한 양식으로 세계에서 가장 돋보이는 왕궁이라는 돌마 바흐체 궁전은 대형 샹들리
에를 비롯해 국보급 집기 등 당시 생활상을 각 방마다 자연스럽게 배치후 공개하여
세계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음
o 이슬람 사원인 블루 모스크 역시 일체의 종교의식이 그대로 진행되면서 관광객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술탄이 살았던 토카프 궁정도
지배층의 생활상을 가감없이 드러내 마치 지금도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짐.
o 터키 최대의 전통시장인 그랜드 바자르는 1461년 개장 이래 오랜 기간 동서양 무역
품이 거래된 역사의 현장인데 이 귀중한 문화재는 지금도 여전히 상인 등의 삶의
터전이자 이스탄불 최고 관광 명소로 꼽히고 있음.
o 즉 이스탄불시는 문화재는 역사유물이기도 하지만 관광상품으로 활용도 매우 중요
시해서 전문부서에서 각각의 문화재가 가진 특성과 매력을 분석한 뒤 운영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문화 소비자들의 트렌드도 지속적으로 파악해 개발하고 있음.

<사진 4> 그랜드 바자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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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 하나의 관광상품화 전략은 이런 역사 유적지라는 기본 바탕위에 새로운 테마의
축제를 계속 생성하고 국제적으로 규모를 키워간다는데 있음. 한여름밤에 열리는
바이람 축제는 전통의식과 종교적인 색채로 터키만의 문화 양식을 체험할 수 있어
해외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으며 국제 오페라 축제는 수준높은 전세계 예술단
들의 참여가 늘고 있으며 봄철엔 원조 튤립의 나라답게 튤립축제와 국제디자인전,
가을엔 이스탄불 국제 영화제 등 1년 동안 10여개의 메머드급 페스티벌이 줄을 잇
고 있음.
o 이는 역사와 문화라는 결합으로 관광상품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획으로 이스
탄불엔 이와 같은 굵직한 공연과 문화이벤트만 20여개가 연간 열리는데 눈여겨 볼
대목은 예산 지원은 시청에서 하고 있지만 기획은 적적으로 민간에서 맡아 하는 이
원화 시스템임. 자칫 경색될 수 있는 행사를 매우 창의적으로 이끌어 내는 장점이
있음.
o 여기에 시내 중심가인 탁신 광장을 열린 공간으로 만든 점도 벤치마킹해 볼 여지가
있는데 거리 한가운데를 오가는 관광전차를 운행해 이색적 풍물을 제공하고 개인공
연과 미술전시회, 게릴라 콘서트가 열리는 다양한 문화 기획으로 방문객들이 한번
씩은 찾는 명물이 됐음.
o 이스탄불을 가로지르는 골드혼이란 기수역에 유람선을 운행해 종교, 문화국역 등 테
마별로 노선을 배치했으며 터키의 주요 문화재들을 축소해 만든 미니어처 단지를
비롯한 돌고래쇼장, 놀이동산 등 주요 구간마다 관광객들을 끌어 모을 시설들을 설
치 운영한다는 점은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음.

3. 시안의 유적지 재건과 활용 방안
1) 시안의 유적지 재건 방안
o 역사도시의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된 이미지 조성과 도시 전체가 함께 역
사 속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전제를 실천해야 하는데 당나라의 수도였지만 내륙 한
가운데 위치해 베이징 등 동부에 밀려 있던 시안이 당나라 부활 프로젝트를 어떻게
실현해 내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참고해볼 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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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존과 활용 1 (김세범)

o 시안은 당나라를 비롯해 중국 13개 왕조의 수도였지만 90년대 전까진 베이징과 상
해에 가려 방문객이 매우 적었던 도시였음.
o 하지만 진시황릉의 병마용갱 발굴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자 역사도시로 재조명을 받
았고, 이후 시안시는 당나라 도읍지로서 모습을 최대한 살리는 선택과 집중이 시작
됐으며 16km로 중국내 최장 길이인 당나라의 도성 성벽이 대표적인 유적으로 시내
를 관통하고 있지만 보존과 복원이 완벽하게 이뤄진데다 성벽위에 널따란 통행로
조성 등 정비도 잘 돼 있어 당나라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아이콘이 됨.

<사진 5> 서안 시내 성벽

o 당나라 시절 도성의 지도를 따라 궁궐 등 주요 시설의 배치나 재현도 시안 시내에
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당시 당나라 국내 최대 시장이던 東市는 붓과 종이
등을 파는 전통시장으로 재현됐으며 국제시장인 西市는 문헌을 토대로 마치 과거의
영화를 상징하듯 그 규모대로 조성을 해 놓았는데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지역 특산
품을 판매하는 상점을 운영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o 또 시 외곽의 유적들을 정비해 관광코스로 만든 당나라 부활 프로젝트도 참신한 아
이디어로 이 중 백미는 당 현종과 양귀비의 별장이던 화청지로 온천과 터만 남아
있던 것을 화려하게 복원해 최근 인기 급상승 중인 관광지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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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화청지 전경

o 세계적인 역사 문화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이란 일종
의 공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그만큼 품격이 높아지면서 세계적 반열에 오른 것을
증명함. 중국 시안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에 적극적인 정책과 함께 장기 프
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o 수많은 병사와 군마가 도열한 모습이 장관인 진시황릉 병마용 갱은 중국내 최초 유
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란 프리미엄이 얹어져 중국에서 가장 많은 2천 백만 명이 찾
는 역사를 테마로 한 관광지임. 시안시는 병마용갱을 중심으로 민간과 함께 지역에
산재한 문화재를 대상으로 민간과 함께 유네스코 등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2
천 여개의 유망 유적을 분류하고 그 가운데 유네스코 채택 가능성이 높은 문화재를
위주로 학술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 각종 국제 학술대회 등의 행사 등을 개최해 세
계적인 석학들을 움직이고 홍보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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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존과 활용 1 (김세범)

<사진 7> 병마용갱 전경

o 그 결과 지난 2014년 당나라 때 실크로드의 출발지점과 국제시장인 서시가 유네스
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결과를 낳았고, 서유기의 현장법사가 인도에서 가져
온 불경을 모신 대안탑도 함께 등재 시키는 저력을 발휘했음.
o 시안시는 연속성을 지닌 정책을 통해 당나라 당시 건립된 이슬람 사원 등 4점의 문
화재를 수년 안에 유네스코에 추가 등재시키겠다는 계획으로 위원회를 운영 중일
정도로 열성을 보이고 있음.

2) 역사 유적을 활용한 문화관광 전략
o 역사 유적은 단지 잘 보존만 한다고 결코 활성화 되지 않는 점은 이미 우리나라 현
실에서 직시하고 있으며 이런 유적·유물에 문화 콘텐츠를 창출해야 실제적인 경제
효과를 볼 수 있음. 여기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결합이 되어야 함.
o 중국 시안에서는 중심가에 대당 불야성이란 구역을 조성해 운영 중인데 당나라가
융성했던 시기 제왕들과 역사인물, 전통예술작품 등 9가지 테마의 조각단지가 배치
돼 있으며 가옥과 관사 등 찬란했던 당시 모습을 재현하고 레이저 등 야간 조명 등
을 총동원해 이름 그대로 그야말로 관광객들에게 불야성을 제공하고 있음.

27
백제역사유적지구 국제학술대회

<사진 8> 대안탑 앞 야경

o 시내 거리엔 종루와 고루 등 도시 곳곳에 산재한 문화재들은 화려한 조명에 의해
관광상품으로 재탄생되면서 시안이 역사 도시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야간에 둘러보
는 관광명소가 되고 있음.
o 당나라 황실을 압축한 부용원도 첨단 조명을 이용해 도시 전체가 고풍스런 분위기
를 자아내 밤을 활용해 단순한 유적지가 아닌 입체적으로 살아 숨쉬는 당나라를 표
현해 상품화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내고 있음.
o 시안의 역사관광의 절정은 공연 프로그램으로 입장료 수입에 그치는 역사유적에 엔
터테인먼트를 가미해 체류기간을 늘려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고 있음.
o 양귀비와 당 현종의 사랑이야기를 토대로 한 장한가라는 공연은 야외무대에서 펼쳐
지는 군무와 화려한 퍼포먼스로 연간 500억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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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장한가 공연 모습

o 이처럼 시안에서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스토리텔링을 통한 10여개의 각종 공연이
도시 각지에서 열려 취향에 맞춰 관광객들은 공연 현장을 찾는 투어도 벌어질 정도
로 인기 코스가 되고 있음.
o 역사가 잘 다듬은 문화콘텐츠와 결합해야만 성공적인 역사문화도시 혹은 관광도시
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음은 우리는 이스탄불과 시안의 사례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음.

4. 제작후기
o 구상단계에서 검토작업 그리고 사전 취재와 현지 제작을 거쳐 후반 편집 작업까지
장장 6개월 이상이 걸린 기획보도였지만, 방영기간은 뉴스에서 단 2주일에 그쳤으
며, 시간적 배분은 30분에도 못 미치는 압축된 콘텐츠였음.
o 공중파를 통한 지속적인 방영은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불러 왔으며 많은 시청자들은
우리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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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취재기자나 제작 스태프들이 역사나 유적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있
지 않은 만큼 단편적이고 표상적으로 제작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만, 관계기관 혹
은 학자들이 무엇을 고민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해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컸다고 생각함.
o 기자협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 것은 백제라는 훌륭한 문화유산을 우리가 어
떻게 보존 계승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문화로 가꿔 나가야 할지에 대한 일반 대중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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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3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서 만 철
공주대학교 교수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서만철)

요 약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는 1994년에 공주의 무령왕릉을 잠정목록으로 등재한 뒤
실로 21년만인 2015년에야 공주, 부여 및 익산에 걸쳐 존재하는 연속유산으로 세계유
산으로 등재되었다.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철저한 보존관리와 세계유산에 대한 국
민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한 활용에 있어서 원칙과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하여 그 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논하였다.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기준은 고대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한국과
중국 및 일본과의 활발한 문물교류를 통한 불교의 확산 및 예술과 건축기술 등을 획기
적으로 발전시킨 증거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 활용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문화교류에 초
점을 둔 활용정책을 펼친다면 완전성과 진정성을 갖춘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유지 또
는 향상시키려 하는 보존관리 목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있어서 문화재청과 5개 지자체에서는 (재)백
제세계유산센터로 하여금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기본계획’을 UNESCO 세계유산
협약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매 5년마다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인 ‘백
제역사유적지구 보존·정비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문화재청의 최종 승인을 얻어 충
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획들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특히 안전에 관해서는 긴급하게 전문가그룹이 관여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
하다. 또한, 지정유산에 대한 기존의 ‘문화재보존영향검토’를 세계유산의 경우에는 ‘세
계유산보존영향평가’로 격상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백제역사유적지구가 분포되어 있는 공주시와 부여군 및 익산시는 지역의 문화유산을
가장 잘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부기관의 지침에 따라 세계문화유산을 보
존관리하고 활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중심이 되어 전문가, 주민, 중앙정부를 조력
자로 삼아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보존관리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세우고 프로젝트를 수
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조직과 전문인력의 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끝으로, 문화재청과 5개 지자체들은 인류가 보존하여야 할 세계유산이 된 백제역사
유적지구가 완벽하게 보존관리 되고 후손들의 현장교육의 장소와 국민들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의미 있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
에 관한 특별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세계유산에 관한 특별법안의 통과와
함께 예산부문도 다른 문화재예산과는 별도로 특별예산으로 구분하며, 그 안에서 백제
역사유적지구의 완벽한 보존관리와 활용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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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오늘날과 같이 증대 되었던 적은 없었
다고 가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의 존재가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였던 시절이
엊그제인데, 어느덧 간직하고 누리고 물려주어야 할 대상으로 국민적 인식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내 고장의 문화유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
하게 일어나고 있다. 문화재의 존재가 개발의 걸림돌이라는 국민인식의 시절에는 정부
의 문화재정책이 보존일변도의 정책이었다면, 이제 그 정책 또한 바뀔 수 밖에 없을 것
이며, 이미 훼손의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유산의 제한적인 활용을 권장하는 방향으
로 정부의 정책이 유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하겠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문
화유산 해설사 제도의 운영, 기업체들의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운동, 일선학교들의 ‘내
고장 문화재 알기’와 ‘문화재 현장체험’ 등의 프로그램의 확산은 문화재 활용의 수요가
점점 증대함을 나태내고 있으며,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대한 원칙과 적절한 가
이드라인을 제시가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
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
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문화재의 보존은 물론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민족문화를 계승한다는 목적에 있어서는 문화재 그 자체를 물리적
의미의 계승과 함께 그에 내재된 역사와 민족정신을 함께 계승한다는 측면이 있는 만큼
교육의 기능 또한 강조되어 있다 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라고 표명하고 있
어 문화재 원형의 유지는 보존관리 및 활용 모두에게 필수조항이 되고 있다. 바꾸어 말
한다면 원형보존이 어렵다면 보존관리 및 활용을 뒤로 미루어야 하며, 그만큼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있어서 원형유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베니스헌장(1964), 플로랑스헌장(1981) 및 버라헌장(1999) 등의 국제적
인 협약 및 헌장을 보더라도 문화유산의 활용보다는 보존의 중요성과 문화유산 자체가
지니는 진정성을 강조하고 있다(신희권, 2014). 즉, 문화유산의 핵심가치인 진정성과 원
형유지의 보존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의 활용방법이 모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공주, 부여 및 익산을 포함하는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은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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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에 독일의 본에서 개최된 제39차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서이다. 1994년
무령왕릉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한 뒤 21년 만에 그 범위를 넓혀 무령왕릉의 점개
념이 아니라 무령왕릉을 포함한 왕릉, 수도방어시설인 성곽, 백제왕국의 통치사상의 기
반인 불교의 유적들을 포함하여 8곳의 문화유산을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연계한 연속유산
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게 된 것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인류문명사적 가치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 존재하였던 고대 동아시아 왕국들 간에 진행된 활발한 문물
교류와 이를 통한 예술 및 건축기술의 발달과 불교확산의 뛰어난 증거라는 점이다. 이러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함께 문화유산을 향유하고자 하는 국민적 요
구가 증대된 시대를 맞아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는 현실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원칙과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일은 현 시점에서
매우 시의 적절하다 하겠으며, 이 논문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역할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2.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존관리
UNESCO ‘세계 문화와 자연유산 보호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과 그 가이드라인은 세계유산의 보호와 관리
의 방향이 완전성과 진정성을 갖춘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지속적으로 유지 또는 향상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천명
하고 있다(World Heritage Center, 2015). 우리의 문화재보호법에서도 문화유산 보호의
절대적인 가치가 진정성과 원형유지를 전제로 한 활용인 바, 진정성은 과학적이면서도
철저한 조사 연구를 통하여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확보함으로서 이루어낼 수 있으며, 원
형유지 또한 문화유산을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 요소인 재료, 공법 등에 관한 철저한 연
구를 통한 고증을 바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우리나라
의 문화재보호법에서도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라고 밝히고 있다.

1)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유지 및 향상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부분은 고대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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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및 일본과의 문화교류 역할을 크게 인정 받은 것이었다. 즉, 고대 동아시아
에 존재하였던 한·중·일 왕국들 간에 진행된 건축기술의 발전과 불교의 확산을 가져
온 교류의 증거들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백제역사유적지구내의 문화유적들은 상당부분
중국과 일본과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현재 백제역사유적지구에 없는 부분이 중
국에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문화 전파를 하여 준 일본에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런
만큼, 문화유산을 부득이하게 보수를 할 경우를 대비하여 백제유적에 대한 한국과 일본
및 중국에서의 유적들을 추적하여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각종 전시회, 행사, 문화제 등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되 백제유적지구의 등재 기준
에 부합되는 진정성 있는 콘텐츠들이 발견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교류의 증거를 찾는 조사연구가 역사학이나 고고
학 뿐만 아니라 언어, 종교, 민속, 생활풍습 등에 관한 내용까지도 확산되도록 기획되어
야 할 것이다. 즉, 가치의 새로운 발견과 재해석을 통하여 백제역사유적의 역사성과 당
시의 생활상 등의 본래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충실하게 진행되어야 하겠다. 백
제역사유적지구를 보존관리하고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강조할 것이 아니
라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확보하여 먼저 문화유적
본연의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문화유적 본연의 가치가 증대되면
다른 부수적 가치들도 함께 증진 될 것이며, 만일 문화유적 본연의 가치가 별로 없다고
대중들이 판단한다면 다른 모든 가치는 논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사람들은 외부 전문가들이 하더라도
치밀하게 조직하고 추진하는 일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 세계문화유산을 보존관리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전문가, 주민, 중앙정부를 조력자로 삼아서 백제유적지구를
보존관리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세우고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의 문화유산을 가장 잘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보존관리하고 활용하는 모든 과정의 중심에 공주시와 부여군 및 익산시가 있어야 한다.

2) 보존관리 기본계획 및 모니터링
문화재청과 5개 지자체에서는 현재 5개 지자체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재)백제세계유산
센터로 하여금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기본계획’을 UNESCO에 의해 1972년에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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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세계유산협약과 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하며, 매 5년마다 수립하고 2년 후에는
사회적 경제적 자연환경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도록 규정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인 ‘백제역사유적지구 보
존·정비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한다. (재)백제세계유산센터는 공주시와 부여군
및 익산시 등과 협의하여 해당 세계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기본계획과 보존정비 사업계
획을 수립하여 각각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의 최종 승인을 얻게 하
며, 문화재청과 광역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러한 보존관리 기본계획에는 세계유산지구의 현황과 여건변화 전망, 세계유산의 보
존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지속가능한 보존․관리와 활용, 주민협의체의 역할, 역사
문화환경 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재원조달, 전문성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밖에 문화재청과 5개 지자체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존관리 실태 및 안전상태 등
에 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특히 안전점검에 관해서는 위해요인이
예상되거나 발생될 때마다 긴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모니터링의 결과는 관련 전문가의 분석평가를 통하여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반영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문화재 보존영향평가 제도
UNESCO는 세계유산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지진, 홍수, 전
쟁, 밀렵, 채광, 관광 및 개발 등의 7가지를 들고 있다. 이중 지진과 홍수는 자연에 해당
하지만 전쟁, 밀렵, 채광, 관광 및 개발은 인위적인 요인들로서 문화재 보존영향검토를
통하여 사전에 인지하여 차단할 수 있는 요인들이다. 자연적인 원인에 해당하는 홍수에
대한 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집중호우에 대비한 대책은 실상 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백제역사유적지구중에 집중호우에 취약한 부분은 공주의 공산
성을 들 수 있다. 지진에 대한 대비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
실이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의 지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큰 염려는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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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호에 부정적 요소는 단연코 개발 행위인데, Buffer zone에서 건
설공사 등의 각종 개발 행위가 발생한다면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 인허가 행위를 하기 전에 반드시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명시된 문화
재보존영향검토를 시행하여 세계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
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세계문화유산이 아닌 여타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이러
한 문화재보존영향검토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경우 3인 이상의 전문가 그룹의 검토의견
을 받아 이중 1/2 이상의 의견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기준을 고시하고 그 행위기준의 범위안에서 행해지는 건설공사에 관해서는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도록 문화재보호법 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세계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의 Buffer zone에는 너무 미약하다
하겠다. 현행 제도상 ｢문화재보호법｣ 및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등 의하여 일반 문
화재와 동일하게 보존관리 방안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문화재청과 5개 지자체에서는 기존의 문화재에 대하여 실시하던 ‘문화재보존영향검토’를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세계유산보존영향평가’로 분리하여 실시하며, 기존의 전문가
의견서에 의존하던 문화재보존영향검토 서식을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수준이상으로 항목과 기준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해외 사례
일본의 경우 문화청산하에 문화심의회에서 세계문화유산・무형문화유산부회를 두어
세계문화유산과 관련된 심의를 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역사환경의 보존·관리를
위한 비정부공공기관인 English Heritage에 의해 마련된 지정문화재(designatedheritage
assets)의 지정기준을 토대로 정부로 하여금 지정문화재를 지정토록 한 바, 1. 세계문화
유산(World Heritage Sites), 2. 선정기념물(Scheduled Monument), 3. 등재건축물(Listed
Building), 4. 난파선 보호지역(Protected Wreck Site), 5. 등록 공원 및 정원(Registered
Park or Garden), 6. 등록 전쟁유적지(Registered Battlefield), 7. 보존구역(Conservation
Area)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을 최우선으로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문화
재청・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4). 또한, 영국에서는 2012년에 개정된 ‘국가계획정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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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 NPPF)’의 12가지 핵심사항중에 하나로서 지방
차지단체는 보존구역과 세계문화유산 부지내에 새로운 개발을 위한 기회를 모색해야 한
다고 천명하고 있는 바, 세계문화유산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겠다(문화재청・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4).
호주는 가장 먼저 세계유산에 관한 국내법을 발효시킨 국가로서 중앙정부가 권한을
갖고 자국내의 세계유산을 세계유산협약과 연계하여 관리하도록 한 ‘1983 세계유산보존
법’ (“the 1983 World Heritage Properties Conservation Act’)을 입법화 하였으며 이어서
‘the Conservation Legislation Act’로 1988년에 개정하였다.
한편, 한국의 경우 문화재위원회내에 세계유산분과를 두고 행정부서에는 현재 문화재
활용국 산하에 세계유산팀 조직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적인 측면에서 문화재보호법 제
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등에 대하
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세계문화유산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3.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활용
문화유산의 활용에 있어서 대 전제는 당해 세계유산의 원형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
서 진정성이나 완전성이 갖추어진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잘 유지되는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경우에도 보존관리와 활용이라는 서로 상반된
가치와 목적을 가진 파트너들이 전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만 백제역사유적지구
를 세계유산으로서 손색없이 유지해 나갈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세계유산을 보존 관
리하는 측에서는 관광의 개념과 실행방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또한 세계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측은 세계유산 보존관리의 개념과 방법을 명확히 이해하
여야 한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에 종사하는 측은 주로 인문학 및 보존과학자들로서 유
산의 존재 자체에 가치를 두어 공공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반면에 관광활용
에 종사하는 측은 주로 비즈니스 마케팅 종사자들로서 유산의 소비행위로서 민간영역의
상업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측이다. 이러한 상반된 두 개념하에 수립된 정책들이 서로
상생하도록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총 46
개의 세계성곽유산 중 관광(방문객) 관리계획을 가지고 있는 유산은 5곳 뿐 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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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전에 등재된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11곳에 대한 관광(방문객) 관리계획도 전무
한 현실은 보존관리와 활용의 상생이 쉽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한숙영, 2015).
한편, 세계유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세계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노
력들이 각 국가별로 또한 각 지자체별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도 문화
유산이 지역개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문화유산의 보호가 정부뿐만 아
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Kakiuchi,
2014). 또한 세계유산의 신청시에도 해당유산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관리계획을 포함하
는 보존관리계획을 제출토록 함으로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와 관광활용이 상호 보완성
을 지니도록 하고 있다. 우리 문화재청에도 세계유산을 활용키 위한 전담부서가 설치되
고 세계유산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협의회를 조직하여 세계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
는 방안을 함께 수립하기로 한 것을 볼 때,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와 관광활용의 관계가
서로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활용측면에서 보존관리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등재
기준부터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화유산 등재기준은
(ii)세계의 한 문화권내에서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류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과
(iii)현존하거나 사라진 문명 또는 문화적 전통의 독특하거나 지극히 희귀한 증거를 포함
할 것 이었다. 이들 기준에 맞추어 작성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등재기준은 다음과 같다.
(ii)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고고학 유적과 건축물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 존재하였던
고대 동아시아 왕국들 간에 진행된, 건축기술의 발전과 불교의 확산을 가져온 교류를
보여준다.
(iii) 수도 입지 선정을 통해서 백제의 역사, 불교사찰을 통해 백제의 내세관과 종교, 성곽,
건축물의 하부구조를 통해 독특했던 백제의 건축기술, 고분과 석탑을 통해 백제의
예술미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유산들을 통해 사라져간 백제 문화와 역사의 뛰어난
증거이다.

관광활용의 측면에서 위와 같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기준을 명확히 이
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관광정책을 펼치다면 이러한 등재기준을 충실이 유지하려는
보존관리 목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에서는 ‘국가계획정책체계(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 NPPF)’의 1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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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항 중에 하나로서 지방자치단체는 보존구역과 세계문화유산 부지내에 새로운 개
발을 위한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는 바(문화재청・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4), 세계문화유산의 활용을 의미하고 있다. 보존관리 위주의 세계유산 정책이 아니고
원형을 유지하는 원칙위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세계유산 활용목적의 개
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대 국회에 발의 되었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에 의하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세계유
산지구｣를 지정하고, 세계유산지구를 세계유산 등재지구, 세계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
구 및 세계유산 역사문화환경 조성지구로 구분하고 있다(남경필 외, 2011). 세계유산 역
사문화환경 조성지구는 세계유산의 가치를 증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관광자원
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생활환경의 개선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으
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제역사유적지구를 홍보하고 또 학생들에게 현장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문화체험코스 등을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노력하여 이러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면 공주시, 부여군 및 익산시에서는 도시기본계
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함으로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활용은 차원이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향후과제
1) 법적 제도적 노력
세계유산에 대한 국내 법조항은 문화재보호법 제19조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로
서, 여기에서는 국내의 우수한 문화재를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는
권한과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과 국외선양을 위한 노력의 의무를 중앙정부인 문화재청
에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재된 세계유산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에 준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국
제적인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원은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세계유산에 등재될 때까지의 수많은 지원과 노력을 감
안할 때 행정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호주처럼 세계유산에 관한
별도법규를 만들어 강력한 법적인 지원이 된다면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비롯한 국내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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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유산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러한 취지로 국회에서는 2011년에 남경필 의원을 대표로 하여 18인의 국회의원들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하여 우리의 소중한 유산
이자 인류가 공동으로 누려야 할 세계유산들이 일반문화재와는 달리 차별화된 보존관리
및 활용 시스템의 보호를 받도록 하였으나 아쉽게도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하여 임
기만료폐기된 상황이다. 이 특별법안에서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세계유산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하여 세계유산지구를 세계유산 등재지구, 세계유산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구 및 세계유산 역사문화환경 조성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문화재청,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에서는 당해 세계유산지구에 관한 세계유산
보존·관리 기본계획을 매 10년 마다 수립하고, 매 3년마다 사회 적·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였다.
비록 한번 폐기되었다고 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완벽하게 보존관리 되고
후손들의 현장교육의 장소와 국민들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의미 있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다시 발의하여
관철시킬 필요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문화재청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정부예산의 확보
우리나라는 문화재를 지정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 문화재 보호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문화재보호 법령을 제정하였던 일본이나 프랑스 등의 국가들이 문화재보호구역의
개념을 제도화시키지 못한 현실과 비교하면 우리가 상당히 앞서 있다고 말할 수 있다(엄
승용, 2009). 즉, 문화재 지정구역에 보호구역을 추가적으로 지정함으로서 전체적으로
보호대상면적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는 매우 훌륭한 정책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보호구역이 사유지일 경우에는 개발압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개
발가치가 높은 주거, 상업 및 공업지구의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마찰이 발생하기 마련이
다. 문화재와 보호대상 면적이 확대될수록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을 보전하는 등의 예산
도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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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예산규모는 절대액수에 있어서는 꾸준하게 증가하여 왔지만, 정부 전체의 예산
에서 문화재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다. 1962년도에 문화재예산이 1.3
억원으로 정부전체 예산의 0.18% 이었는데, 2009년에는 4925억원으로 0.19 %를 차지하
고 있다(엄승용, 2009). 그동안의 국민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나 문화향유 욕구의
증대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예산구조의 답보상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준이다. 특히
정부조직상 1961년에 구황실재산사무총국과 문교부 문화보존과의 사무를 통합하여 문교
부 외국으로서 문화재관리국이 설립된 이래 38년 만에 1999년 5월에 문화재청으로 승격
되기까지 문화재관련 조직이 획기적인 성장을 한 것에 비해서도 전체 정부예산 대비 문
화재예산 비율의 답보상태는 문화재청이 풀어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재)백제세계유산센터에서 집행되는 예산은 5개 지자체에서 출연한 출연금으로서 매년
약 16억원 내외의 예산을 집행하여 왔다. 그러나 문화재청과 5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
로 집행하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예산은 2016년의 경우 10
억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 2016년 한해 약 26억원의 예산이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및 활용에 투입되고 있는 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각종
정비사업에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로서는 백제역사유적의 보존
관리와 활용에 있어서 UNESCO 세계유산협약과 그 가이드라인이 요구하고 있는 진정성
과 완전성을 갖춘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고 상승시키는데 투입될 부분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3) 전문성 있는 행정조직의 확충
우리 정부의 세계유산을 관장하는 정부 기구는 문화재청으로서 문화재활용국 산하의
세계유산팀이다. 세계유산팀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등재, 세계유산 보존관리 계획수
립 및 조정을 총괄하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홍보 및 활용과 함께 세계유산의 상시모
니터링을 총괄한다. 또한 세계유산 관련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의 지원 업무까지 관장하
면서 또한 인류무형문화유산 및 세계기록유산의 등재 및 관리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
한편, 광역자치단체인 충청남도는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재과 산하에 세계문화유산팀 조
직을 두어 도내 문화재의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 업무는 물론, 근현대 핵심유산 보존활
용사업, 생생문화재사업, 문화재누림사업, 문화재관광자원화사업, 문화유산스토리텔링 활
성화사업, 문화유산관련 사회적기업육성 및 일자리창출사업 등의 문화재활용사업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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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경우는 세계유산팀을 따로 조직으로 두지는 않고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산하의 문화재정책팀에서 세계유산추진업무 총괄하며 백제
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 후속조치와 미륵사지석탑 복원 및 동탑 안전진단 등의 사업
을 관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기초자치단체인 공주시, 부여군 및 익산시를 보면, 공주시의 경우
문화재과 산하에 세계유산팀 조직을 두어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및 후속사업
추진업무, 공산성·송산리고분군의 관리·운영 및 공산성·송산리고분군 및 석장리박물
관 전시물 수집 및 전시·연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부여군의 경우는 과단위에 해당하
는 세계유산사업단 조직을 두고 그 산하에 다시 유산정책팀과 유산보존팀을 두어 세계
유산 관련 보존관리계획 수립과 세계유산 관련 사업계획 수립은 물론 세계유산 등재지
구 시설물 상시 모니터링, 능산리고분군 상시모니터링 사업(센터), 세계유산 등재지구
통합방범시스템 설치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개발 및 홍보
교육과 세계유산 관련 국내외 협의체 구성 및 교류확대 및 홍보 기념품 및 관광상품 개
발 등 광범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익산시의 경우는 세계문화유산 관련 조직을 따로
두지는 않고 역사문화재과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 및 후속업무를 총괄하고
세계유산 보존관리체계 구축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백제역사유적지구가 분포하고 있는 2개의 광역지자체와 3개의 기초지자체 중에서 충
청남도 및 공주시와 부여군은 각각 세계유산팀 조직을 따로 두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와 활용사업 등을 기획하면서 운영하고 있으나,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세계유산과 관련된
조직을 따로 두지는 않은 채 기존의 조직에서 업무분장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세계유산과 관련된 독립조직의 운영 여부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사
업의 성패를 좌우하지는 않겠지만, 세계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많은 문화재업무 중
의 하나로서 다루는 경우와 세계유산을 독립하여 행정을 펼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겠다.
각 지자체에서 백제유적을 담당하는 행정 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5개 지자체는 2012
년에 재원을 분담하여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를 설립하였다. 각 지자체로부터 공무
원을 파견하고 또한 자체적으로 전문성 있는 직원을 고용하여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존
관리 및 활용 업무를 관장하게 하고 있다(그림 1). 백제세계유산센터와 중앙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의 위상과 역할은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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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통합관리를 맡고 있는 백
제세계유산센터의 행정이 일반행정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향후 전문성 있는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가칭)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이사장
이사회

감사
선터장

통합관리
위원회
기 획

유 산

홍보팀

관리팀

<그림 1>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 조직도

<표 1>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ㆍ관리 주체별 위상과 역할
(백제세계유산센터, 2016)

구 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단

위 상

주요 역할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대표적인 통합 보존·
관리 주체

세계유산 위원회와

 주요 보존·관리 사업 최종 의사결정
사무국에서 결정된
적지구 세계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사업단 관련 예산 최종
사항에 대한 최고
유산 이사회
의사결정
의사결정기구
백제역사유

 이사회 의결 및 위임사항 집행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
백제역사유
세계유산 이사회 산  분과위원회가 상정한 안건 심의
적지구 세계
하의 의사결정기구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 심의 등
유산 위원회
 세계유산 추가등록 대상의 발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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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위 상

주요 역할
 주민 및 기관과의 의견 조율
 세계유산 위원회 운영,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계

백제역사유
세계유산 보존·관리
적지구 세계
실무 총괄기구
유산 사무국

획 수립, 세계유산 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 예산 수
립, 주민협력사업계획 수립, 국제교류 및 홍보사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문화유산 컨텐츠 개발
및 활용, 세계유산 통합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 역
사자료 조사연구 및 아카이브 구축 등

통합 보존·관리 사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정책을 해당 지방자치
업단에서 결정된 보
단체의 여건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세부 실행계획을
시·군별백제역사
존·관리 정책에 대
수립·집행
유적지구
한 세부 실행계획의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와 관련된 정책이나 세
보존·관리 센터
수립·집행을 담당
부 실행계획 입안
하는 실행기구
 유적별 모니터링 실행 및 자료 수집

문화재청

 사적 및 보호구역의 보존·관리
 사적 추가지정 및 해제 및 현상변경 검토
국가 차원의 중앙정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의 운영
부 관리 주체
 문화재 및 주변지역 건설공사 등 영향검토
 매장문화재 보호 발굴 사후 관리 및 제도 관리

 문화재보호조례 등 관련 조례 운영·관리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및 정비사업 지원
충청남도·전라북 보존·관리 및 활용  문화재 관리, 문화재 정비·보수, 방재시스템 구축 및
도
문화체육관광국

정책, 지원에 관여
재난·재해 관련 업무 등 해당 문화재 관련사무 총괄
하는 광역자치단체  문화재위원회 운영 총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단 업무
지원 및 감독
 관련 조례 운영·관리
 문화재 관리, 문화재 정비·보수, 방재시스템 구축 및

백제역사유적지구
재난·재해 관련 업무 등 해당 문화재 관련사무 총괄
보존·관리 업무와  유적지의 보존·관리 및 정비 실행사업 시행
공주시·부여군·
관련된 지원 및 감  유적지 주변 경관 및 환경 정비사업 시행
익산시
독 기능을 중심으로  유적별 모니터링 업무 총괄·해당 시·군 센터 지원
한 보조기구
및 관리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단 업무
지원 및 감독
세계유산 보존·관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에 필요한 정책과 사업
지역주민

제안
리 사업단 활동 감
시 및 직·간접적  주민주도형 사업 발굴, 시행
활동 주체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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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우리국민의 문화재 인식이 많이 향상되어 문화재가 개발의 걸림돌이라는 인식에서 누
리고 물려주어야 할 대상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내 고장의 문화유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백제역사유적지구도 1994년
에 공주의 무령왕릉을 잠정목록으로 등재한 뒤 실로 21년만인 2015년에야 공주, 부여
및 익산에 걸쳐 존재하는 연속유산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철저한 보존관리와 세계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한 활용에 있어서
원칙과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존
관리와 활용은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하여 그 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논하였다.
다소 이질적인 개념의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이 협력관계로 되기 위해서는 상대
측면의 개념과 수행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점을 찾을 때 가능할 것이며, 이
러한 점점은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등재기준을 이해하고 각 방면에서
의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부분은 고대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한국과 중국 및 일본과
의 문화교류 역할을 크게 인정받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활용방안에
서도 해외와의 문화교류에 초점을 둔 관광정책을 펼친다면 이러한 등재기준을 충실히
유지하려는 보존관리 목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백제역사유적지구를 포함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에 있어서 UNESCO 세계유산협약에 대한 정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들간의 법
적인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문화재청과 5개 지자체에서는 (재)백제세
계유산센터로 하여금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기본계획’을 UNESCO 세계유산협약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또한 이러한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인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정비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문화재청의 최종 승인을 얻게
하며, 문화재청과 광역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UNESCO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리스트 뿐만 아니라 위험
에 처한 등재리스트도 선정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보존관리 측면에서 문화재청과 5개 지
자체에서는 UNESCO 세계유산협약과 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매년 정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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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특히 안전점검에 관해서는 위해요인이 예상되거나 발생될 때
긴급하게 전문가그룹이 관여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현행 문화재보호법과
그 시행령에서 세계문화유산도 일반문화재에 준하여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세계유산환경영향평가’로 격상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지자체에서는 문화재청이나 도청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 세계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고 활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전문가와 주민, 그리
고 중앙정부를 조력자로 삼아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보존관리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세
우고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화유산을 가장 잘 파악하고 관
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보존관리하고 활용하는 모든 과정의 중심에
공주시와 부여군 및 익산시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조직과 전문인력의 배치
가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충청남도와 공주시 및 부여군에는 세계유산 전담부서가 팀 단
위 내지 과 단위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경우에는 기존의 문
화재 부서에서 업무분장 형태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끝으로, 문화재청과 5개 지자체들은 인류가 보존하여야 할 세계유산이 된 백제역사유
적지구가 완벽하게 보존관리 되고 후손들의 현장교육의 장소와 국민들의 문화향유 욕구
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의미 있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여 관철시킬 필요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세계유산
에 관한 특별법안의 통과와 함께 예산부문도 다른 문화재예산과는 별도로 특별예산으로
구분되어 그 안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완벽한 보존관리와 활용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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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4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지역주민의 역할
최 완 규
원광대학교 마한ㆍ백제문화연구소장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지역주민의 역할 (최완규)

Ⅰ. 머리말
작년 7월 독일 본에서 열린 제 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남한산
성에 이어 12번째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이를 계기로 백제의 역사와 문화에 국
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공주나 부여, 익산의 문화유적을 찾는 관람객도 급증하고 있다.
한편 백제역사지구와 동시에 일본의 근대문화유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1)
그 과정에서 식민지시대의 아픈 역사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세계유산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각국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우선 국가 브랜
드를 높이는 효과가 있고, 이를 홍보 수단으로 삼아 관광객을 유치하여 경제적 부가가치
를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현재 한국의 서원을 비롯
한 15건의 잠정목록이 연차적으로 세계문화유산의 등재신청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계문화유산이란 한 국가나 한정된 지역의 문화유산을 뛰어넘어 세계의 온 인류가
공유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유산이기 때문에, 등재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현재 시점에서 잘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 잘 물려주어야 하는 강력한 의무도 있
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보호구역 등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
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재보
호법 역시 주민의 재산권을 일정부분 규제하는 법률로서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생활해
왔던 주민들은 이 법에 대하여 피해의식과 더불어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위한 과정에서 새로운 법률로서 더욱 규제
가 있을 것이란 막연한 불안감도 가지기 십상이다. 우리는 설악산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설득 부족으로 인하여 반대에 부딪혀
실패한 뼈아픈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세계유산 추진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과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을 통하
여 세계유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게 하고, 나아가 그들 자신이 추진과정의 주역으

1) 일본은 메이지 산업혁명, 조선 그리고 탄광이라는 근대문화유산 23개소를 세계유산에 등재 했는데, 이중에는
식민지시대에 조선인 수만 명이 강제 노역했던 군함도 탄광, 나카사키 조선소 등 7개 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 정부는 “강제 동원” 사실을 공식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공식적인 발표문에는
포함되지 않고 주석에만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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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역할을 하게끔 하는 인내심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같은 등재추진 과정
이야말로 주민들이 진정으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힐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뿐 아니라, 지역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주민 상호간 문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축제의 장이 만들어 질 것으로 확신한다.
여기에서는 세계유산에 대한 간단한 이해와 그 추이를 소개하고, 세계유산을 보호ㆍ활
용하기 위한 자연경관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기된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한 의미를 외국
의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세계문화유산 등재이후 익산지역사회에
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서 세계유산 등재가 지역사
회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여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Ⅱ. 세계문화유산의 이해2)와 추이
세계유산이란 1960년대초 이집트의 나일강에 아스원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강변에
위치한 누비안들이 축조했던 아부심벨 사원이 수몰위기에 처했을 당시, 독일, 영국, 스
페인 등 선진국들이 앞장서 이 신전을 이전해 주는 계기에서 비롯되었다. 곧 각 지역에
서 중요한 문화유산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뛰어넘어 지구상의 온 인류가 공유해야 하
는 문화적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세계유산의 등재는 유네스코가 1972년 17차 총회에서 제정한 “세계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e Heritage)(약칭 세계유산협약)에 근거하여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목록
에 등재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를 지닌 유산을 말
한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되며, 복합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에 부합되는 조건을 공히 갖춘 유산을 말한다.
세계문화유산의 등재 대상은 기념물(Monuments), 건조물군(Groups of Buildings), 유
적(Sites)에 속하는 부동산 유산(유형 문화유산)이어야 한다. 이러한 등재 대상에 무형적
가치를 구비하면 등재에 있어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 등재 기준에 있어 가장 중요한

2) 이상해, 2011, ｢세계유산제도의 이해｣, 가야역사문화지구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위한 학술심포지엄, 계명대
학교 한국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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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되는 것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O.U.V란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며,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전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및 또는 자연적 중요성를 의미한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충족하는 요건으로는 우
선 등재 대상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그리고 등재기준은 모두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문화유산과 관련되는 항목은 1~6번에 해당한다. 이 항목 중에 속하면서,
첫째, 진정성(Authenticity), 둘째, 완전성(Integrity), 셋째, 국내외 유사유산과 비교연구에서
대표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넷째, 보존 및 관리 계획이 완벽하게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진정성과 관련하여 주요한 고려 사항은 고고학적 유적이나 유물, 역사적 건물이나 역사
지구에 대한 복원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당성을 부여한다. 복원은 오직 완전하거나
상세한 기록에 의거할 경우에만 받아들여지며, 추측이나 짐작에 의한 복원은 어떠한 경우
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완전성이란 문화유산에 대한 속성의 흠이 없는 완벽성과 무손상
성, 위협요소의 부재 등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국내외 유사유산과의 비교연구에서 차별적
중요성이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증명하느냐 하는 것이 주요한 등재 평가기준이 되고 있다.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서를 제출하기 1년 전까지 잠정목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대체로 준비 및 신청서 작성 작업은 2~3년이 소요되며, 등재 신
청서 제출 후 등재 결정까지는 절대적으로 1년 6개월이 소요된다.
세계유산 등재의 의미는 유산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며, 그에 따라 국격과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상승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해당 국민들은 자국의 역사와 문화
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며, 유산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관심이 고조된다. 특히 유산을
활용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관광 수입 증대를 통한 주민 소득 창출에도 긍정적 기
여를 하게 된다.
세계유산은 2015년 현재, 163개국의 1031건이 등재되었는데, 문화유산 802건, 자연유
산 197건, 복합유산 32건으로 구분된다. 그 가운데 48건이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 분류되
어 있고, 공동등재 세계유산은 31건에 해당한다. 세계유산의 등재건수를 국가별로 보면
이탈리아 51건, 중국 48건, 스페인 44건, 프랑스 41건, 독일 40건, 멕시코 33건, 인도 32
건 순으로 유럽과 남미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종묘를 비롯한 12소
의 세계문화유산과 제주도의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자연유산 1건이 자연유산으로 등재되
어 있다. 잠정목록으로는 한국의 서원을 비롯한 15개소의 유적이 등재되어 있는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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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은 세계유산 등재 심사과정에서 반려 판정이 내려져 자진 철회를 한 바 있다3). 한편
일본 19건, 북한 2건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세계유산이 유럽이나 남미에 치우쳐 있는 점에 대하여 문제점을 인식하고
1994년 11월 제 18차 세계유산위원회의 개최에 앞서 6월에 유네스코 본부에서는 “세계
유산 목록의 세계적 전략화(Global Strategy) 및 테마연구에 관한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
었다4). 이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유산 목록의 대표성과 연계된 불균형에 관한 과제 다음
과 같이 제시되었다.
<표 1> Global Strategy의 과제
세계유산의 편재성
지역
테마
시대
등록국
기타

강화해야 할 세계유산

유럽과 북미에 편중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역사도시. 종교건축(특히 그리스의

산업유산. 문화적 경관. 자연유산.

종교관련) 다수.

복합유산

역사시대가 많음

20세기의 유산. 서사시대

국가별 등록건수의 편재

미등록국. 등재건수가 적은 국가.

살아있는 문화. 전통적인 문화에 관한

토지와 인간의 공존. 사회 가운데 인간의

자산이 적음.

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러한 세계유산의 일부 국가에 편중된 현상이나 등제건
수에 있어 불균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으로 성장
한 국가들이 문화를 국가 브랜드 가치로 인식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데 있고, 이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의 관광산업으로 육성을 도모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
다. 이러한 점들은 세계유산이 적정한 기준과 심사에 의해서 각 지역, 각 분야에서 적절
히 선정되어 세계유산 리스트에 등록되는가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는가, 이 세계유산의
신뢰성 문제는 다음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증가하는 세계유산 총 수의 문제와
더불어 세계유산 조약에서 계속되는 큰 문제라 할 것이다.
3) 2015년 12월과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코모스 전문가 패널심사에서 반려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거쳐 등재를 철회했다. 반려의 주된 이유는 서원은 자연환경과 조화가 매우 중요한데
서원 주변의 경관이 문화재 보호구역 포함되어있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재심사를 요청하기 위
해서는 보호구역의 확대가 필수적으로 요망된다.
4) WHC94/CONF.003?INF 6. pp3-4.
5) 長谷川 俊 介, 2009, ｢世界遺産と地域住民｣, Reference 平城21年 10月号.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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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세계유산 등재건수의 지역별 종류별 대조표
지역
아프
리카
아랍
제국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합계

1994 2004 2009 1994 2004 2009 1994 2004 2009 1994 2004 2009
14

28

4.6%

4.8%

42

53

13.8% 9.1%

42

18

30

33

1

6.1% 20.5% 20.1% 18.8% 5.9%

2

3

33

8.7% 12.0% 8.0%

60

2

3

4

1

1

8.7%

2.3%

2.0%

2.3%

5.9%

4.3%

1

45

60

78

8.0%

8.8%

57

65

4.0% 11.0% 7.6%

7.3%

49
99
129
24
39
48
7
9
9
80
147
186
아시아
태평양제국 16.1% 17.0% 18.7% 27.3% 26.2% 27.3% 41.2% 39.1% 36.1% 19.5% 19.5% 20.9%
유럽
북미

160

328

375

31

47

56

5

8

9

196

383

440

52.5% 56.4% 54.4% 35.2% 31.5% 31.8% 29.4% 34.8% 36.0% 47.8% 50.8% 49.4%

74
83
13
30
35
3
3
3
56
107
121
라틴아메리카. 40
카리브제국 13.1% 12.7% 12.0% 14.8% 20.1% 19.9% 17.6% 13.0% 12.0% 13.7% 14.2% 13.6%
합계

305

582

689

88

149

176

17

23

25

410

754

890

위의 전문가 회의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역주민과의 관계에서 전통적인 문화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음을 지적하면서 보다 넓은 인류학적 견지에서 “토지와 인간의 공존”
“사회 가운데 인간”의 분야를 강조한 필요성이라 하겠다.
이후 2007년 뉴질랜드에서 개최된 제 31회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2002년 부다페스트
선언에서 성립된 세계유산의 전략적 목표인 소위 4C, 곧 신뢰성(Credibility), 보존
(Conservervation), 능력개발(Capacity-building), 정보전달(Communication)에 더하여 세
계유산에 관한 지역 공동체(Community)의 개념6)이 추가되었다. 이와 같이 5번째 C로서
공동체가 추가된 이유는 a)세계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필요성, b)공동체와 유
산보호를 묶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한 것, c)부다페스트 선언의 4C는 공동체 이념과 결
부, d)보존의 핵심이 되는 인류의 요구와 공동체의 요구가 일치 등, 곧 세계유산과 지역
사회의 불가분의 관계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6) “5번째 C”를 상정하는 공동체의 범위는 선주민과 지역주민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NGO, 민간기업, 지방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공동체로서 遺産地와 이해관계에서 직간접적으로 공동성이 있지만, 각각의 공식적인
견해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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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계유산과 지역사회
1) 지역사회7)의 중요성 대두8)
세계유산목록 지정의 모태가 되었던 1972년에 17차 총회에서 제정한 “세계문화 및 자
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의 제 5조 가항)에 보면 “문화 및 자연유산이 지역사회에서 주
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며 지역개발계획에 유산 보호를 반영한 종합정책을 채택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9).
이후 세계유산은 당초 점에서 면으로 확대되고 그 종류나 범위는 다양하게 됨과 더불
어 문화적 경관의 도입과 세계유산의 Global Strategy(세계전략)의 추진을 통해서 세계
유산과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강조되고 있다.
먼저 문화적 경관의 도입은 1984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 8회 세계유산위
원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되었는데, 전원경관(rural landscapes)과 같은 사람에 의해 가꾸
어진 경관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자는 것이었다10). 이러한 제안에 대해 프랑스의
Lucien Chabason은 문화적 경관이란 a)인간이 만든 뛰어난 경관으로서 동남아시아의 다
랑이논, 지중해의 테라스형태의 밭 등, b)역사적 도시의 발전과 같이 생겨난 경관으로서
발견ㆍ변화ㆍ쇠퇴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Chabason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문화적 경관의 개념을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 이는 문화유산
과 자연유산이 겸비되어진 복합유산으로 할 것인지, 별도로 다른 경관에 대한 기준을 마
련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결국 세계유산으로 추천하는데 적용되는 엄격한 의미에
서 인간의 힘이 작용하지 않은 자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래서 자연
경관이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세계유산 목록에 추천할 만한 것으로 발리의 “다랑
이 논”, 피렌체의 “언덕”, 영국의 “호수지방” 등 3곳의 예를 들어 새로운 문화적 경관의
7) 周星, 2010, 文化遗产与“地域社会”日本爱知大学国际中国学研究中心，日本爱知县441-8522.
“지역사회”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중국어로는 “지방사회” 혹은 “향촌사회”로 변역될 수 있으
며, 영어로는 “local community”로 번역할 수 있다.
한편, 지역사회라는 것은 지연관계에 의해 형성된 집단. 각종 사회관계와 결구된 총체적인 것, 곧 “지역공동
체”의 개념에 비교될 수 있다.
8) 長谷川 俊 開, Reference, 平成21年 10月号.
9) 제5조의 전반적인 내용에서 보면 각 체약국은 자국내 위치하는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및 활용을 위
한 효과적 또는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기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자국의 적합한 조건에 따라 노력하는데 중
점을 두고 있다.
10) 稻葉信子, 2008, ｢世界遺産條約と文化的景觀｣, 環境-文化と政策 東信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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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결되었다.
이후 1992년 산타페에서 열린 제 16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문화경관에 대한 개념과
문화유산의 평가기준을 만드는 작업지침의 개정이 결정되었다. 이 개정의 특색은 문화
적 경관 개념의 정의를 규정, 문화적 경관에 있어서 토지의 관점을 강조, 그리고 다양한
문화경관에 대한 유형을 정리하였다. 문화적 경관은 a)의도적으로 설계되고 창조된 문화
적 경관, b)유기적으로 진화해서 온 문화적 경관(잔존하는 문화적 경관과 지속하는 문화
적 경관), c) 관련성있는 문화적 경관 등 3유형으로 정리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과 관계가 깊은 것은 사회 경제적 동향과 더불어 변화되고 살아있는 세
계유산(지속하는 문화적 경관)으로 파악하였다. 지속되는 문화적 경관의 사례로서 필리
핀의 Cordilleras를 들 수 있다. 이 유적은 필리핀의 Ifugao주에 위치하는데 인간개발지
수 및 인간빈곤지수에서 보더라도 필리핀에서 가난한 주에 해당한다. 벽지로서 개발이
늦어지고 오늘까지 뛰어난 자산이 존속되고 있다. 구미문화의 영향에 의한 화폐경제의
침투에 의해 전통문화의 쇠퇴, 풍부한 생활을 추구하는 젊은이의 전출, 농업 노동자의
감소가 일어나고, 다랑이 논을 유지하기가 곤란해지고, 25-30% 정도의 방기지가 발생했
다. 특히 세계유산 등록에서 1990년대 관광지화를 박차를 가하면서 무규제 관광이 진행
되어 왔다.
필리핀의 Cordilleras 사례에서 보듯이 세계유산으로 생활하는 주민에게는 유산의 보존
과 쾌적한 생활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또한 규제되는 것보다 불이익을 받는 생활이 강하
다. 보존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가와 자주성이 필요한 요소이다. 현재 필리핀의 Cordilleras
유적을 위해서는 1) 전통적 지식계승의 프로젝트. 2) 살아있는 전통학교 프로젝트. 3)
주민에 뿌리를 둔 관광. 4) 다랑이 논에서 생산되는 전통적 품종미의 판매 등 전통문화
를 기반으로 한 유산보존을 연결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문화적 경관이 매우 중요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세계유산으로서는
2010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하회ㆍ양동 마을을 들 수 있다. 하회마을은 풍산 류씨가
600여 년간 살아온 동성마을이며, 양동마을은 월성 손씨와 여강 이씨가 5여년 넘게 살아
온 마을이다. 이 두 마을은 단위 문화재가 아닌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두 마을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활기가 살아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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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회마을보다 대비책 마련 시간이 부족했던 양동마
을의 경우 마을 방문객을 반갑게 맞아 주던 고택 주인들이 집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
다. 무분별한 관광객에 대한 피로감 때문이다. 관광객 증가와 함께 조용하던 마을에 상
점이 늘어나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입을 올리려는 주민과 양반마을의 자존심을 지키
고 싶어 하는 주민이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마을의 자존감이 상처를 입고 공동체 규범이 흔들릴 경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관광상
업마을로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역사마을 상당수
가 지나친 관광상업화로 마을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가 상실되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중국 리장(麗江)도 관광객 증가와 상업화로 고유의 문
화적 가치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두 마을을 지속 가능한 역사마을로 보존하면서 관광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은 씨족
공동체 규범과 주민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마을의 정신적 지주
가 돼 온 가문은 물론이고 외지에 나가 있는 후손들도 돌아와 가문의 전통을 지켜 나가
고 싶은 곳으로 남아야 한다. 대대로 유지돼 온 마을의 전통문화를 관광객의 일회성 호
기심을 충족시키는 싸구려 관광자원으로 내모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관광객의 수요에 맞는 관광이 아닌 마을 특성에 맞는 관광으로 방향을 전환
해야 한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여러 번 방문해야 마을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무분별한 입장 수요를 조절하도록 일정 수준의
체계화된 입장료를 부담시키고, 하루 동안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과 방문할 수 있
는 곳을 정해 순번제로 제공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마을 안팎의 무분별
한 상업기능 확산을 방지하고, 음식점 등을 마을기업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주민 간 갈등
소지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관광객에게 음식을 팔아 수입을 올리는 것보다는 마을의 전통문화와 정신적 자긍심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순번제로 개방하는 고택 주인으로부터 가훈, 가문 내력, 관
혼상제 예법 등을 접하도록 한다면 마을을 지켜 온 정신적 지주들의 위상과 역할을 강
화할 수 있고, 관광객은 흔히 접할 수 없는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외국 귀빈들의
소규모 회의장으로 활용해 품격 있는 전통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장소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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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양동과 하회는 정부 지원 없이 가문이 지켜낸 역사마을이다.
수백 년 이어온 공동체 규범이 살아 있는 두 마을은 가 보고 싶은 마을이 아니라 살아
보고 싶은 전통마을로 남아야 한다. 이를 통해 제2, 제3의 전통마을이 자생적으로 살아
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지역의 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세계문화유산 등재 열기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 개발
지향적인 토지 이용의 틀을 바로잡고 국토의 문화적 품격을 높여 나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11).

2) 주체적 주민활동의 필요성12)
세계유산에 등록된 지역은 그 대부분 지역의 세계유산을 관광자원으로 이용하여 관광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관광을 중심으로서 경제발전을
볼 수 가 있다. 이러한 세계계유산은 강력한 시너지가 되고 현재 세계 각지에서 세계유
산등록을 획득하기 위한 운동이 행해지고 있다.
세계유산이 기념건조물이나 고고학적 유적에 한정될 때에는 국가가 보존의 의무를 지게
되지만, 세계유산의 범위가 역사도시구역, 전원거주지역 및 문화경관이 확대되게 되면, 보
존관리에 관한 문제는 복잡하게 된다. 따라서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많은 관계
자의 관여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특히 세계유산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이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13).
세계유산등재 대상에는 “역사지구. 구시가. 도시, 고도” 등 의 명칭을 연결하여 등록물
건이 되는 경우도 있다. 혹은 현재도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건조물을 포함하는 시가지
전체가 등록대상이 되고 있는 물건도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百川鄕 五箇山의 合掌造
集落,14) 중국의 雲南城 麗江古城15) 등이 해당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예시한 하회ㆍ

11) 채미옥, 2011. 11.19, 동아일보 시론/하회-양동마을 이대로 둘 것인가.
이 시론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가 잘 정리되어 있어 그대로 게제하였다.
12) 高倉健一, 2011, ｢世界遺産保護における住民による主體的活動の重要性について｣, The Annual Report(7).
13) 長谷川俊介, Reference, 平成21年 10月号.
14) 才津祐美子, 2006,｢世界遺産 保全 住民生活-百川鄕 事例-｣, 環境社會學硏究 12.
15) 世界文化丽江古城保护管理局·昆明本土建筑设计研究所编，2006，丽江古城传统民居保护维修手册，云南
科技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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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 마을과 경주역사유적지구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역에는 세계유산등록문건을 자원으로 관광개발을 행하고 있어서 재지의 사
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 세계유산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의 행동범위가 중첩되
어 소음문제와 프라이버시 침해 등 주민 생활에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 한편 관광개발에
서 얻어지는 이익이 회부에서 온 상인이거나 외부에서 생산된 토산물의 생산업자에 돌
아하고 현지 주민에게는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경제적 문제도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등
록지역 내에 있는 숙박시설과 상점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은 그 자체가 등록유산인
경우가 많다. 법률로 정비되기 이전부터 상인에 의한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건조물
에는 본래의 형태와 다르게 개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물건이 세계유산에 등록되면 “문화보호전문가”가 보존계획을 세우
고, “경제 경영의 전문가”는 관광유치계획을 세우지만 가장 중요한 현지에 살고 있는 주
민들의 생활의식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현상이다. 한편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전에
는 “주민이 제일 먼저일 수밖에”라고 생각하지만 실현이 어려운 이상론이 되어 버리기도
한다. 따라서 세계유산에 등록되는 혜택은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이 세계유산에 등록된 자기들의 문화를 보호 활용해 나가는 의지를 갖고
활동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세계유산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일본의 고도인 나라와 교토의 주민들의 직접
적인 참여를 통해서 지역의 문화유산을 가꾸어 나가는 예를 소개하고자 한다.
① 일본 나라시의 마을 만들기(まちづくり）16)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도시인 나라는 1998년 고도 나라문화재(東大寺. 興福寺. 元
興寺. 春日大寺. 春日山原始林. 藥師寺. 唐招提寺. 平城宮跡)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
었다. 현재에는 문화재를 품고 있는 도시로서 그 역사와 전통을 융합하여 시민들에게 사
랑받고, 사람들이 모이는 “나라마찌(ならまち)”17)로서 평판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나라시가 역사문화도시로서 명성이 쌓게 된 것은 1950년 나라시에서 “국제문
화관광도시”로 선언한 이래 나라시에서는 “마을 만들기(まちづくり)”의 움직임이 서서히
16) 奈良大学, 2006, ｢～つたえるつなぐ -ならからの發信-｣, 世界遺産學 シンポジウム06.
17) “나라마찌”라 부르는 것은 행정구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람들이 친숙하게 부르는 애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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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하게 이루어진 데서 비롯된 것이다. 나라마찌가 현재의 상태까지 역사문화도시로서
발전하게 된 성과로서는 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된 것이라 하겠지만, 그 가운데
에서도 1984년에 “(사)마을 만들기 센터”가 생기고 1992년에는 “(재)나라마찌진흥재단”이
설립이 많은 역할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사)나라마찌 마을만들기 센타는 마을을 가꾸기 위한 조사연구와 실천활동과 이를 바
탕으로 고향을 아름답고 살기좋고 활력있는 고장으로 만들고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
라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정보 자료의 수집, 정리를 시작으로 조
사연구회의 심포지엄까지도 개최하고 있다. 또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지원에 관한 출판
물을 간행하고, 조합원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자기개발을 위해 서클이나 살롱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재)나라마찌진흥재단에서는 나라시의 경관조례에 기초해서 도시경관 형성지구를 중심
으로 나라마찌에 대한 지역진흥 및 전통적 문화, 예능, 공예 등 전승을 위한 사업을 하
고 있다. 그리고 나라 마찌센타, 나라 시향음악관, 나라 공예관 등 나라시의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리 사업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이곳에서 하는 사업은 a)문화진흥사업, b)
지역활성화사업, c)광고개발사업. d)조사연구사업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단체에서 꾸준히 마을 가꾸기 사업을 전개해 왔기 때문에 2010년 나라현에서
는 平城천도 130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는 밑바탕이 되었고, 나라시가 역사문화
의 관광도시로서 꾸준히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② 일본 교토의 마을 만들기(まちづくりセンタ-)18)
784년 桓武天皇이 교토의 長岡宮으로 수도를 옮긴 이후 1603년 지금의 도쿄지역인 江
戶로 정치의 중심이 옮겨가기 전까지 800여년 넘게 일본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 자리잡
았던 고대 도시이다. 따라서 나라 못지않게 많은 역사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서 1994년 교토시내 및 그 주변지역의 사찰, 신사, 성곽 유적 등 17개소의 유적을 묶어
서 “古都京都文化財”로 일본에서는 5번째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교토에서는 1997년 재단법인 교토시경관ㆍ마을만들기 센타(まちづくりセンタ-)를 기
18) 高谷 基彦, 2008, ｢京都市の新景観政策～時を超え光輝く京都の景観づくり～｣, 日本不動産学会誌 第22
巻第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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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재산 6천만엔을 교토시에서 출연하여 설립하였다. 이곳에서 하는 경관과 마을 만들기
사업의 주요내용은 a)계발ㆍ정보제공, b)상담, c)학습과 연수, d)활동지원, e)교류촉진,
f)연구ㆍ개발, g)교토시경관ㆍ마을만들기 센타의 일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이다.
이러한 사업 가운데 특히 눈에 띠는 것은 “지역과 공생하는 토지이용의 촉진” 활동이
다. 교토에는 많은 에도시대 이후의 가옥(京町家)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토
에서 매우 소중하게 전해오는 귀중한 지역의 자산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옥들을 적절하
게 보전ㆍ재생하기 위한 시민, 가옥의 소유자, 거주자, 전문가, 기업, 시민활동단체 등
많은 관계자들과 제휴하여 여러 가지의 주체적인 활동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전통가옥의 소유자나 거주자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한편 개성적이고 매력적인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배양된 산업, 공동체
와 공간을 계승ㆍ방향에서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등 새로
이 건설되는 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주민간에 협동하고 지역과 공생하는 토지
이용을 검토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주목되는 것은 “지역 마을만들기의 활동을 촉진”을 위한 사업을 들 수 있다.
그것은 개개의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자원ㆍ보물을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함으로서 지역의 개성을 살린 마을 만들기가 가능하다.
주민들에 의한 주체적인 마을 만들기의 활동에는 전문가의 파견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한 지역의 마을 만들기를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단체에 활동자금
이 일부 조성하고 있기도 하다. 그 방법은 주민, 기업, 행정을 포함해서 아름다운 교토를
지키고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활동에 찬동하는 사람을 모집하기도 하고, 회비나
기부금을 활용하고 있다.

Ⅳ. 익산지역사회의 과제(제언)
2010년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 부여, 익산)를 통합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추진에
앞서 2006년에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는 “익산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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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등재추진사업을 공주 부여에 앞서 추진해 왔다.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더불어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우선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 일환으
로서 학술회의 및 조사 보고서를 발간, 시민교육,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 안내책자발간,
문화유산답사,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19) 이
러한 노력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일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등재과정에서 시민들의 문화의식을 함양하고, 지역문화를 올바로 이해하게 함으로
서 품격있는 역사문화의 지역주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해 단결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다. 또한 등재이후에도 그들이 등재 주체자로서 지역사회의 길잡이가 되어 문화
관광의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의 담당자가 되기를 희망해 왔다. 그
런데 등재대상유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과연 “무엇을 위
해”, “누구를 위해” 세계문화유산을 등재하는가 하는 많은 고민들이 등재이후에도 시원하
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전문
가와 행정기관, 그리고 주민들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각각의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협조체계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1. 익산역사문화의 정체성 확립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사업은 충남은 공주·부여역사지구를, 전북에
서는 익산역사지구를 중심으로 각각 추진해 왔으나 양도의 등재사업을 통합한 이후, 백
제역사유적지구 등재추진단에서 시행한 사업은 첫째, 등재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용역 발
주, 둘째, 유산 선정을 위한 5차에 걸친 워크숍 개최, 셋째, 3차례의 학술회의 등으로 요
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사업 가운데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은 2013년 2월에 제출
된 등재 신청서 작성을 위한 보고서 간행을 들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백제역사유적지
구의 O.U.V에 대한 고찰, 고대 동아시아속의 백제문화와 그 가치, 백제유적지구 유적의
특징, 비교연구, 보존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0). 그런데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등재대
상을 공주 송산리 고분군, 부여 나성, 익산 미륵사지로 한정하고 있다. 이들 대상이 적용
되는 세계유산의 선정기준은 10개 항목 가운데, ⅱ) 오랜 시간 동안 또는 세계의 어떤
문화지역 안에서 일어난 건축,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계획 또는 조경설계의 발전에
관한 인간적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주는 것. ⅲ) 문화적 전통, 또는 살아 있거나 소
19) 최완규, 2013, ｢백제고도(공주·부여·익산)의 보존과 세계문화유산 등재｣, 고문화 81집, 대학박물관협회.
20) 2013, 02,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 부여, 익산) 등재신청서 작성 1차년도 준비사업 보고서.

91
백제역사유적지구 국제학술대회

멸된 문명에 관하여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있는 것. ⅳ)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들)를 잘 보여주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또는 경관의 탁월한
사례인 것 등의 세 항목에 맞추고 있다.
또한 이들 유적의 O.U.V는 백제는 고대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중심지라고 해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하고 활발한 문화교류가 일어나던 곳이다. 백제인들은 외래문화를 단
순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백제의 고유한 문화와 접목시켜 백제만의 특징적인 문화를
창조해 냈다. 현존하는 많은 백제역사유적에서 이러한 특징을 볼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백제 역사를 잘 드러내 주고 있는 대표적인 유적은 공주 송산리고분군, 부여 나성, 익산
미륵사지이다21).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항은 바로 등재대상 유적이다. 왜냐하면 대
상유적이야 말로 세계문화유산의 성격, 곧 정체성을 규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주․부여, 익산지역의 백제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그 본질에 대
한 접근이 필요하다. 앞장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무엇 때문에 공주, 부여, 익산이 경주와
더불어 고도로 지정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삼국시대에 왕도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
하면 고도지역의 문화적 특징은 도성과 관련된 유적으로서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형성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이 세 지역의 문화유산을 묶어서 등재하는 방식은 그리 흔
한 방식은 아니라며, 연속유산 방식을 접목하겠지만, 이는 주로 점 단위 유산에 적용되
는 방식이지 일정한 역사문화공간을 묶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드문 케이스에 속하기
때문에22), 단순하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유산신청 방식에 면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백제라는 커다란 틀 속에 이 세 지역의 유산을 묶는 형태가
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공통분모는 무엇일까? 시간과 공간을 달리 형성
되었던 왕도라는 공통점 이외에는 별다른 요소를 찾을 수 없다. 곧 도성체계라는 틀 속
에서 세 지역의 문화유산을 묶는다면 백제 중기 이후의 도성 모습을 그려낼 수 있는 매
우 유용한 방법일 될 것이다.
다행히 등재추진 신청서작성 보고회를 가진 1개월 뒤에 개최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
계유산 등재 추진단의 제 3차 이사회 자료23)에는 특별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고 등재대
21) 주)18의 보고서.
22) 허권, 2012, ｢세계유산관점에서 본 익산문화유산의 등재전략｣, 익산 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전략, 세
계유산등재 추진사업의 전략설정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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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유적이 공주지역은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부여지역은 정림사지, 나성, 관북리와 부
소산성, 능산리고분군, 익산지역은 미륵사지와 왕궁리로 바뀌어 보고가 이루어졌다. 늦
게나마 용역 연구진들이 백제유적지구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다행한 일이
라 하겠지만, 또 다른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세계문화유산을 등재하는데 있어서
고대의 왕도나 고도 그 자체가 충분조건이나 필요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
남아있는 유적의 성격과 유적환경에 따라 등재조건에 부합되느냐가 관건이다.
한편 익산지역에는 고대 도성과 관련된 유적이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고, 더욱 경쟁력
이 있는 것은 역사문화 자연환경이 아주 잘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공주나 부
여의 도시화과정에서 훼손된 도성관련 유적과 환경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익산지역의 미륵사지와 왕궁유적만이 등재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기타 유적
이 배제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륵사를 창건한 주인공
의 분묘인 쌍릉이 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고, 특히 무왕에 의해서 익산의 도성 유적이 조
성되었다는 점은 학계에서도 일반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왕궁
과 관련된 제석사가 인근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그 전모가 밝혀졌으며, 더욱이 제석사 폐
기장의 발굴조사 결과 익산천도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관세음응험기｣의 신빙성이 증명
됨에 따라 익산지역 도성유적의 진정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익산지역에
는 무왕의 탄생과 선화공주와의 결혼, 그리고 미륵사 창건을 그리고 있는 멋진 스토리텔
링이 전해오고 있다. 결국 개인이나 집단의 학문적 견해가 엄연히 존재하는 유적의 진정
한 현상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역사문화적인 진정한 의미
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도록 공주 부여와 더불어 익산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확립하고
열린 마음으로 등재대상에 대한 추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공주나 부여, 익산지역의 문화유산의 특징은 일부 석재로 만든 석탑이나 산성,
고분을 제외하면 모두 매장문화재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매장문화재란 땅
속에 묻혀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발굴이라는 고고학적 절차를 통해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물의 경우 초석이나 기단, 또는 대지 조성과 관련된 축
조기법 등을 통해 건조물의 구조를 유추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유적에 대해서 일반 시
민들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람자의 머리 속에 최소
한 잔존하는 유구를 통해 원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23) 2013. 3.26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제 3차 이사회 부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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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유적의 올바른 복원과 정비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매장문화재의 문화유산은 관람자에게는 외형적으로 매우 건조한 것이어서 그 내면에 담
고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적인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망된다.

2. 인근 유적이나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
백제역사유적지구는 행정구역으로 보면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기
초지방자치단체로는 공주, 부여, 익산의 3개 지역이 연계된 소위 연속유산으로 등재되었
다. 세계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관광개발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행정구역이
다른 광역과 기초단체간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각기 다른 지방자치단
체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예를 들면 세계문화유산
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계유산센터의 위치문제를 둘러싼 안건이 이사회에 몇
차례 상정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기 자기 지역에 유산센터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
지 표명으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세계유산과 관계된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
서 한 곳의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처리하면 효과적일 수 있겠으나, 광역과 기초가 다른
만큼 위치를 한곳에 고정적으로 두는 문제는 쉽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업무를
분산하여 충남과 전북에 각각 1개씩 분산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 방법은 각 지
역의 행정기관이나 주민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게 하는 방법이며, 어느 지역도 소
외감을 배제하고 서로 배려하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한편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공주, 부여, 익산 세 곳을 연계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논의 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각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백제 유적들을 발굴하고 연계하
는 방법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등재대상유적이 대부분
고고학적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매장문화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
인 세계문화유산과 달리 관람자들이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적 수준을 요하
게 된다. 또한 관광자원으로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백제유적의 “파이”를 키워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를 들면 충남의 경우 백제 불교미술의 진수라 할 수 있는 서산
마애석불과 예산 사면석불이 그 예가 될 것이다. 고고유적으로는 공주 수촌리 유적도 백
제문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예이며, 특히 공주나 부여에서 발굴 조사된 군집 백제
고분군을 정비 복원하여 보여 줄 수 있는 유적으로 만들어 “파이”를 키우는 노력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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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백제문화의 특징은 충남과 달리 마한 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된 특징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전북지역에서 발굴 조사된 고창 봉덕리, 정읍 지사리 등의 분구묘와 연계한
특색있는 백제문화를 전략적으로 계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창 지석묘군과 연계하는 관광전략도 필요하다. 특히 전북에는 김제 벽골제, 부
안 백산성, 정읍 고사부리성을 연계하는 백제 중방문화권을 설정하여 익산의 백제 왕도
문화권과 연계한다면 백제의 중앙과 지방을 살필 수 있는 매우 경쟁력 있는 백제문화유
산으로 거듭 날 것으로 확신한다.
이와 같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유적과 백제문화유산을 연계하는 전략도 필요하
지만, 한편 각 지역에 특색있는 산업과 연계하는 방법도 “파이”를 키우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익산지역은 예로
부터 한국에서 화강암 산지로 매우 유명한 지역이다. 특히 목조탑에서 석탑으로 변화하
는 과도기적인 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는 미륵사지탑과 백제탑의 양식을 잘 계승하고 있
는 왕궁탑이 익산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금강유역에는 석재를 이용한 백제 중앙 양
식의 석실분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석재문화유산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한
국의 석탑 박물관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싶다. 구체적으로 미륵사탑에서 비롯되는 한국
석탑의 변화양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신라 감은사탑이나 한국 석탑의 진수인 경주
의 다보탑과 석가탑을 비롯한 석탑들을 재현하여 전시하고자 하는 것이다24). 그 장소로
는 익산지역에는 석재를 채석한 후 볼썽사납게 자연이 파괴된 채 방치된 공간이 많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자는 것이다. 또한 채석 허가 시에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을 것인데,
이를 이용한다면 공사비도 어느 정도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금강 하구에는 석축
고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구려의 적석총이나 한강변의 백제 적석총을 복원하여 백
제 석축고분의 변천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업의 배경으로
는 백제는 고구려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 근거가 바로 한강유역의 백제 적석총이기 때
문에 충분히 역사적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대상이 매장문화재가 그 중심이 되고 있
기 때문에 그 “파이”를 키워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유용한 관광자원으
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의 전통적으로 특색있는 산업

24) 백제의 석공들이 신라의 석탑을 조성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기록도 있어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사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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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계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3. 지역민들의 적극적 참여방안
익산, 공주, 부여지역은 현재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고도로 지
정되어 있고,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
에 있다.25) 또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이후에는 주민협의회의 성격과 기능
기구 구성형태를 정비하여 고도보존 및 육성사업과 세계유산 보존 관리와 관련된 주민
참여 사업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참여도 명문화 하고 있는데, 첫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
산 보존・관리 사업단”과 시ㆍ군 세계유산 보존관 센터에 설치된 위원회에 해당 지역주
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주민참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주민 주
도의 유산 홍보사업을 추진하여 해당 지역주민은 물론 방문객과 주민단체가 유산의 보
존ㆍ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민협의회는 세계유산과 관련된 주민 주도형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백제역사
유적지구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사업단”의 산하에 주민참여 분과위원회 설치를 명문화
하고 있다. 자발적인 주민참여 계획으로는 첫째,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정기 모니터링 시
스템 운영, 둘째, 관람객이 참여하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셋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공개 시스템 운영을 들 수 있다. 또한 주민 참여형 홍보・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참여와 관련해서는 첫째, on-line 주민참여형 홍보 프로그램, 둘째, 문화해설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셋째,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이다.
이상의 내용들이 세계문화유산 등재이후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재)백제유산센터 홈페
이지｣에 명문화되어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내용들이 주민협의회를 중심으로 주민들
에 의해 자발적으로 담아 낼 수 있는 사업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첫
째, 관람객을 대상으로 on-line을 이용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를 상시적
으로 공개가 가능할 것인가. 둘째, 주민들로 구성된 문화해설사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유
산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가. 셋째, 문학모임이나 전통적인 지역
25) (재)백제유산센터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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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행사 복원 등을 주민들이 순수하게 감당해 낼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주민협의회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
식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인근 대학의 전문적인 연구기관의 협조를 통해 이
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
들의 성숙한 의식 수준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지만, 행정기관
에서 예산지원과 새로운 모델을 계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주민협의 회
구성원간의 갈등과 반목이 본래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
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협의회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익산의 현 주민
협의회가 금마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익산과 같이 고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주, 공주, 부여지역을 보더라도 면단위의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주민협의회가 구성된
예는 없다. 이렇게 면단위라는 작은 행정구역으로 좁혀 사업을 시행한다면 익산 시민 전
체의 컨센서스를 얻어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다수 익산시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익산
의 세계문화유산을 어떻게 국내 나아가 세계 속의 세계유산으로 키워 나갈 수 있을 것
인가. 이러한 원인은 작은 지역사회에서 또 다시 분화되는 소지역주의라고 폄하될 수 밖
에 없는 것이다.
익산지역의 경우 현 시점에서 주민협의회 중심으로 어렵지 않게 실행할 수 있는 사업
으로는 미륵사지나 왕궁에서 오랫동안 반출되었던 석재를 되찾아 오는 시민운동이 필요
하다. 이미 40여년 전에 미륵사지 석조물 및 석부재조사자료집26)이 발간되었다. 이 자
료들은 삼기면과 금마면을 중심으로 지역민들의 제보를 근거삼아 현장을 방문하여 사진
및 간단한 도면을 남기고 있다. 석재의 특성상 부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출시 원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되찾아 한자리에 모아 보면 현장에 남아 있는 자료들과
3D 도면을 통해 비교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운동은 문화재 제자리 찾기의 일환
으로 펼쳐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문화의
식이 높아지리라 기대된다.
또 하나의 제안으로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역사 문화에 관심으로 가지게 하
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익산 관내에 있는 각급 학교와 문화유적과의 자매관계
26) 김삼용, 1977, 익산문화권의 연구, p249∼p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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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맺어 학생들이 주말이나 특별활동 시간을 통해 문화재를 보호하는 활동을 펼치도록
했으면 한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재 사랑을 넘어 지역사회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그들이 성장하여 출향하더라도 고향을 사랑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Ⅴ. 맺음말
앞에서 세계유산의 간단한 이해와 추이에서 보았듯이 등재대상이 점에서 면으로 확대
되는 경향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곧 개별 유적에서 공간을 포함하는 문화경관의 중요성
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지역사회의 역할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현
재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의 최근 등재 현황을 보더라도 하회 양동 마을이나 백제역사지
구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역을 묶은 이른바 연속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또한 등재
심사 중인 서원 역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세계유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각각의 지자체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간
의 협력과 이해가 요구되는데, 여기에는 지역주민의 절대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이라 생
각된다.
세계유산이 가지는 미래의 지속가능한 문화산업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그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품격있게 드러낼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자
산을 홍보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경쟁적으로 세계유산등재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 추진과정에서 진
정성이 결여된 채, 일회성 정치행사나 홍보수단으로 활용되는 점은 매우 경계해야 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세계유산 등재과정이나 그 이후에도 주체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주인공
은 바로 지역주민들인 것이다. 따라서 세계유산 등재추진 과정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소
중한 문화유산을 통해 대동단결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언제나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할 때 우리 후손에게 완전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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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5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존과 활용 2
- 일본의 세계유산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

고이케 카츠에
일본 나라현 문화자원활용과 조정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존과 활용 2 (고이케 카츠에)

1. 나라현의 역사적 경위와 문화유산
나라현(奈良縣)은 지리적으로 일본열도의 중심에 해당되는 기이반도(紀伊半島)의 정
중앙에 위치하며, 바다에 면하지 않는 내륙의 현 중 한 곳이다. 현의 북서부에는 나라분
지(奈良盆地)라 불리는 평지가 펼쳐지며, 동부와 남부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나라분
지는 3세기부터 8세기까지 약 600여년간 일본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를 담당하였
다. 일본에 궁도(宮都)가 형성된 것은 6세기말 아스카시대(飛鳥時代)부터로 여겨지고 있
으며, 7·8세기의 아스카·나라시대(飛鳥·奈良時代)에는 후지와라쿄(藤原京)·헤이죠쿄
(平城京)가 나라분지에 축조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일본은 중국과 한반도와의 교류를 통
해 일본문화의 원형을 형성해 나갔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통해 나라현에는 궁적(宮跡)과 고분(古墳), 사원(寺院)과 신사
(神社) 등 수많은 문화유산이 남게 되었다. 국가지정문화재 가운데 국보 건조물(國寶 建
造物)과 국보 조각(國寶 彫刻), 특별사적(特別史跡)의 건수는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문화유산(世界文化遺産)도 3건이 소재하는 등, 질과 양 두 측면에서 모두
풍부한 문화재를 보유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8세기말 궁도가 나가오카쿄(長岡京), 헤이안쿄(平安京)로 천도한 후에는 종교도시로
발전하였고, 이후에도 급격한 개발
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서 역사·문
화적 경관이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
는 점 또한 나라현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9세기 이후에는
나라분지에 대한 농업개발이 진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스카시대
부터 나라시대에 이르기까지 도시
계획 하에 형성된 방형의 토지구획
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 또한
나라분지 주위에는 풍부한 산림이
유지되어 예전의 풍토가 잘 전승되
고 있다.

<그림 1> 古代宮都의 變遷

101
백제역사유적지구 국제학술대회

2. 나라현 세계문화유산의 개요
나라현에는 현재 ‘호류지(法隆寺) 지역의 불교건조물’, ‘고도 나라(古都 奈良)의 문화
재’, ‘기이산지(紀伊山地)의 영지와 참배길’ 3건의 세계문화유산이 지정되었으며, 여기에
덧붙여 잠정일람표에 기재된 ‘아스카(飛鳥), 후지와라(藤原)의 궁도(宮都)와 관련 자산군
(資産群)’이 추천 준비 중에 있다. 본 글에서는 세계문화유산의 개요와 그 보호가치에 대
해 서술하고자 한다.

1) 호류지 지역의 불교건조물 [法隆寺地域の仏教建造物]
∙등록시기 : 1993년 12월 11일
∙구성자산 : 法隆寺, 法起寺
∙등록기준 : ⅰ, ⅱ, ⅲ, ⅳ, ⅵ

<그림 2> 호류지(法隆寺) 지역의 불교건조물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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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존과 활용 2 (고이케 카츠에)

나라분지 서쪽에 위치하는 이카루가(斑鳩) 지역에는 세계 최고의 목조건축이 다수 남
아 있으며, 7세기에 조영된 호류지(法隆寺)ㆍ호키지(法起寺) 등의 사원은 현재도 종교활
동을 지속하고 있다. 쇼토쿠 태자(聖徳太子)가 건립한 호류지는 7세기초에 창건이 시작
되었는데, 현재의 가람은 중탑(重塔)과 금당(金堂)을 중심으로 하는 서원(西院)과 몽전
(夢殿)을 중심으로 하는 동원(東院), 그리고 자원군(子院群)으로 구성된다. 서원은 7세기
후반부터 8세기초두에 걸쳐 재건되었고, 동원은 8세기전반에 건설되었다. 호키지는 쇼토쿠
태자가 법화경을 강설한 오카모토궁(岡本宮)을 사원으로 고쳐 사용한 것이라 전해지는 7
세기에 창건된 사원이다. 706년에 완성된 삼층탑은 현존하는 일본 최고의 삼층탑으로
알려져 있다.
등록자산은 48동의 역사적 건축물이 속해 있으며, 그 중 호류지 서원의 금당·오층
탑·중문·회랑, 그리고 호키지 삼층탑 등 8세기 이전의 건조물 11동은 현존하는 세계최
고의 목조건조물에 해당된다. 이러한 역사적 건조물들은 세련되고 예술적으로 우수할
뿐 아니라 일본열도로 불교가 전래된 직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 당시의 중국과
일본간, 넓게는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 밀접한 문화교류의 증인이 되고 있다. 또한 그 이
후의 뛰어난 건조물도 포함되어 있는데, 7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뛰어
난 목조건조물이 한 지역 내에 집중되어 보존되고 있는 사례는 유례를 찾기 어려워, 일
본 그리고 동아시아 목조불교사원(木造佛敎寺院)의 역사를 말해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이
라 할 수 있다.

2) 고도 나라의 문화재 [古都奈良の文化財]
∙등록시기 : 1998년 12월 5일
∙구성자산 : 東大寺, 興福寺, 春日大社, 春日山原始林, 元興寺, 藥師寺, 唐招提寺, 平
城宮跡
∙등록기준 : ⅱ, ⅲ, ⅳ, ⅵ
‘고도 나라(古都 奈良)의 문화재’는 지금의 나라시에 위치하며, 78동의 건조물을 비롯
한 8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헤이죠쿄(平城京)는 710년부터 794년까지 일본의 궁
도(宮都)였으며,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로 번영하였다. 궁도의 위치는 중국의 풍수
사상에 따라 엄밀히 선정되었고, 당(唐)의 수도였던 장안(長安)의 사례에 기초하여 장대
한 도시계획을 책정, 궁도를 건설하였다. 794년에 궁도가 교토(京都)로 옮겨진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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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지역은 큰 사원과 신사가 중심을 이루는 종교도시로서 존속·번영하였다.
헤이죠큐(平城宮)는 궁도의 북부 중앙에 설계된 천황(天皇)의 거소(居所)로, 행정기관
시설이 부속되었다. 당시의 궁전과 관아 등 목조건축의 구조는 지금도 지하에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궁도와 그 주변에 조영된 많은 신사와 사원은 현재도 법등을 이어가는
등, 8세기의 당우(堂宇)를 비롯한 각 시대의 건물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특히, 야쿠시
지(薬師寺)·토쇼다이지(唐招提寺) 내에 현존하는 8세기대의 고대 건물들은 당시 불교
사원의 가람을 대표한다. 도다이지(東大寺)·고후쿠지(興福寺)의 주요건물 중 창건 당시
의 것은 병화(兵火)로 인해 소실되었지만, 광대한 경내에는 8세기 건물이 일부 남아있으
며 소실된 대부분은 12세기에 재건되었다. 재건 당시 중국 건축기술이 도입되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대표적 건물로 도다이지의 남대문(南大門)을 들 수 있다. 8세기에 재건
된 도다이지의 금당은 세계 최대의 목조건물이다. 카스가다이샤(春日大社)의 건물은 주
로 19세기 중엽에 재건된 것이며, 20년마다 보수가 반복되는 일본 신사의 전통 양식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고도 나라의 문화재는 일본의 문화적·정치적 발전을 이끈 중요한 시기인 8세기대의
것으로, 수도의 종교와 생활에 대한 존재방식을 선명하고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문화유산
이다. 구성 자산은 5가지의 불교사원과 신사의 건조물, 그것과 관련된 문화적 경관 [春日
大社·春日山 原始林의 신앙 경관], 그리고 고고학적 유적(平城宮跡)으로 이루어진다. 이
자산들은 중국과 조선반도와의 문화적 교류의 결과로 비롯된 일본 건축 및 예술의 진화
를 보여주는 아주 드문 증거로, 그 후 해당분야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독특한
건축유산은 나라에 수도가 건설된 시기 일본문화의 영화를 알려준다. 또한 나라지역에
소재하는 불교사원 및 신사는 여전히 종교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불교·신도(神道)와
같은 신앙은 독특한 정신적 힘과 영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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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고도 나라(古都 奈良)의 문화재 위치도

3) 기이산지의 영지와 참배길 [紀伊山地の霊場と参詣道]
∙등록시기 : 2004년 7월 7일
∙구성자산 :
◦霊場 ｢吉野・大峯｣ (6資産)
吉野山, 吉野水分神社, 金峯神社, 金峯山寺, 吉水神社, 大峰山寺
◦霊場 ｢熊野三山｣ (7資産)
熊野本宮大社, 熊野速玉大社, 熊野那智大社, 青岸渡寺, 那智大滝, 那智原始林, 補
陀洛山寺
◦霊場 ｢高野山｣(4資産)
丹生都比売神社, 金剛峯寺, 慈尊院, 丹生官省符神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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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参詣道
大峯奥駈道[玉置神社를 포함],
熊野参詣道(小辺路, 中辺路[熊野川를 포함], 大辺路, 伊勢路[七里御浜, 花의 窟을
포함), 高野山町石道
∙등록기준 : ⅱ, ⅲ, ⅳ, ⅵ

<그림 4> 기이산지(紀伊山地)의 영지와 참배길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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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산지(紀伊山地)는 태평양 쪽으로 돌출된 기이반도(紀伊半島)에 위치한다. 표고
1,000m~2,000m급의 산맥이 종횡으로 달리며, 연간 3,000mm를 넘는 풍부한 강수량이
깊은 산림을 형성한 산악지대이다.
기이산지는 예로부터 태고의 자연신앙적 정신을 배양해 온 곳으로 궁도의 남쪽 지역
에 해당하며, 신들이 거주하는 특별한 지역으로서 신앙을 결집하였다. 6세기대 불교가
전래된 이후에는 불교 산악수행의 장이 되지만, 10세기 중엽경부터 11세기대에는 불교
와 자연신앙인 신도(神道)가 융합된 일본 고유의 종교인 ‘슈겐도(修験道)’가 성립되면서
오오미네산(大峰山)계의 산악지대를 수행장의 중심으로 삼았다. 또한 10~11세기경에는
일본에서 유행한 말법사상(末法思想)에 따라 기이산지에 불교제존(佛敎諸尊)의 정토(淨
土)가 있다고 믿게 되면서 영지(靈地)로서의 특질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 지방의 신성성
이 각별히 중요시된 배경에는 깊은 산들이 남쪽 바다로 향한다는 특이한 지형과 함께
산과 바다가 이루는 대조적인 경관구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유의
지형과 기후, 식생 등의 자연환경에 뿌리내린 다양한 신앙 형태를 배경으로 ‘요시노·오
오미네(吉野·大峯)’, ‘쿠마노산잔(熊野三山)’, ’고야산(高野山)’이라 불리는 3곳의 뚜렷한
영지와 그곳들을 연결하는 참배길이 형성되었다.
기이산지의 영지와 참배길은 1천년 이상의 오랜 세월동안 많은 신앙자들을 불러모았
으며, 일본인의 정신적·문화적 발전과 교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구성
자산은 신앙에 관련된 유형(有形)·무형(無形)의 다양한 문화적 제요소(諸要素)와 일체
가 되어 체현된 문화적 경관이며, 신앙과 연관된 대표적 산들 중 하나이다. 그것들은 동
아시아 종교문화의 교류와 발전을 보여주며, 종교건축물(宗敎建築物)과 기념공작물군(記
念工作物群)의 양식적 변천을 보여주는 현저한 사례이기도 하다. 또한, 현재에 있어서도
종교의례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일본 국민의 정신 속에 문화적 자산으로 여
전히 살이았는 점 또한 높이 평가된다.

4) 세계유산의 보호
일본 세계문화유산의 구성 자산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호류지 지역
의 불교건조물’, ‘고도 나라의 문화재’, ‘기이산지의 영지와 참배길’의 건조물은 모두 국보
(國寶) 또는 중요문화재(重要文化財)로 지정되었으며, 유적 및 문화재, 경관은 특별사적
(特別史跡), 사적(史跡), 특별천연기념물(特別天然記念物)로 지정되어 있다. ‘호류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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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교건조물’, ‘고도 나라의 문화재’의 경우, 건조물군(建造物群)의 범위가 사적으로 지
정되어 보호 조치가 마련되었다. 지정된 문화재는 소유자에 의한 관리·수리 및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나라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을 제한
되어 있다.
아시아의 목조건조물은 고온다습한 기후와 부패하기 쉬운 목질의 특성에 의해 건조
직후부터 세심한보존 및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그 결과 해체와 수리가 반복되어 왔다.
‘호류지 지역의 불교건조물’과 ‘히메지(姫路城)’의 등록 당시에는 이러한 목조건조물의 진
정성(Authenticity)이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1994년 나라현에서 세계유산나라
회합(世界遺産奈良會合)이 개최되었고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奈良文書)’가 채택되었
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나라문서를 통해 유산의 가치·진정성의 가치는 물질적 측면과
함께 그 배경이 되는 문화적 문맥에도 관심을 기울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되었으며, ‘나무의 문화’, ‘흙의 문화’와 같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후, 2014년에는 나라문서 20주년 기념회합(奈良文書20周年記念會合)을 나
라시에서 개최하여, 나라문서의 역할 및 유산의 보호를 위해 실천되어야만 하는 과제를
제시한 ‘나라(奈良)+20’이 채택되었다.
세계문화유산의 구성자산을 포함한 역사적 건조물에 대해서는 지금도 학술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성과에 기초하여 적절한 보존수리가 실시된다. 나라현에서는 현
교육위원회 문화재보존사무소(縣教育委員會 文化財保存事務所)를 설치하고, 전문 기술자
가 직접 역사적 건조물의 수리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사적(史跡)에 대해서는 적절한 유
지관리에 따른 보호와 함께 이해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한 정비사업이 진행된다.
자산을 둘러싼 완충지대는 주로 도시계획적 수법을 조합시켜 환경의 보전을 꾀하고
있다. ‘호류지 지역의 불교건조물’, ‘고도 나라의 문화재’에서는 1966년에 성립된 ‘고도의
역사적 풍토(歷史的 風土) 보존에 관한 특별조치법’, 즉 고도보존법(古都保存法)’을 기축
으로 삼아, 나라현 풍치지구 조례(奈良県 風致地區 条例) 등에 의거하여 자산의 주변환
경을 보호하고 있다. 고도보존법은 전국 10개의 시·쵸·무라(市·町·村)를 ‘고도(古
都)’로 지정하고, 역사적 풍토 보존지구 및 역사적 풍토 특별보존지구를 지정하여 해당
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나라현에서는 나라시(奈良市), 텐리시(天理
市), 카시하라시(橿原市). 사쿠라이시(桜井市), 이코마군 이카루가쵸(生駒郡 斑鳩町), 다
카이치군 아스카무라(高市郡 明日香村)가 고도(古都)로 지정되었다. ‘기이산지의 영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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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배길’의 경우, 주로 자산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자연공원법(自然公園法)과 시·쵸·
무라(市·町·村)의 경관조례(景觀條例)를 조합하여 완충지대의 보호를 담보하고 있다.

3. 세계유산등록을 향한 노력
세계유산 잠정 리스트에 기재된 ‘아스카·후지와라(飛鳥·藤原)의 궁도(宮都)와 그 관
련자산군(關連資産群)’은 백제역사유적지구(百濟歷史遺蹟地區)와도 상당히 관련 깊은 자
산이다. ‘아스카·후지와라(飛鳥·藤原)’지역은 6세기말부터 7세기대까지 일본의 수도였
으며 중국·한반도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건설된 궁도와 관련된 고고학 유적이자 동
아시아 국가형성의 모델이 되는 케이스로서, 세계유산 등록을 준비 중에 있다.

4. 세계유산의 활용 사례
세계유산의 큰 목적은 귀중한 유산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차세대에 계승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 활용에 있어서도 가치의 전달을 중시하는 방안들이 실행되고 있어,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교육
교육의 각 단계에서 세계유산학습(世界遺産學習)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소학
교·중학교 교육은 주로 최소 행정단위인 시·쵸·무라(市·町·村)가 담당한다. 예를
들어, ‘고도 나라의 문화재’가 소재하는 나라시에서는 시립소학교 5학년생 전원을 대상으
로 자산의 현지견학을 중심으로 한 세계유산학습이 실시되고 있으며, 문화재 실물과 직
접 접촉하는 세계유산의 도시다운 교육을 행하고 있다.
현립고등학교에서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나라 타임’이라는 이름의 종합학습을 계획하
여 독자적인 교육을 행한다. 이것은 지역의 역사문화를 배우는 중요한 테마에 기초하며,
많은 고등학교에서 채택된 바 있다. 나라현에서는 ACCU(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 문화
유산보호협력사무소)에 위탁하여 세계유산의 개요와 유산 보호의 중요성을 제재(題材)로
한 ‘세계유산교실(世界遺産敎室)’을 개최하고 있는데, 2015년에는 10개 학교에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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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고학 유적의 활용사례 - 헤이죠큐(平城宮) 유적의 사례 ‘고도(古都) 나라의 문화재’의 구성자산인 헤이죠큐(平城宮)는 광대한 면적의 고고학 유
적이다. 이 유적은 궁전과 그것에 부속된 시설의 유구가 지하에 묻혀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는 한편, 지상에 드러나는 구축물이 적어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고대의 도성을 체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법으로 지상에 표현하는
공개활용(公開活用)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충분한 조사연구성과와 함께 유구의 표
시와 실물 크기의 프리젠테이션 등의 방식을 통해 원위치에서 유구를 보여준다. 실물크기
프리젠테이션은 4개소에 설치하며, 유구의 표시방법도 다양한 수법을 취함으로써 일종의
‘유적박물관(遺跡博物館)’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는 문화청, 국토교통부, 나라현, 나라
시의 협력 하에 ‘국영 아스카·헤이죠궁적 역사공원 헤이죠큐 유적지구(國營飛鳥·平城宮
跡歴史公園平城宮跡区域)’로서 공원과 주변지구의 정비를 지속하고 있는 중이다.

3) 가치를 지키고 전하는 방문객 맞이
앞서 소개한 헤이죠큐(平城宮) 유적은 시민들에 의한 NPO法人 ‘헤이죠큐유적 서포트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헤이죠큐 유적 등 문화유산의 환경보존과 광고, 문화·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청소와 클린 캠페인, 강연회, 스탬프 랠리 등을 통해 점차
시민활동이 정착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큰 대풍으로 ‘기이산지의 영지와 참배길’의 자산인 참배길이 피해를
입었을 당시, 봉사활동에 의해 도로공사(道普請)를 비롯한 복구작업이 계속적으로 실시
되었으며, 여기에는 많은 시민의 지속적인 참가가 있었다. 이 외에도 나라현의 각지에서
많은 관광봉사 가이드가 활동하고 있는데, 각 활동의 연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나라현
관광가이드 연락회’에는 현재 총 35개의 단체가 소속되어 있다.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인바운드(일본 체류) 대책으로는 ‘나라공원 관광지역 활성
화 종합특구 통역안내사’의 활동을 들 수 있다. 통역 안내사의 범위를 한정하고 자치체
의 연수를 수료하게 함으로써 국가에서 자격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활동범위는 ‘고도 나
라의 문화재’의 구성자산인 고후쿠지(興福寺)와 도다이지(東大寺)가 위치한 나라공원 일
대로, 주변의 역사와 문화에 중점을 둔 연수를 통해 안내전문가를 육성한다. 현재는 중
국어와 한국어를 대상으로 삼아 관광객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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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표시Zone
: 표시 유구

발굴조사 성과에 기초하여, 부분복원 · 입체적 유구표시 · 평면적 유구표시 등의 각종
수법에 따라 원위치의 지표에 유구의 존재를 명시한다. 활용 면에서는 나라시대 각
지구의 형태와 기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구역이 된다.

발굴조사 성과를 중심으로 각종 조사연구를 진행하며, 그 성과를 결집하여 원위치에
건물 등 복원Zone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건물 등의 복원을 엄정히 행한다. 활용 면에서는 나라시대의
: 복원건조물
: 복원예정건조물 헤이죠큐(平城宮)를 시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구역이 된다.
남쪽 면 등 정비Zone

헤이죠큐 유적에 접한 고대 조방도로유적(条坊道跡)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거리수
등도 포함한 도로의 복원적 정비를 행한다. 활용 면에서는 본래의 기능을 답습한 원로
(園路)로 기능하게 된다.

녹음Zone

주로 도로, 주택 등으로부터의 차폐(遮蔽) 및 수경(修景)을 목적으로 식재(植栽)를
행한다.

연구·관리·
전시시설Zone

헤이죠큐(平城宮) 유적의 연구 · 관리 · 유물수장 등의 시설과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전시시설로, 유적의 거점이 되는 기능과 방문객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다.

지소(池沼)·초원(草園)·
광장(廣場) 등의 Zone

유수지(遊水池) 기능을 갖는 현 상태의 지소는 유지하되, 필요에 따라 광장을 보전
관리하고, 기타 유구는 초원으로서 양호한 유지관리를 행한다. 일상의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녹지를 중심으로 행사 등을 위한 회의장으로도 대응되는 지구이다.

현 상황을 보전하는 지구

<그림 5> 헤이죠큐유적(平城宮跡)의 정비계획 구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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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벤트를 통한 가치의 전달
이벤트를 통해 문화유산 및 역사·문화에 접촉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진행
되고 있다.
헤이죠큐유적(平城宮跡)에서는 ‘헤이죠쿄 덴표사이(平城京 天平祭)’를 개최하여 나라시
대(奈良時代)와 헤이쿄큐(平城宮)를 체감하고 즐기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기이산지의 영지와 참배길’의 경우, 참배길을 찾는 사람들의 목적이 신앙과 수
행 뿐 아니라 자연환경을 즐기는 등산과 하이킹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근년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자전거랠리에서는 나라현의 세가지 세계유산이 포함된 경로를 설정함으
로써 새로운 스타일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접근을 통해 세계유산에 접촉하는 장치를 만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5. 맺음말
나라현은 풍부한 문화재를 중심으로 그것을 둘러싼 환경, 문화자료와 역사상의 인물,
전승 스토리까지도 역사문화자원으로 폭넓게 파악하고 있다. 또한 그것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역사와 접촉하고 친숙해지며 이해를 심화시켜 나가는 방식을 통해 지역 활
성화를 꾀하고 있다. 세계유산은 역사문화자원의 상징이라 할 수 있으며, 나라현을 넘어
세계의 자랑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문화유산을 미래에 전하기 위해 보존 및 활용 방안의
모색에 더욱 힘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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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済歴史遺跡地区の保存と活用２
－奈良県における世界遺産の優秀事例を中心に－
奈良県地域振興部文化資源活用課
小池	
  香津江
１．奈良県の歴史的経緯と文化遺産
	
  奈良県は日本列島のほぼ中央、紀伊半島の真ん中に位置し、海に面しない内陸県である。
県の北西部に奈良盆地と呼ばれる平地部があり、東部や南部は緑に包まれた山地が広がっ
ている。奈良盆地は３世紀から８世紀まで約６００年の間、日本の政治・経済・文化の中
心地であった。日本において宮都が形成されるのは６世紀末の飛鳥からと考えられ、７世
紀から８世紀（飛鳥、奈良時代）にかけて藤原京、平城京が奈良盆地に築かれる。この間
には、中国や朝鮮半島との交流を通じ、日本文化の原型が形成された。
	
  このような歴史的経緯を背景に、奈良県には宮跡や古墳、寺院や神社など数多くの文化
遺産が残されている。国指定文化財のうち国宝建造物や国宝彫刻、特別史跡の件数はいず
れも全国１位であり、世界文化遺産は３件が所在するなど、質、量ともに豊かであること
がわかる。
	
  また、８世紀末に宮都
が長岡京、平安京へと遷
された後は宗教都市とし
て発展し、急激な開発が
行われなかったため、歴
史・文化的景観が良好に
維持されている点も奈良
県の大きな特徴である。
奈良盆地では９世紀以降
に農業開発が進むものの、
飛鳥から奈良時代の都市
計画をもとにした方形の
土地区画が現在も受け継
がれている。奈良盆地の
周囲には豊かな森林が維
持されていて、かつての
風土が伝承されている。

図１	
  古代宮都の変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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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奈良県の世界文化遺産の概要	
 
	
  奈良県には現在、「法隆寺地域の仏教建造物」「古都奈良の文化財」「紀伊山地の霊場と参
詣道」の３件の世界文化遺産があり、さらに、暫定一覧表に記載された「飛鳥・藤原の宮
都とその関連資産群」が推薦準備中である。ここでは、世界文化遺産の概要と、その保護
措置について述べる。	
 
（１）法隆寺地域の仏教建造物	
 
登録年月：１９９３年１２月１１日	
 
構成資産：法隆寺、法起寺	
 
登録基準：ⅰ,ⅱ,ⅲ,ⅳ,ⅵ	
 
	
  奈良盆地の西部に位置する「斑鳩」の地域には世界最古の木造建築が数多く残る。７世
紀に法隆寺・法起寺ほかの寺院が造営され、現在も宗教活動が続いている。聖徳太子が建
立した法隆寺は７世紀初期に創建がはじまり、現在の伽藍は重塔や金堂を中心とする西院
及び夢殿を中心とする東院と子院群で構成される。西院は７世紀後半から８世紀初頭にか

図２	
  法隆寺地域の仏教建造物	
  位置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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けて再建されたもので、東院は８世紀前半に建設された。法起寺は聖徳太子が法華経を講
説した岡本宮を寺に改めたものと伝えられ、７世紀に創建された寺院で、706 年に完成した
三重塔は現存する日本最古の三重塔として知られる。	
 
	
  登録資産は 48 棟の歴史的建築物が含まれ、法隆寺西院の金堂・五重塔・中門・回廊・法
起寺三重塔などの 8 世紀以前の建造物 11 棟は、現存する世界最古の木造建造物である。こ
れらの歴史的建造物は、洗練された芸術的に優れたものであるだけでなく、日本列島への
仏教伝来直後の仏教建築物の姿をよく残していて、当時の中国と日本の間、ひいては東ア
ジアにおける密接な文化交流の証人となっている。また、その後の各時代の優れた建築物
が含まれ、1 地域のなかに 7 世紀以降 19 世紀に至る各時代の優れた木造建造物が集中して
保存されている点でも他に類例がなく、日本の、そして東アジアの木造の仏教寺院の歴史
を物語る文化遺産である。	
  	
 
（２）古都奈良の文化財	
 
登録年月：１９９８年１２月５日	
 
構成資産：東大寺、興福寺、春日大社、春日山原始林、元興寺、薬師寺、唐招提寺、	
 
	
  	
  	
  	
  	
  平城宮跡	
 
評価基準：ⅱ,ⅲ,ⅳ,ⅵ	
 

図３	
  古都奈良の文化財	
  位置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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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古都奈良の文化財」は、現在の奈良市に位置し、78 棟の建造物を含む 8 つの構成要素
から成る。奈良（平城京）は 710 年から 794 年までの日本の首都（宮都）で、政治・経済・
文化の中心として栄えた。宮都が置かれた場所は中国の風水思想に従って厳密に選定され、
唐の都であった長安を基に壮大な都市計画が策定され、宮都が建設された。794 年に宮都が
京都へ移った後も、大社寺を中心にした地域が宗教都市として存続し繁栄した。	
 
	
  平城宮は宮都の北部中央に設けた天皇の居所で、それに行政機関の施設が付属したもの。
当時の宮殿や役所などの木造建築の遺構は今でも地下に良好に保存される。宮都とその周
辺に造営された多くの社寺は、現在も法灯を伝え、８世紀の堂宇をはじめ各時代の建物が
残る。薬師寺・唐招提寺には、８世紀の日本古代建物が残り、これらは当時の仏教寺院の
伽藍を代表する。東大寺・興福寺は、主要部分については兵火により創建当初のものが失
われたが、広大な境内地のなかには８世紀の建物が一部残る。失われたものの多くは 12 世
紀に再興された。再興に際しては、当時の中国の建築技術が導入され、その代表的建物が
東大寺南大門である。また、８世紀に再興された東大寺の金堂は世界最大の木造建物であ
る。春日大社の建物は主に 19 世紀中頃に再建されたもので日本の本格的な神社の伝統によ
って 20 年毎の造り替えが繰り返され伝統の様式を今に伝える。	
 
	
  古都奈良の文化財は、８世紀に日本の文化的・政治的発展をもたらした極めて重要な時
期に、都における宗教や生活の在り方を鮮明に、包括的に示す文化遺産である。構成資産
は 5 つの仏教寺院と神社の建造物と、関連する文化的景観（春日大社・春日山原始林の信
仰の景観）、考古学的遺跡（平城宮跡）から成る。これらは中国や朝鮮半島との文化的交流
の結果としてもたらされた日本の建築及び芸術の進化を示す希有な物証であり、その後の
（当該分野における）発展にも大きな影響を与えた。独特の建築遺産は、奈良に都が置か
れていた期間における日本文化の栄華を示している。また、奈良に所在する仏教寺院及び
神社は現在も宗教活動が続き、仏教や神道といった信仰は、今なお独特の精神的な力及び
影響を持ち続けている。
（３）紀伊山地の霊場と参詣道	
 	
 	
 	
 	
 	
 	
 
登録年月：平成１６年７月７日	
 
構成資産：	
 
	
  霊場「吉野・大峯」（６資産）	
 
	
  	
  	
  吉野山、吉野水分神社、金峯神社、金峯山寺、吉水神社、大峰山寺	
 
	
  霊場「熊野三山」（７資産）	
 
	
  	
  	
  熊野本宮大社、熊野速玉大社、熊野那智大社、青岸渡寺、那智大滝、那智原始林、	
 
	
  	
  	
  補陀洛山寺	
 
	
  霊場「高野山」（４資産）丹生都比売神社、金剛峯寺、慈尊院、丹生官省符神社	
 
	
  参詣道	
  大峯奥駈道＜玉置神社を含む＞	
 
	
  	
  	
  	
  熊野参詣道（小辺路、中辺路＜熊野川を含む＞、大辺路、	
 
	
  	
  	
  	
  	
  	
  	
  	
  	
  	
  伊勢路＜七里御浜、花の窟を含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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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高野山町石道	
 
評価基準：ⅱ,ⅲ,ⅳ,ⅵ	
 
	
  紀伊山地は太平洋に張り出す紀伊半島に位置し、標高 1,000m～2,000ｍ級の山脈が縦横に
走り、年間 3,000mm を超える豊かな降水量が深い森林を形成した山岳地帯である。	
 
	
  紀伊山地は太古の昔から自然信仰の精神を育んだ地で、宮都の南に位置し、神々が籠る
特別な地域として信仰を集めた。６世紀に仏教が伝来した以降には仏教の山岳修行の場と
なるが、10 世紀中ごろから 11 世紀代には仏教と自然信仰の神道が融合した日本固有の宗教
である「修験道」が成立し、特に大峰山系の山岳地帯を中心的な修行の場としていた。ま
た、10～11 世紀頃の日本で流行した「末法思想」により紀伊山地には仏教諸尊の浄土があ
ると信じられるようになり、この地の霊場としての性質がいっそう強まった。この地方の
神聖性がことさら重要視されるようになった背景には、深い山々が南の海に迫るという独
特の地形や両者が織り成す対照的な景観構成などが影響していた。このような特有の地形
及び気候、植生などの自然環境に根ざして育まれた多様な信仰の形態を背景として、｢吉
野・大峯｣、「熊野三山」、｢高野山｣と呼ばれる顕著な３つの霊場とそれらを結ぶ参詣道が形

図４	
  紀伊山地の霊場と参詣道	
  位置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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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された。	
 
	
  紀伊山地の霊場と参詣道は、一千年以上にわたり多くの信仰者を惹きつけ、日本人の精
神的・文化的な発展と交流に極めて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きた。構成資産は信仰に関わる
有形・無形の多様な文化的諸要素が自然の諸要素と一体となって体現された文化的景観で
あり、信仰の山の代表的な例の一つである。それらは、東アジアにおける宗教文化の交流
と発展を示し、宗教建築物や記念工作物群の様式の変遷を示す顕著な事例である。さらに、
現在においても宗教儀礼が継続的に行なわれ、日本国民の精神の中に資産が生かされ、文
化として生き続けている点も高く評価された。	
 
（４）世界遺産の保護	
 
	
  日本においては、世界文化遺産の構成資産は文化財保護法により保護されている。「法隆
寺地域の仏教建造物」「古都奈良の文化財」「紀伊山地の霊場と参詣道」のいずれも、建造
物は国宝または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遺跡および文化的景観は特別史跡、史跡、特別天
然記念物に指定されている。「法隆寺地域の仏教建造物」「古都奈良の文化財」では、建造
物群の所在地となる範囲は史跡に指定されて保護の措置が講じられている。指定文化財は
所有者による管理・修理および公開を原則とし、現状を変更する行為は制限され、国の許
可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アジアの木造建造物は、高温多湿な気候と腐りやすい有機質の材質による特性から、そ
の保存のために建造直後から細心の維持管理が必要であり、解体や修理を繰り返してきた
経緯がある。「法隆寺地域の仏教建造物」「姫路城」の登録に際しては、このような木造建
造物の真正性（Authenticity）が議論の対象となった。1994 年には奈良県において世界遺
産奈良会合が開催され、「真正性に関する奈良文書」が採択された。奈良文書では、遺産の
価値・真実性の評価は、物質的側面とともにその背景となる文化的文脈にも光を当てて総
合的に判断すべきであるとして、「木の文化」「土の文化」などの文化の多様性を認めるき
っかけとなったことは周知のとおりである。さらに、2014 年には奈良文書 20 周年記念会合
を奈良市で開催し、奈良文書の果たした役割と、遺産の保護に係る実践すべき課題を示し
た「奈良＋２０」が採択された。	
 
	
  世界文化遺産の構成資産を含む歴史的建造物は、現在も学術的調査を実施し、その成果
に基づき、必要な保存修理が行なわれている。奈良県では、県教育委員会文化財保存事務
所を設置し、専門の技術者が直接、歴史的建造物の修理にあたっている。また、史跡につ
いては適切な維持管理により保護するとともに、理解の促進を促すための整備事業がすす
んでいる。	
 
	
  資産を取り巻く緩衝地帯は主に都市計画的手法を組み合わせ、環境の保全を図っている。
「法隆寺地域の仏教建造物」
「古都奈良の文化財」では、1966 年に成立した「古都における
歴史的風土の保存に関する特別措置法（古都保存法）」を基軸に、奈良県風致地区条例等
により資産の周辺環境を保護している。古都保存法では、全国１０市町村を「古都」とし
て指定し、歴史的風土保存区域の指定や歴史的風土特別保存地区を定めて区域内での開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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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為を規制して歴史的風土を保全しており、奈良県では奈良市、天理市、橿原市、桜井市、
生駒郡斑鳩町、高市郡明日香村が「古都」に指定されている。「紀伊山地の霊場と参詣道」
では、主に資産周辺の自然環境の保全を図るため、自然公園法や市町村の景観条例を組合
せ、緩衝地帯の保護を担保している。	
 
	
 
３．世界遺産登録を目指す取り組み	
 
	
  暫定リストに記載中の「飛鳥・藤原の宮都とその関連資産群」は、百済歴史遺跡地区と
も非常に関連が深い資産である。「飛鳥・藤原」は 6 世紀末から 7 世紀にかけての日本の首
都で、中国・朝鮮半島との活発な交流により建設された宮都に関連する考古学遺跡からな
り、東アジアの国家形成のモデルケースとして、現在推薦準備中である。	
 
	
 
４．世界遺産の活用事例	
 
	
  世界遺産は、貴重な遺産の価値を再確認し、次世代に継承していくシステムを構築する
ことが大きな目的である。世界遺産の活用においても、価値の伝達を主眼においた取り組
みが進行中であり、その事例をいくつか紹介したい。	
 
（１）教育	
 
	
  教育の各段階において、世界遺産学習が積極的に取り入れられている。小・中学校教育
は、主に最小行政単位である市町村が担当している。例えば、「古都奈良の文化財」が所在
する奈良市では、市立小学校 5 年生全員を対象に、資産の現地見学を中心とした世界遺産
学習を実施し、本物の文化財に触れる世界遺産の地らしい教育を目指している。	
 
	
  県立高校では、地域社会を対象とした総合学習「奈良タイム」を設け、独自の学習を行
なっている。地域の歴史文化を学ぶ重要なテーマとして、多くの高等学校で世界遺産が取
り上げられている。奈良県では、ACCU（ユネスコ・アジア文化センター文化遺産保護協力
事務所）に委託し、世界遺産の概要や遺産の保護の重要性を題材にした「世界遺産教室」
を開催しており、2015 年には 10 校で実施した。	
 
（２）考古学遺跡の活用事例―平城宮跡の場合―	
 
	
  「古都奈良の文化財」構成資産である平城宮跡は広大な面積の考古学遺跡で、宮殿やそ
れに付随する施設の遺跡が地下に良好に保存されているが、地下に埋もれた遺跡は地上に
現れる構築物が少なく、視覚的に理解されにくいという側面がある。そのため、古代の都
城を体感的に理解できるよう、様々な手法を用いて地上に表現することで、公開活用を図
っている。ここでは、十分な調査研究成果をもとに、遺構表示や原寸大プレゼンテーショ
ンなどにより、原位置に遺構を示している。原寸大プレゼンテーションは４ヶ所に設け、
遺構表示方法も多様な手法を取り入れることで「遺跡博物館」を目指している。現在は、
文化庁、国土交通省、奈良県、奈良市が協力し、「国営飛鳥・平城宮跡歴史公園平城宮跡区
域」として公園と周辺地区の整備を継続中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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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５	
  平城宮跡の整備計画ゾーン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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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価値を守り、伝えるおもてなし	
 
	
  先に紹介した平城宮跡では、市民らによる NPO 法人「平城宮跡サポートネットワーク」
があり、平城宮跡等の遺産の環境保全や広報、文化・教育活動を行っている。定期的な清
掃活動やクリーンキャンペーン、講演会、スタンプラリーなどにより、市民活動が定着し
ている。また、「紀伊山地の霊場と参詣道」の資産である参詣道で 2011 年に大きな台風被
害を受けたさいには、その復旧作業を行なうボランティア活動「道普請」が継続的に行な
われ、多くの市民の参加があった。その他、県内各地では、多くの観光ボランティアガイ
ドが活動しており、それぞれの組織の連携を図る目的で設立された奈良県観光ボランティ
アガイド連絡会には、現在 35 団体が参加している。	
 
	
  増加する外国人観光客へのインバウンド対策としては、「奈良公園観光地域活性化総合特
区通訳案内士」がある。国家資格である通訳案内士を、範囲を限定し自治体の研修を終了
することで認定する制度である。活動範囲は、「古都奈良の文化財」の構成資産である興福
寺や東大寺が所在する奈良公園一体で、周辺の歴史や文化に重点をおいた研修により、案
内のスペシャリストを要請している。現在は中国語と韓国語が対象で、近年の観光客のニ
ーズに対応している。	
 
（４）イベントによる価値の伝達	
 
	
  イベントを通じ、文化遺産や歴史・文化に触れ合い、理解を深めようとする取り組みも
多く行なわれている。	
 
	
  平城宮跡では「平城京天平祭」を開催し、奈良時代や平城宮を体感し、楽しむイベント
を開催している。一方、「紀伊山地の霊場と参詣道」では、参詣道を通行する人々の目的は
信仰や修業の場だけでなく、自然環境を楽しむ登山やハイキングなど、実に多様化してい
る。近年人気が高まっている自転車ラリーでは、奈良県の三つの世界遺産などを盛り込ん
だルートを設定し、新たなスタイルを提案した。様々なアプローチから、世界遺産に触れ
る仕掛け作りを行おうとしているところである。	
 
	
 
５．おわりに	
 
	
  奈良県では、豊富な文化財を基礎として、それを取り巻く環境、文献資料や歴史上の人
物、伝承などのストーリーなどを広く歴史文化資源と捉え、それらを活用することで歴史
に触れ、親しみ、理解を深めることで地域を活性化する取り組みをすすめている。世界遺
産は歴史文化資源の象徴ともいうべき、奈良県のみならず世界に誇る遺産である。今後も、
遺産を未来に伝えるため、さらなる保存と活用の取り組みを模索していき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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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6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존과 활용 3
- 중국의 세계유산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

저 우 핑(周萍)
중국 산시성 문화유산연구원장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존과 활용 3 (저우핑)

Ⅰ. 대명궁(大明宮)의 역사적 연혁
당나라 대명궁 유적지의 소재지는 당 제국의 정치 중심지였으며 나라를 상징하기도
했다. 이 궁전은 중국, 더 나아가서는 세계에서 면적이 제일 큰 궁전군으로 원래의 이름
은 영안궁(永安宫)이었다. 당 정관(唐贞观) 8년(기원 634년)에 궁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당 태종의 건축 취지는 당 고조 이연(李渊)에게 효도를 다하기 위함이었다. 중간에 건축
을 멈췄다가 훗날 용삭(龙朔) 2년(기원 662년)에 당 고종이 증축하고 그 이듬해에 대명
궁으로 옮겨 가서 집정하기 시작하였다. 당 고종 때부터 당나라의 제왕들은 대부분 대명
궁에 거주하면서 정사를 돌보았다.
궁성은 성문은 9개로 되어 있는데, 남쪽 정 중앙은 대명궁의 정문 단봉문(丹凤门)이고
동쪽과 서쪽으로는 망선문(望仙门)과 건복문(建福门)이 있으며, 북쪽 정 중앙은 현무문
(玄武门)인데 동쪽과 서쪽으로 은한문(银汉门)과 청소문(青霄门)
궁성에는 도합 9개의 성문이 있다. 남쪽 정중앙의 것이 대명궁의 정문인 단봉문(丹凤
门), 남쪽 동서의 것은 각각 망선문(望仙门)과 건복문(建福门), 북쪽 정중앙의 것은 현무
문(玄武门), 북쪽 동서의 것은 각각 은한문(银汉门)과 청소문(青霄门), 동쪽의 문은 좌
은대문(左银台门), 서쪽 남북으로 있는 것은 각각 우은대문(右银台门) 구선문(九仙门)이
다. 정문인 단봉문에는 다섯개의 입구가 있고, 기타 문들은 모두 각각 세 개의 입구를
가지고 있다. 궁성의 동, 서, 북 세곳에는 성벽과 같은 높이의 협성(夹城)이 있고, 북쪽
정 중앙에는 현무문과 정면으로 마주하도록 중현문(重玄门)을 설치하였다. 궁성 밖의 동
서 양측에는 각각 금군(禁军)이 주둔하도록 하였고, 북문 협성 안에는 금군의 지휘기관
인 “북아(北衙)”를 설치하였다. 궁성은 전체적으로 전조(前朝)와 내정(内庭)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전조는 조회를 위주로 하는 곳이며, 내정은 거주와 연회, 오락을 위주로
하는 곳이다.
단봉문 남쪽에는 176미터 너비의 단봉문거리가 있고, 북쪽에는 함원전(含元殿), 선정
전(宣政殿), 자신전(紫宸殿), 봉래전(蓬莱殿), 함량전(含凉殿), 현무전(玄武殿) 등으로 조
성된 남북중축선(南北中轴线)이 있는데 궁내의 기타 건축물도 대부분 이 축선에 따라
분포되어 있다. 함원전, 선정전, 자신전 세 개 대전 중 정전은 함원전이다. 함원전 북쪽
에는 선정전이 있고 선정전 좌우에는 중서성(中书省), 문하성(门下省) 두개의 성(省)과
홍문관(及弘馆)과 사관(史馆)의 두 관(馆)이 있다. 축선(轴线)의 동서 양쪽에는 이 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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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라 거리가 각각 하나씩 있는데 이는 세 개의 궁벽(宫墙)을 뚫어 관통함으로써 만들
어진 것이다. 유명한 인덕전(麟德殿)은 대략 당 고종 인덕(麟德) 년간에 지은 것으로 대
명궁 북쪽의 태액지(太液池) 서쪽에 있는 언덕에 위치해 있다. 그 외에도 별전(别殿), 정
자(亭), 관(觀) 등 30여곳의 전각이 있다. 이는 당나라 장안성의 세 주요 궁전 가운데서
규모가 가장 큰 궁전이다. 대명궁은 200여년간 국가의 통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하였
으며 당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호화롭고 장엄하며, 화려한 궁전이었다.
1961년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전국 중점 문물보호기관에 당나
라의 대명궁 유적지가 포함되었으며, 이는 중국 첫 국가 유적지공원 가운데 하나로 서안
시(西安市) “도시의 허파(城市绿肺)”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대명궁은 섬서성 서안
시 주요 도시 구역인 태화남로에 위치해 있으며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개방된 유적지 공원이다.
2014년 6월 22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제38회 세계문화유산 위원회 회
의에서 당나라 장안성의 대명궁 유적지를 중국, 카자흐스탄 및 키르키즈스탄 3국에서 공
동 신청한 “실크로드” 유적지의 하나로《세계문화유산명록 世界遗产名录》에 등재하는
결정을 하였다. 우리 연구원에서도 관계자를 파견하여 감동의 순간을 직접 체험할 수 있
었다. 대명궁은 당나라에서 실크로드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정치 및 법적으로 보장하
므로써 당당히 다른 문화유산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Ⅱ. 문화유산 신청 과정 회고
1. 전시 및 보호 원칙
- 보호를 위주로 합리적인 이용, 민생의 개선, 문화의 확산과 발전 촉진을 목표로 한다.
- 고고학적 발굴과 과학적 연구자료를 준거로 한다.
- 영구적이고 온전한 보호, 사실적 전시를 견지해야 한다.
- 유적지 원형보호, 담장 설치 폐쇄 보호, 건물 설치 보호, 복토 폐쇄 보호, 녹화(绿化)
표식 전시, 지면상이(地面不同) 재질 표식 전시, 환경재건, 생태보호 등 방법을 위주
로 한다.
- 유적지 보호와 민생혜택,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므로써 유산보호와 도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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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문화가 동시에 발전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실제 사업에서 우리는 보호를 위주로, 합리적 이용과 문화의 확산, 민생의 개선과 발
전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였다. 그 결과 유적지의 온전한 보호와 전시, 문화
에 대한 해석, 특히 환경개선, 민생혜택, 도시발전촉진을 함께 고려하면서 실천 속에서
유익한 탐색을 진행하였는 바 일차적으로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 보호와 전시
2007년 말, 서안시위원회, 시정부에서는 충분한 조사연구를 기초로 민생개선과 도시발
전의 요구에 따라 대명궁유적지 전체에 대한 보호, 국가 고고유적지공원건설 및 유적지
주변 도시 개발 사업을 강력 추진하였다.
2008년 5월부터 문물에 대한 보호와 이용의 “4개 결합 원칙”, 즉 대형 유적지 보호와
현지 주민 생활수준 향상의 결합, 현지 경제사회 발전과의 결합, 도시 건설과의 결합, 현
지 환경개선과의 결합의 원칙을 따르기로 하였다. 충분한 고고발굴의 기초하에 완전하고
진실된 보호 및 전시의 원칙을 기반으로 유적지보호, 고고유적지공원 건설과 성공적인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세 단계를 실천에 옮겼다.

2. 보호와 전시 방식
- 유적원형 보호 : 대복전 大福殿, 삼청전 三清殿, 북궁장 北宫墙 등 유적 원형 전시
- 담장설치 폐쇄(砌体封闭) 보호 : 함원전, 인덕전 유적지에 담을 쌓아 폐쇄 보호 및 전시
- 건물설치(建厅) 보호
- 복토폐쇄(覆土封闭) 보호
- 녹화표식(绿化标识) 전시
- 지면 상이 재질 표식(地面不同材质标识) 전시 : 탈색 아스팔트, 흙모래
- 환경회복과 생태전시 등 다양한 보호 전시 방법
이상 작업을 통해 유적지 규모의 완전성, 구조의 명확성, 고고정보의 진실성, 유적지
안전의 영구적 보장을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적지를 사람들의 생활근거지와 분리
시켜야 한다. 또한 대명궁의 역사적 구조와 환경이 일정한 정도에서 재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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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산 신청 이후 다양한 유적 해석 및 활용 방안 탐색
현재 비교적 성숙된 모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성숙된 박물관 모형으로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 문물과 고적에 적용된다. 둘째는 보호적 전시 모형으로 선택적인 재현을
하는 것인데 옛 구조를 재현하고, 주변 환경도 시각적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꾸민다.
보통 전통건축 양식에 부분적으로 현대 건축공예를 결합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셋째는
무대활성화모형으로 핵심은 역사적 지역에 대한 부호화(符号化), 무대(舞台) 통한 역사
정보의 재현, 활용방안의 제공, 시민과 관광객의 공동 참여, 고금 시공간 이동, 문화적
창의성이 있는 상품, 테크놀로지 응용 등이다.
대명궁 문화 활성화 과정에서 문헌연구와 고고학 성과에 결합시켜 세 가지 방식의 탐
색을 병행하는 동시에 다양한 방향에서 세 번째 모형을 활용한 유적지 문화 해석을 진
행하였다. 즉 고고학 성과를 존중하는 기초위에 당나라 대명궁 유적지 자체의 문화적 가
치를 향상시키고, 흙토유적지의 시각적 형상 변화 문제를 극복하며, 다양한 문화적 해석
방법과 수단에 대한 합리적인 이용을 통해 도시의 문화 경관 구축에 노력함으로써 이야기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볼거리도 있는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문화를 체험하고, 체험
속에서 정신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전시관 설치
전시관을 설치하여 당대 세계 최강의 당나라 정치, 문화, 경제 중심이었던 대명궁의
전체 모습을 전반적으로 재현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당나라에 대해 알아가는 매우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2) 해석본, 조소(雕塑) 등 형식을 통한 생동감 있고 다양한 측면의 궁중문화 해석
3) 낡은 건축물 활용 재건축 고고탐색센터
옥스퍼드 고고학계의 도움으로 50년대의 낡은 건축물을 이용하여 고고유적공원의 특
색을 살린 고고탐색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미디어 체험 방식의 고고학 및 문화유산 지식
을 보급할 있도록 하였다.
4) 미디어 작품을 통한 해석
대명궁 IMAX극장을 설치하여 대명궁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영화작품을 방영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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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작품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함으로써 융합을 촉진하였다.
5) 지역 문화 특색을 표현할 수 있는 연구 및 체험 활동 전개
전문 연구기구 설립 : 대명궁연구원은 대명궁유적지 보호 사무실에서 2008년 설립한
종합 연구기구이며, 주로 대명궁유적지의 보호와 전시, 당나라 문화의 연구와 보급 및
도시구역의 지속적 발전 등의 과학연구사업을 담당한다. 3년 동안 간행물 11기를 출간
하고, 총 150여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약 30건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우리는 줄곧 대명궁문화와 가치에 대한 연구, 교육활동을 홍보 및 보급하는 등의 사업
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였으며, 대중들의 문화유산가치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유산에 대한 존중, 보호와 전승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6) 특별한 날을 이용한 테마 홍보
중국문화유산일에는 홍보대사들이 시민들에게 유산보호에 관한 지식을 전수하였고,
2012세계걷기대회 행사를 대명궁에서 하였으며, 유적지보호 꼬마 대사 찾기를 하였고,
전통 명절의 옛의미 재현 행사에서는 설날대조하(元日大朝贺), 당나라 성년례, 역할놀이
를 하였으며, 연1회 어도광장(御道廣场)에서는 “딸기음악축제”를 진행하였다.
7) 대형 문화행사 기획
비정기적으로 시 전체 및 주변 시민들과 함께 “지역 시민 태극권 공연”, “만인(万人)줄
넘기 기네스북 기록 돌파”, “만인(万人) 한자 쓰기 대회”, “장안(长安)—로마 실크로드 부
흥의 길 시발점” 등 행사들을 기획하였다.
8) 역사적 정보의 종합적 보호와 이용
대명궁의 동쪽에는 근현대 공업유적지인 대화비단공장이 있다. 그것은 1934년에 기획
되고 1935년에 건설되어 1936년부터 생산을 시작한 후 2008년 산업 대전환 및 대조정
시기에 이르러 생산을 중단하였다. 그것(대화비단공장)은 중국 서북지역에서 규모와 영
향력이 가장 큰 근대식 기계생산 면방직기업으로 서북지역 방직공업의 발전에 있어 크
나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문화재 보호를 위해) 대화1935프로젝트를 통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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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공업유산인 대화비단공장의 종합적 보호와 이용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공업유산 특유의 문화적 분위기를 살려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을 제공하였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센터, 공업유산박물관 및 1935소극장을 열었으며, 소극장에서는 첫
섬서성 대학생 연극제와 창의적 계열 프로그램인 “광음의 이야기”, 자동차박람회, 애니메
이션협회cosplay의 애니메이션 교류 행사 등을 개최하였다.
9) 시민 등 참여 촉진
생활에서 문화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은 유산보호의 수혜자가 되기고 하고 또한 수혜자
는 자발적으로 문화전승자로 전환되도록 하였다. 시민들이 유적지를 홍보하고, 유산을
보호하며, 문화를 확산시키고, 문명을 전승하는 것을 주제로 삼는 공연에 자발적으로 참
여하도록 하였다.
“대명궁 어도광장 시민 대형 무대”에서는 백여개의 공연단체와 만여명의 시민들이 함
께 다채로운 공연활동들을 펼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유산 등재 성공 2년 동안 시민들
은 자발적인 공연을 통해 유적지 홍보, 유산 보호, 문화 확산, 문명 전승 등의 문화를 주
제로 하는 행사를 1,500여차례 진행하였다.
대명궁 유적지공원은 섬서성 문화청으로부터 “섬서성 시민 문화활동 시범기지”의 지위
를 지정받으므로써 섬서성 문화유적지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유적지의 문화적 의미를
홍보하도록 하는 시범기지가 되었다. 이는 기업마케팅, 문화적 의미를 홍보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Ⅲ. 향후 과제
1. 대명궁 문화적 가치의 재 연구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은 단지 유산 보호에 대한 국제적 요구의 충족과 새로운 여
정의 시작을 의미할 뿐이다. 다음으로는 대명궁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대명궁의 독특
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어떻게 명확히 해석하느냐의 과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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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와 전시 방식의 재 탐구
흙토유적지의 보존은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데 반해 관찰 가능성은 비교적 낮아 전문
성에 대한 요구와 공간 상상력 및 역사 지식 축적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높다. 따라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역사를 분명히 알도록 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는다.

3. 기타 세계문화유산과의 연계성
문화의 다양성은 세계의 다양성과 이어지므로 교류를 확대해야만 더욱 많은 문화적
생활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우호적인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4. 독창적인 문화 상품의 부족
홍보와 문화활동이 지속적으로 풍부해지고 깊어짐에 따라 대명궁유적공원을 참관하는
인원수와 경제적 수익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경영수입은 이미 입장료 수입을 초과하
였다. 이를 통해 유적지 보호라는 과제와 주변 거주민 생활수준 향상, 도시 건설, 경제발
전, 환경개선이라는 과제를 조화롭게 발전시킴으로써 세계문화유산 보호 및 활용의 모범
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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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大明宫历史沿革
唐大明宫遗址所在的地方, 是唐帝国的政治中心和国家象征, 这座宫殿也是中国古代乃至
世界上面积最大的宫殿建筑群, 原名永安宫, 始建于唐贞观八年(公元634年), 唐太宗建造
初衷是为尽孝道于太上皇李渊居住而建。中有停顿，后在龙朔二年(公元662年), 唐高宗扩建, 次
年迁入大明宫执政。自唐高宗起，唐朝的帝王们大都在这里居住和处理朝政。
宫城共有九座城门, 南面正中为大明宫的正门丹凤门, 东西分别为望仙门和建福门；北面
正中为玄武门，东西分别为银汉门和青霄门；东面为左银台门；西面南北分别为右银台门
和九仙门。除正门丹凤门有五个门道外，其余各门均为三个门道。在宫城的东西北三面筑
有与城墙平行的夹城，在北面正中设重玄门，正对着玄武门。宫城外的东西两侧分别驻有
禁军，北门夹城内设立了禁军的指挥机关—— “北衙”。整个宫域可分为前朝和内庭两部分,
前朝以朝会为主，内庭以居住和宴游为主。
丹凤门以南, 有宽176 米的丹凤门大街, 以北是含元殿、宣政殿、紫宸殿、蓬莱殿、含凉殿、玄
武殿等组成的南北中轴线, 宫内的其他建筑, 也大都沿着这条轴线分布。含元殿、宣政殿、紫
宸殿三大殿，正殿为含元殿。含元殿以北有宣政殿，宣政殿左右有中书、门下二省，及弘
文、史二馆。在轴线的东西两侧，还各有一条纵街，是在三道横向宫墙上开边门贯通形成
的。有名的麟德殿大约建于唐高宗麟德年间，位于大明宫北部太液池之西的高地上。此外
有别殿、亭、观等30余所。是唐长安城的三座主要宫殿中规模最大的一座。作为国家的统
治中心，大明宫历时达二百余年，是当时全世界最辉煌壮丽的宫殿。
1961年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首批公布的全国重点文物保护单位中唐大明宫遗址在列, 同
时，也是我国首批国家遗址公园，并承担着西安市 “城市绿肺” 的功能。现在的大明宫位于
陕西省西安市主城区中的太华南路上，成为适合不同阶层人群开展各类活动的开放式遗址
公园。
2014 年 6月 22日，在卡塔尔多哈召开的联合国教科文组织第 38届世界遗产委员会会议
上，唐长安城大明宫遗址作为中国、哈萨克斯坦和吉尔吉斯斯坦三国联合申遗的“丝绸之
路：长安—天山廊道的路网”中的一处遗址点成功列入《世界遗产名录》。我院也派人亲历
了这个激动人心的时刻。而大明宫以其作为唐代维护丝绸之路畅通的政令中心，自然是其
中的佼佼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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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回顾申遗历程, 主要体现在一下几个方面
(一) 申遗中的展示保护原则
∙以保护为主，合理利用，改善民生、弘扬文化、促进发展为目标
∙以考古发掘和科学研究资料为依据
∙以永久、整体性保护、真实性展示为出发点和落脚点
∙以遗址原貌保护、砌体封闭保护、建厅保护、覆土封闭保护、绿化标识展示、地面不
同材质标识展示、环境修复、生态保护等为方法
∙积极探索遗址保护与惠及民生、环境改善，达到遗产保护与城市经济、文化同步发展。
在实际工作中，我们坚持以保护为主、合理利用、弘扬文化、改善民生、促进发展为目
标，在遗址整体保护展示、文化诠释，特别是兼顾环境改善、惠及民生、促进城市发展的
实践中进行了有益的探索，并初步显现出综合效果。

1、坚持整体保护展示
2007年底，西安市委、市政府在充分调研的基础上，结合改善民生和城市发展要求，强
力启动大明宫遗址整体保护、国家考古遗址公园建设及遗址周边城市改造工作。
从 2008年 5月 开始，按照文物保护利用 “四个结合原则”，即：大遗址保护与当地群众生
活水平提高相结合；当地经济社会发展相结合；与城市建设相结合；与当地环境改善相结
合。在充分考古的基础上，本着整体、真实保护展示的原则，实施了遗址保护、考古遗址
公园建设和成功进入世界遗产名录三大步骤。

2、申遗中的保护展示方式
∙遗址原貌保护 (大福殿、三清殿、北宫墙等遗址原貌展示)
∙砌体封闭保护 (含元殿、麟德殿遗址砌体封闭保护展示)
∙建厅保护、
∙覆土封闭保护、
∙绿化标识展示、
∙地面不同材质标识展示（脱色沥青、沙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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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环境修复和生态展示等多种保护展示方法
经过充分的考古和水资源专业论证，按照考古轮廓线，内缩10米注水进行太液池修复性
展示。
经过上述工作，不仅确保遗址区历史规模完整、历史格局明确、考古历史信息真实、遗
址安全得到永久保障，把遗址从人的生产生活重压下彻底解放出来；也使大明宫的历史格
局和历史环境在一定程度上得以重显。

(二) 申遗后探索多种诠释遗址活化文化手段
目前较为成熟的有三种模式：
成熟的博物馆模式:适用于需要严格保护的文物、古迹; “保护性” 展示模式,进行有选择的
“神似”。以重现旧构及周边环境达到视觉冲击；多采用传统建筑风格夹杂部分现代建造工
艺; 舞台活化模式,其核心要点包括历史地段符号化、舞台化呈现历史信息、现代功能提
供、居民与游客的共同参与、古今时空穿越、文化创意产品、高新科技应用。
在大明宫文化活化中，结合史料研究和考古成果，我们探索性地在三种方式并举的同
时，多方位运用第三种模式来进行遗址文化诠释。即：在尊重考古成果的基础上，充分提
炼 “唐大明宫大遗址” 本身的文化价值，克服土遗址视觉形象差的缺点，合理利用多种文化
诠释方法和手段，努力构建城市文化景观，要 “有说头，更有看头”，在优美环境中体验文
化，在体验中得到精神提升。

1、微缩景区展示--局部场景式诠释
微缩景观整体再现了作为当年世界最强大的唐朝的政治、文化、经济中心的大明宫的全
貌，给游客提供了一个了解大唐、认识大唐的极好机会。
2、通过解读版、雕塑等形式生动、多层次诠释宫廷文化
3、利用旧有建筑进行加固改造建立的考古探索中心
在牛津考古帮助下，利用五十年代旧厂房，建立了凸显考古遗址公园特色的考古探索中
心，以多媒体体验的方式进行考古学及文化遗产知识普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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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影视作品配合诠释
建设大明宫IMAX影院，放映与之文化相关的各种影片，并积极引进国际国内一线影片，
提高“融合度”。

5、开展彰显地域文化特色的研究和体验活动
成立专门研究机构：大明宫研究院是大明宫遗址区保护办公室2008年成立的综合性研究
机构，主要负责大明宫遗址保护展示、唐文化研究推广和城市区域可持续发展等方面的科
学研究工作。三年来共出院刊11期，刊登论文150余篇，科研课题近30项。
我们一直注重开展大明宫文化和价值的研究、宣传普及教育活动等工作，增进公众对文
化遗产价值的认识和理解，增强公众对文化遗产的尊重、保护和传承意识。
持续开展公众考古
面向公众的“考古大讲堂”普及讲座
以考古探索中心为阵地，创“小小考古家”品牌活动让遗产融入孩子们的学习和活动中
探索开展博物馆奇妙夜活动.

6、特别日子里的主题宣传
中国文化遗产日，宣传员向社区居民宣传遗产保护知识
2012世界行走日大明宫活动现场
寻找遗址保护小使者
传统节日古意重现：元日大朝贺、唐代成人礼、角色扮演
一年一度在御道广场举办的 “草莓音乐节”.
7、组织大型文化活动
不定期组织全市及周边群众举行例如：“社区群众太极表演”、“万人跳绳打破吉尼斯纪
录”、“万人汉字书写大会”、“长安-罗马丝绸之路复兴之旅始发点”等活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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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不同时代的历史信息的综合保护利用
在大明宫的东侧，还有一处近现代工业遗址--大华纱厂，它筹划于1934年，建设于1935年,
1936年投产，直至2008年产业大转型、大调整的时，才退出原有生产领域。它是中国西北
地区规模和影响最大的近代机器棉纺织企业，对西北纺织工业的发展具有里程碑的意义。-大华·1935项目：重点对近现代工业遗产—大华纱厂进行综合保护利用，利用工业遗产所
特有的文化气息提供各种体现自我的展示空间，如：文化艺术中心、工业遗产博物馆、
1935小剧场首届陕西省大学生话剧节、创新系列节目 “光阴的故事”、汽车推介会、动漫协会
cosplay动漫互动活动等。
9、促进相关利益者的参与
从生活惠民到文化惠民，百姓不仅成为遗产保护的受益者，更由文化受众自觉地转变为
文化的传承者。群众在自发演出中宣传遗址、保护遗产、弘扬文化、传承文明成为演出的
主旋律，
“大明宫御道广场的群众大舞台” 吸引了上百个演出团体和上万人次的群众自发开展了丰
富多彩的文娱活动
申遗成功两年来，群众在自发演出宣传遗址、保护遗产、弘扬文化、传承文明等文化内
容的活动就有1500多场。
大明宫遗址公园也被陕西省文化厅授予 “陕西省群众文化活动示范基地”，成为省内由遗
产地群众宣传遗址文化内涵的示范基地。
成为企业营销、宣传其化内涵的不二选择。

三、尚需探讨的问题
1、大明宫文化价值的再研究
列入世界遗产名录，只是对遗产保护达到了国际公约的要求，是新旅程的开始，下一步
如何将大明宫所包含的ouv向前来的人们诠释清晰、准确的文化价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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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保护与展示方式的再探讨
土遗址的保存难度较高，可观性较差，对专业要求、空间想象能力和历史知识的积累要
求较高，如何让所有人能清楚了解那段历史？

3、与其他世界遗产地的联络
文化的多样性才使得世界呈现多样性，加大联盟，才能获得更多的精神上的享受，下一
步，会在此方向上建立长期友好联络关系。

4、缺少有唯一性的文创产品
随着宣传和文化活动的不断丰富深入，大明宫遗址公园参观人数和经济收入逐年增加，经
营收入已经超过了门票收入，实现了遗址保护与周边居民生活水平提高、城市建设、经济
发展、环境改善和谐发展的目标，为世界遗产的活化提供了一个范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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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

종합토론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존과 활용 1｣
토론문
김귀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커뮤니케이션 팀장)

먼저, 발제문에서 다루고 있는 대전방송(TJB) 세계유산 기획방송은 백제역사 유적지구
의 등재전에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과제를 미리 살펴보기 위해 우수한 정책이나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기획보도를 준비하고 국제적으로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있어
우수사례로 잘 알려진 터키 이스탄불과 중국 시안을 기획 취재했다는 점이 신선한 아이
디어라고 생각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제도는 세계유산 등재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등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
는 한편 등재이후에도 우리 유산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가치를 잘 보존하고 활용하여
후세에게 물려주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방송국이 자발적으로 세계
유산 등재 이후를 준비하기 위하여 기획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방영했다는 점을 높이 평
가하고 싶다.
둘째, 세계유산의 활용에 있어 언론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 도교방송(TBS:Tokyo Broadcasting System)은 1996년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6시부터 30분 동안에 걸쳐 다큐멘터리 시리즈 세계유산을 방영하였다.
13년 동안 전 세계의 약 500건에 달하는 세계유산을 방송하였으며 이를 위해 세계유산
센터와 MOU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고화질의 하이버전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최고의
영상과 간결한 나레이션, 아름다운 음악으로 구성된 세계유산 프로그램은 많은 호평
을 받았다. 방송 10년의 공적을 인정받아 지난 2006년 8월 도쿄방송은 유네스코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홈페이지에는 방영된 유적지의 GPS, 볼거리, 음식점 등 유익한 장
소를 사진과 함께 소개하면서 문화체험 안내정보까지 정리되어 있다.1) 향후 언론이 세
계유산을 통해 국민과 전 세계인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

1) 허권,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문화콘텐츠와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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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례이다. 앞으로 대전방송의 세계유산 기획보도가 1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세계유산
시리즈물로 제작되어 세계인들과 함께 공유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져본다.
셋째, 발표문에서 이스탄불의 유적지 보존 정책중 인상적이었던 사례로 성소피아 성당
의 복원사업을 서두르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 이는 우
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화재 보존, 복원 분야의 원칙을 처음으로 정립했다고 평
가받는 베니스헌장 10조는 명확한 역사적 사료가 없을 때, 즉 추측으로 인한 복원 또는
재건은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문화유산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철저한 고증을 통해
복원 및 재건하는 것이 아닌 추측에 의해 이루어졌을 때 문화유산에 대한 진정성을 잃
을 수 있다.2) 앞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향후 보존 및 활용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스탄불이 여러 경쟁도시들을 제치고 올해 7월에 열리는 제
40차 세계유산위원회의 개최지로 선정된 데에는 이러한 문화유산의 보존원칙을 준수해
온 숨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는 대목이다.
넷째,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세계유산을 잘 활용한 국제적인 모범사례들을 참고할 필
요가 있다. 발제자가 기획 취재한 두 도시이외에도 유네스코에는 다양한 우수사례들이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12년 세계유산위원회는 협약의 40주년을 맞아 “세계유산 관리
우수사례 선정”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필리핀의 비간 역사 마을(The Historic
Town of Vigan)이 지역 사회의 유산 보존 및 관리 참여, 창의적이고 다각적인 유산 보
호, 상대적으로 한정된 자원 속에서도 높은 성과 등의 측면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
다.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한 유산 보존 활용 관리 사례로 선정된 예들은 공통적으로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부터 혁신적인 정책과 관광의 규제에 이르는 다양한 측면을 포함
하고 있다.
특히, 비간 역사마을은 비간 페스티발을 5월 첫째 주에 개최하여, 퍼레이드, 문화 행
사, 지역 생산품 전시, 전통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세계유
산도시 연대의 날’을 9월 8일 개최하고 ‘비간의 퍼레이드 역사’ 공연을 펼치고 있으며 12
월에는 ‘랜턴과 불 퍼레이드’와 같은 크리스마스 시즌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시
안이 양귀비와 당 현종의 사랑 이야기를 토대로 ‘장한가’라는 공연으로 막대한 수입을 얻
은 것과 같이, 세계 2차 대전 당시 비간을 구한 일본 군 장교와 지역 아가씨의 사랑 이

2) 조두원, 2015,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관리에 있어 ‘매개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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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를 그린 “Baba ng Vigan”과 같은 역사 연극 공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 문화
를 홍보하고 있다.3)
에스토니아 탈린 역사지구(Historic Centre of Tallinn)의 사례도 흥미롭다. 지역 사회
의 인식 제고와 더불어 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 ‘옛 시가지의 날’, ‘유럽 유산
의 날’, ‘중세의 날’과 같은 여러 전통 행사를 개최해왔다. 2011년부터는 유산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유산에 대한 강연을 하는 ‘학교로 돌아가자!’라는 캠페인을 실시했
다. 이러한 사례들은 세계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데 지역사회와 어떠한 방식으로 연
계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끝으로, 백제역사 유적지구를 국제사회에 잘 홍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학술, 예술
계 인사 및 관련단체와의 새로운 차원의 파트너쉽 형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동연구사
업, 국제 심포지움 개최 등을 통해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
하며 이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하겠다.

3) 김귀배, 2016, 익산 세계문화유산 활용.홍보계획 수립을 위한 콜로키움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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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역사유적지구 관광자원화 방안｣ 토론문
양광호 (한국영상대학교 항공관광과 교수)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됨으로써, 국내외로부터 해당 유산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고, 공주, 부여, 익산의 방문객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지정
으로 관광객들의 관광경험에 대한 기대와 해당 지역민들의 지역활성화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졌습니다. 높아진 관광객 및 지역민들의 기대를 어떻게 충족해 주느냐가 세계유산
지정 효과를 지속해 나가는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유산지정은 유산활용측면
에서 제약적 요소가 더 많아져, 활용을 통한 콘텐츠를 확보해야하는 관련기관의 고민이
더 많아졌으며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발제자는 이런 고민에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제고유 무형유산
이 현시점에서 관광콘텐츠화 가능할 정도로 풍부하지 않다라는 전제하에, 공주, 부여,
익산 주민이 가장 친숙한 생활문화(인물, 거리, 시장, 음식, 건축물, 산업, 장소 등)를 관
광콘텐츠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재가 영향주어 차별화된 생
활문화도 문화유산의 일부이며 유산관광의 가장 중요한 콘텐츠이다.”라는 발제자의 관점
이 녹아든 제언이라 판단됩니다.
토론자도 발제자의 관광대상을 백제역사유적지구 뿐만 아니라 생활문화까지 확장하자
는 제언에 공감합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 활용의 제약요소 증가와 백제콘텐츠의 부족이
라는 한계를 고려하고, ‘백제다움’을 기대하고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질 높은 관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접근은 관광객들의 관광활
동범위도 백제유산을 품은 해당지역 전체로 확산시킬 수 있어 지역민들의 지역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일부 충족할 수 있는 현실적인 관광자원화 방안이라 판단합니다.
그러나, 관광대상을 생활문화로 확장하고자 할 때, 현 공주, 부여, 익산의 생활문화 속
에 백제다움이 녹아들어 있다면, 방문객들은 백제역사유적지구에서 객관적 진정성을 경
험하고 생활문화 속에서 백제다운 실존적 진성성을 느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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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지역의 생활문화속에서 이들이 표출될 수 있을까가 의문입니다. 신라와는 다른, 백
제만의 차별성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이에 대한 발제자의 보다 구체적인 방안
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사유적지구의 관광자원화와 관련해서 디지털 콘텐츠의 활용과 인적자원(관광객, 지
역민)의 활용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제자도 인적자원 활용과 관련한 추진방안
으로 ‘생활여행 호스트 각 지역 100인 양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활여행 호스트의 역
할로 B & B, 해설, 체험 등 멀티플레이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역할을 수
행하려면 관광객 맞이가 전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전업으로 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
을지, 전업이 아니라면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답해주시면 좋
겠습니다.
발표문에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역사유적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IT기술의 적극
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기술 등은 백제다움의 체감력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일례로 이들
기술을 활용한 대구 김광석 거리의 ‘김광석 홀로그램콘서트’에서는 마치 거의 실제같이
고인이 된 가수 김광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역사유적의 관광자원화에 있어 크게 2가지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백제
역사유적을 자세히 보여주기 위한 전략, 둘째는 오래 보여주기 위한 전략입니다. 자세히
보여주기 전략은 그동안 의미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가던 유적을 보다 자세
히 보고 싶은 동기를 유발하고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프리미엄 해설 및 정보제공체계
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궁금하면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 어디서든 찾아 볼 수 있는
정보제공체계, 현재 보다 수준 높은 해설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오래 보여주기 위한 전략
은 똑같은 자원도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경험하게 하며, 자원 간 융·복합을 통하여
프로그램화 하여 보다 오래 머무르는 것이 관광객에게 보다 많은 편익을 줄 수 있는 상
품개발입니다. 이는 발제자가 제언하는 생활문화의 관광대상화와도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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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토론문
이수정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학예연구사)

부여, 익산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분포해 있는 벡제역사유적지구는 연속유산으로
2015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속유산은 각기 다른 지역에 분포해
있는 다수의 유산이 서로 역사적ㆍ문화적 측면에서 하나의 통합된 뛰어난 보편적 가치
를 지니고 있어서 그 보존ㆍ관리에 있어서 필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와 지방자
치단체의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백제역사지구의 경
우, 등재된 이후 그러한 정부간, 그리고 민관 간의 역할이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못
한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매우 시의
적절한 지적입니다. 특히 세계유산제도의 패러다임이 등재 자체 보다는 등재이후의 보
존ㆍ관리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되었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자께서 제안하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는 매우 필요합
니다.
현재 백제역사유적지구로 등재된 8개의 유적(공주 2곳, 부여 4곳, 익산 2곳)은 동일한
지역 내에서 각기 다른 명칭의 문화재, 즉 사적, 고도, 세계유산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사적은 문화재보호법으로, 고도지구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세계
유산지구는 세계유산협약운영지침(WHC Operational Guidelines) 등 3개의 서로 다른
법에 근거하여 보존ㆍ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사적-고도지구세계유산지정지구의 경계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그 관리의 주체도 근거 법령
에 따라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즉, 현재의 제도
와 법 아래에서는 같은 장소에 대한 지정ㆍ보존ㆍ관리 구역의 경계가 다르고, 그 관리주
체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보존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관
점에서 필자께서 제언한 ① 일관성 있는 보존관리계획 수립 ②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광계획은 그 수립 과정에서 사적-고도-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한 현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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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정합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들의 제도를 운영하는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세계유산 관리단체(백제세계유산센터)의 역할을 재조
정하고, 이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보존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그 당위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앞
서 언급한 현재의 사적-고도-세계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 제도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우선 보존관리계획의 수립의 주체가 사적-고도-세계유
산 별로 분산되어 있는 현행제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적-고도-세계
유산은 그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 지정목적과 보존관리의 방향이 다르므로, 기
본계획의 수립방향과 원칙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행정적인 평의를 위하여 하나
로 통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사적의 전반적인 관리계획과 주변 역
사문화환경에 대한 관리기준은 문화재청에서, 그리고 고도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 후 문화재청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제왕도복원정비기본계획은 최근에 구
성된 백제왕도사업단(가칭)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문화재의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 그리고 그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보존관리, 행
위신청 검토는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검토 후 문화재청이 관리하며, 고도 지정지구
중 특별보존지구에 대해서는 고도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검토 후 문화재청에서, 그리
고 고도 지정지구 중 보존육성지구에 대한 행위신청은 고도보존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
의ㆍ검토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제도적 여건에서 세계유산 보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행주체가 지
방자치단체가 될 경우에 사적-고도에 대한 기본계획, 그리고 백제왕도기본계획의 수립주
체와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가 제도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현재 지방자치
단체와 백제세계유산센터 간의 역할분담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발표
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이 두 주체간에 각각 어떠한 역할을 수행
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고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예산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필
자께서 말씀하신 백제세계유산센터의 2016년도 예산 10억원 외에 사적과 세계유산정비
를 위해 공주, 부여, 익산에 책정된 2016년도 예산은 87억여원이 더 있지만 모두 국고보
조사업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책정에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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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에 있어서 계획단계부터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발표자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국내에서는 그러한 제도가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백제역사지
구를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청이 어떠한 노력과 검토가 필요한지
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해주신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역할에 대한 내용은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보존ㆍ관리제도와 법적 개선을 이루어나가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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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지역주민의 역할｣ 토론문
강종원 (한밭대학교 교수)

본 발표문은 세계유산에 대한 일반적 내용 즉, 세계유산의 기원, 유형과 등재 기준, 등
재 의미 등에 대한 설명과 세계유산과 지역사회의 중요성, 주민활동의 필요성 등을 사례
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세계유산의 의미와 지역사회 및 지역민들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
을 부각시키고, 이를 전제로 익산 지역사회의 과제를 익산역사문화의 정체성, 인근 유적,
지역산업과의 연계 방안,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제언하고 있
다. 발표문의 내용이 발표자의 특정한 견해라기보다는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내용, 그리
고 그 동안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향후 보완해야 할 내용 등으로 구성되었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발표자께서 오랫동안 익산지역 백제역사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고, 또 익산과 공주․부여지역 백제역사유적지구를 통합하여 세
계유산에 등재시키는 과정에서도 직접 참여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현실적인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입장에서 도출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토론자의 입장에서도 발표자의
견해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토론자의 입장에서 선생님의 고견과 함께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1. 발표자께서는 3장 1절에서 지역사회의 중요성과 함께 지역주민과 관계가 깊은 살
아있는 세계유산의 사례로 필리핀의 Cordilleras 계단식 논의 사례를 제시하셨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하회․양동 마을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백제역
사유적지구의 경우에도 살아있는 세계유산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 주체적 주민활동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일본의 마을 만들기 사례를 제시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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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활용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나라나 교토의 경우 문화유산이
지역사회와 밀착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동안 문화재보호법
등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하에 있었기 때문에 문화유산들은 현실생활
과 격리되어 섬처럼 보존ㆍ관리되어 왔고, 활용의 경우에도 많은 규제가 있어 왔습
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이나 활용에 있어 지역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일본의 사
례와 비교하여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익산지역사회의 과제와 관련하여 등재대상 유적의 선정과정, 또는 등재대상으로 선
정된 유적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현재 상황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
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4. 발표자께서는 백제유적의 ‘파이’를 키워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셨는데, 토론자도 그
견해에 동감한다. 다만 ‘파이’를 키우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등재대상 유적의
수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지역의 다른 문화유산과의 연계
성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공주․부여지역의 사례와도 연관하여 보충설명 부탁드립
니다.
5. 지역산업과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면서 석탑박물관, 고분박물관(고분전시관) 등을
제시하고 계신데, 관광자원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역민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지역주민들과 밀착된 산업분야와의 연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지역의 전통문화산업, 지역특산품, 전통음식 등 지역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한 분야의 산업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문화유산
과 연계가능한,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
의 생활밀착형 산업으로 어떤 분야를 생각할 수 있을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6.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에서 익산의 사례를 들어 참여범위의 면적 확대를
제기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면적인 범위의 확대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성격
을 다양화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현재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고 있지만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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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언론기관, 교육기관, 경제활동단체, 전문가 등 구성원을 다양화하여 문화유산
의 보존관리뿐만 아니라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공적조직(백제세계유산센터)에 주민참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순수하게 주민들로 구성된 자치조직이 필요하다. 현재 주민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예산지원 등의 문제로 인해 자칫하면 관변단체의 성격을 벗어나
지 못할 수도 있다. 예산과 행정적인 관계로부터 독립된 순수한 민간단체의 조직이
필요하고, 구성원의 다양화를 통해 지역사회와 밀착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과 문화유산이 공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발표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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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역사유적지구의 보존과 활용 2｣ 토론문
- 나라현 세계유산의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김형오 (전북연구원 문화관광연구부장)

1. 일본의 세계유산 현황
1) 일본의 세계유산 지정 현황
일본에는 문화유산 15개, 자연유산이 4개 등 총 19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지정되
었으며 2011년 이후 1년에 1개꼴로 세계유산이 지정되고 있다. 특히, 2015년 제39차 유
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메이지시대 산업혁명 유산이 추가로 등재되었다.

2) 일본의 세계유산 보존․활용 지원정책
첫째, 세계유산등재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문화재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 계획적으로 복원 및 기타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으
로써 적정한 환경에서 문화재를 보전․계승하고 있다. 전문기관이나 NPO 등과의 적절
한 연계협력을 촉진하고, 문화재 관련 인재 확보와 자질 향상,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민
계몽활동 등을 통해 문화재의 보호계승․활용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
둘째,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도입․활용하고 있다. 유네스코에서
는 세계유산 주변에 완충지역을 마련하여 유산 자체는 물론 주변지역의 경관을 보호하
기 위한 노력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받아들여 일본 국내법에서도 문화재 주변지역의
버퍼존 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셋째, 세계유산의 보존․활용을 주민참여나 마을 만들기 운동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는 점이다. 세계유산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은 물론 이를 주민참여를 통한 시민운동으
로 확대하거나 마을 만들기와 연계하여 침체된 지역 활력 회복의 계기로 활용되고 있다.
세계유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국민들의 문화재보호에 대한 의식 향상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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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특성이나 적정한 보전을 배려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세계유산의 공개․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넷째, 세계유산 관련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일본의 대학에서는 기존의 문화재․고고학 관련 전공분야 이외에 세계유산 관련 학
과 및 대학원이 설립되어 보다 심층적인 학술연구과 전문 인력 양성을 도모하고 있음.
츠쿠바(筑波)대학 대학원(세계유산학 전공, 박사과정), 나라대학(세계유산코스․학제간
연계 강좌), 사이버대학(세계유산학부) 등 3개 대학에서 세계유산관련 학과 또는 수업과
목 등을 신설하여 운영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유산 보존․활용을 위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세계유산에 관한
보급 및 관련 홍보자료의 작성, 다른 나라의 세계유산 조사 및 세계유산에 관한 국제회
의 개최, 세계유산 보유 지자체 공동 협의기구 설립 및 공동포럼 개최, 세계유산 보호에
관한 포괄적 지침 수립 등이 추진중이다.

2. 나라시(奈良市) 세계유산 보전 관련 정책
1) 세계유산 보전 관련 정책
나라시는 나라현(奈良県)과 공동으로 포괄적 보존관리계획 수립(2013년)중이며. ‘건축
물군’, ‘문화적 경관’, ‘유적’ 등 각 종류별 보존관리 방법을 명확히 수립하고 있다는 점이
다. 또한 ｢조망 경관 보존활용 계획 수립(2012)｣을 통해 나라(奈良) 고유의 조망경관 조
성 방향과 나라 고유의 조망경관 보존활용의 목표와 기본 방침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시민 강좌 등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나라 고유의 조망경관 41건을 선정하였다.
그 가운데 우선적·중점적으로 보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중점조망경관 15건을 선택하여
나라시 조망경관 보전활용 계획을 수립했다. (가칭) 나라시 조망경관 보존활용 조례 제
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2) 세계유산 관광 활성화 정책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어 대응이 가능한 콜센터를 교토시(京都市)·오츠시
(大津市)와 연계하여 설치하였으며 방문객의 체제시간 연장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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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대화하기 위해 신규 관광자원 발굴 및 세계유산 연계 관광루트를 개설했다.
또한 나라 시내 구역을 대상으로 경관보전 및 나라 시내 나이트 컬쳐 등의 이벤트 개
최를 통해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으며 시내의 세계유산간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주요
교통수단인 버스 신규 노선 설정과 다국어 대응을 나라현과 공동으로 실시중에 있다. 특
히 젊은 세대의 방문 확대를 위해 수도권 학교를 대상으로 나라시로의 수학여행을 유도
하기 위해 동경에 영업거점을 설치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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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 당나라 장안성 대명궁 유적지 보호
및 활성화｣에 관한 토론문
최종호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저우핑(周萍) 선생님이 발표한 ‘세계문화유산’ 당나라 장안성 대명궁 유적지 보호 및
활용화에 관한 토론을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당나라 장안성의 대명궁 유적지는 2014년
6월 22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제38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중국(China)·
카자흐스탄(Kazakhstan)·키르기스스탄(Kyrgyzstan) 3국이 공동 신청한 연속유산으로서
“실크로드: 창안-톈산 회랑 도로망 [Silk Roads: the Routes Network of Chang'an-Tianshan
Corridor]”의 핵심지구 가운데 하나로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실크로드:
창안-톈산 회랑 도로망(丝绸之路: 長安－天山廊道的路網)”은 중국 한(漢)·당(唐) 대의
수도였던 창안(長安)·뤄양(洛陽)으로부터 시작하여 중앙아시아의 제티슈(Zhetysu)로 이
어진 약 5,000km에 이르는 구간을 지칭한다. 이 회랑 도로망은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사이에 형태를 갖추어 16세기까지 이용되었고, 여러 문명을 서로 잇고, 무역·
종교 신앙·과학 지식·기술 혁신·문화 관습·예술 등 다양한 활동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를 증진하였다. 도로망을 따라 여러 제국과 칸(汗) 왕국의 수도·궁궐·교역 마을·
석굴 사원·고대 통행로·역참(驛站)·관문·봉수대, 만리장성의 일부 구역과 성곽·묘
역·종교 시설 등 33개소를 포함하고 있다.
“실크로드: 창안-톈산 회랑 도로망”은 세계유산등재 기준 (ii), (iii), (v), (vi)을 다음과
같이 충족한다.2)
(ii): 대륙을 횡단하는 광활한 교통망, 지극히 장기간에 걸친 이용 기간, 현전하는 유산
의 다양성과 역동적인 상호 연계성, 실크로드가 촉진한 문화적 교류의 풍성함, 그리고
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교수, Professor, Dept. of Cultural Properties Management,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Republic of Korea
2) http://heritage.unesco.or.kr/whs/%ec%8b%a4%ed%81%ac%eb%a1%9c%eb%93%9c-%ec%b0%bd%ec%95%88-%
ed%86%88%ec%82%b0-%ed%9a%8c%eb%9e%91-%eb%8f%84%eb%a1%9c%eb%a7%9d/accessed dt. 28th Jun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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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로드가 이어준 다양한 지리적 환경 등은 기원전 2세기부터 서기 16세기에 이르는
동안 유라시아 대륙에서 진행된 다채로운 문화 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광범한 상호 작용,
특히 스텝 지역의 유목민과 정주민들의 농업·오아시스·목축 문명 사이의 상호 작용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실크로드를 따라 형성된 전 지역에서, 특히
건축과 도시 계획의 발달, 종교와 신앙, 도시 문화와 주거생활, 무역과 민족간의 상호 관
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톈산 회랑은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며 다양한 문명과 문화를
서로 이어주었던 역동적인 통로가 당해 문명과 문화 사이에서 아주 오랜 동안 지속된
상호교류를 어떻게 구현하였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세계사 속의 특별한 사례이다.
기준(iii): 톈산 회랑은 통신의 전통, 경제·문화적 교류, 기원전 2세기부터 서기 16세
기에 이르는 동안 유라시아 대륙에서 있었던 사회적 발전에 대한 특별한 증거를 지니고
있다. 유목민 공동체와 정주 공동체를 하나로 이어주는 도시와 마을의 발달, 이러한 도
시를 지탱하는 물 관리 체계, 여행자의 편의를 돕고 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요새
와 봉수대, 중간 기착지, 카라반 숙소 등을 잇는 광범한 네트워크, 일련의 불교 사찰과
석굴 사찰, 끝으로 고부가가치 교역을 통해서 큰 이익을 본, 범세계적, 다민족 공동체가
파생시킨 조로아스터교ㆍ마니교ㆍ네스토리우스교ㆍ이슬람교를 포함한 불교 외의 종교를
발현시킴으로써 교역은 이 지역의 도시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기준 (v): 톈산 회랑은 고부가가치 상품의 장거리 교역이, 주민과 여행자 그리고 작물
에 물을 대기 위해 강으로부터 물을 끌어다 쓰는 정교한 물 관리 체계와 우물, 지하수
를 기반으로 거대 규모의 마을과 도시의 발달을 촉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특별한 사례
이다.
기준 (vi): 톈산 회랑은 유라시아 대륙의 인류 문명·문화 교류에 있어 일대 사건인 장
건(張騫, ? ~ B.C. 114)을 중심으로 한 사신단의 서역 파견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아울러, 이후 동아시아의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불교가 고대 중국에 얼마나 깊은
충격을 주었는지 가시적으로 조명하며, 네스토리우스교(서기 500년경에 중국에 도래)·
조로아스터교·마니교 그리고 초기 이슬람교의 확산에 대한 증거를 담고 있다. 톈산 회
랑을 따라 발달한 여러 마을과 도시에는 또한 수자원의 이용, 건축, 도시 설계 등과 관
련된 여러 사상이 실크로드를 따라 흘러들어와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영향이 특별한 방
식으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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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핑(周萍) 선생님의 발표에 의하면, 당나라 장안성의 세 주요 궁전 가운데 대명궁
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궁전군으로 원래의 이름은 영안궁(永安宫)이었다. 당 고종 때부터
대명궁은 200여 년간 국가의 통치 중심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당대에 세계에서 가
장 호화롭고 장엄하고 화려한 궁전이었다. 1961년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전국 중점 문물보호기관 목록에 당나라 장안성 대명궁 유적지가 포함되었으며,
이는 중국 첫 국가 유적지 공원 가운데 하나로 시안(西安) “도시의 허파(城市绿肺)” 기능
을 담당하고 있다. 대명궁은 섬서성 시안의 주요 도시 구역인 태화남로에 위치하는 데,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개방된 유적지 공원으로 알려져 있다.
당나라 장안성 대명궁 유적지의 전시 및 보호 원칙은 크게 다섯 가지를 표방하고 있는
데, 백제역사유적지구 또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보호를 위주로 합리적인 이용, 민생의 개선, 문화의 확산과 발전 촉진을 목표로 한다.
- 고고학적 발굴과 과학적 연구 자료를 준거로 한다.
- 영구적이고 온전한 보호, 사실적 전시를 견지해야 한다.
- 유적지 원형보호, 담장 설치 폐쇄 보호, 건물 설치 보호, 복토 폐쇄 보호, 녹화(绿化)
표식 전시, 지면상이(地面不同) 재질 표식 전시, 환경재건, 생태보호 등 방법을 위주
로 한다.
- 유적지 보호와 민생혜택,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유산보호와 도시경제
및 문화가 동시에 발전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저우핑(周萍) 선생님은 “실제 사업에서 우리는 보호를 위주로, 합리적 이용과 문화의
확산, 민생의 개선과 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였다. 그 결과 유적지의 온
전한 보호와 전시, 문화에 대한 해석, 특히 환경개선, 민생혜택, 도시발전촉진을 함께 고
려하면서 실천 속에서 유익한 탐색을 진행하였는 바 1차적으로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례를 발표하였다.
2007년 말, 서안시위원회, 시정부에서는 충분한 조사연구를 기초로 민생개선과 도시발
전의 요구에 따라 대명궁유적지 전체에 대한 보호, 국가 고고유적지공원건설 및 유적지
주변 도시 개발 사업을 강력 추진하였다.
2008년 5월부터 문물에 대한 보호와 이용의 “4개 결합 원칙”, 즉 대형 유적지 보호와
현지 주민 생활수준 향상의 결합, 현지 경제사회 발전과의 결합, 도시 건설과의 결합, 현

205
백제역사유적지구 국제학술대회

지 환경개선과의 결합의 원칙을 따르기로 하였다. 충분한 고고발굴의 기초 아래 완전하
고 진실된 보호 및 전시 원칙을 기반으로 유적지보호, 고고유적지공원 건설과 성공적인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세 단계를 실천에 옮겼다.
‘세계문화유산’ 당나라 장안성 대명궁 유적지의 보호와 전시방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 사례를 발표하였다.
- 유적원형 보호: 대복전 大福殿, 삼청전 三清殿, 북궁장 北宫墙 등 유적 원형 전시
- 담장설치 폐쇄(砌体封闭) 보호: 함원전, 인덕전 유적지에 담을 쌓아 폐쇄 보호 및 전시
- 건물설치(建厅) 보호
- 복토폐쇄(覆土封闭) 보호
- 녹화표식(绿化标识) 전시
- 지면 상이 재질 표식(地面不同材质标识) 전시: 탈색 아스팔트, 흙모래
- 환경회복과 생태전시 등 다양한 보호 전시 방법 등을 실천하였다.
이와 같은 유적지 보호와 전시방식은 유적지 규모의 완전성, 구조의 명확성, 고고정보
의 진실성, 유적지 안전의 영구적 보장을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적지를 사람들의
생활근거지와 분리시켜야 한다. 또한 대명궁의 역사적 구조와 환경이 일정 수준에서 재
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특히 세계유산 등재신청 이후로 추진된 다양한 유적지 해석 및 활성화 방안은 크게 세
가지 모형으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는 성숙된 박물관 모형으로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 문물과 고적에 적용된다.
둘째는 보호적 전시 모형으로 선택적인 재현을 하는 것인데 옛 구조를 재현하고, 주변
환경도 시각적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꾸민다. 보통 전통건축 양식에 부분적으로 현대
건축공예를 결합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셋째는 무대활성화모형으로 핵심은 역사적 지역에 대한 부호화(符号化), 무대(舞台)
통한 역사정보의 재현, 활용방안의 제공, 시민과 관광객의 공동 참여, 고금 시공간 이동,
문화적 창의성이 있는 상품, 테크놀로지 응용 등이다.
대명궁 문화 활성화 과정에서 문헌연구와 고고학 성과에 결합시켜 세 가지 방식의 탐
색을 병행하는 동시에 다양한 방향에서 세 번째 모형을 활용한 유적지 문화 해석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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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즉 고고학 성과를 존중하는 기초위에 당나라 대명궁 유적지 자체의 문화적 가
치를 향상시키고, 흙토유적지의 시각적 형상 변화 문제를 극복하며, 다양한 문화적 해석
방법과 수단에 대한 합리적인 이용을 통해 도시의 문화 경관 구축에 노력함으로써 이야
기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볼거리도 있는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문화를 체험하고, 체
험 속에서 정신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대명궁 문화 활성화 방안은 백제역사유적지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
다고 확신한다. 저우핑(周萍) 선생님이 백제역사지구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지 알 수 없
지만, 옥내ㆍ야외ㆍ사이버 전시관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모사, 복제, 조소(雕塑), 모형
등을 통한 생동감있는 전시 또는 시연을 통한 문화 해석에 대하여, 낡은 건축물을 활용
또는 개수를 통해 고고탐색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디지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문화콘텐츠 제공에 대하여,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연구와 DB구축ㆍ활용에 대하
여, 특정한 시기에 테마 홍보에 대하여, 유관 행사와 축제 개최에 대하여, 사회관계망
(SNS)을 통한 전파와 공감대 형성 등에 대하여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 촉진 방안에 대하
여 저우핑(周萍) 선생님의 조언과 권고, 성공과 실패 사례 전파를 정중히 요청드린다.
저우핑(周萍) 선생님이 대명궁 유적지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제시한 대명궁 문
화의 가치 재연구에 대해서, 토론자는 중화민족이 계승해야 할 대명궁 문화에 대한 공동
체 관점에서 의미 분석과 인류문화에 있어서 대명궁 문화의 중요성을 연구하여 재해석
하는 것이 대명궁 문화의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다. 대명궁 유적지
보호와 문화 해석을 위한 방법론의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문화상대주의 관
점에서 문화다양성과 문화다원주의를 기반으로 대명궁 유적지 보호를 위한 세계유산 보
호를 위한 운용 지침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서 실크로드 연속유산의 당사국 중국과·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을 포함
해서 실크로드 노정의 국가와 민족들과 상호교류 관계성을 밝고, 유ㆍ무형유산을 기반
으로 지속가능한 교류증진을 위한 방법론 및 실천방안 연구와 실크로드 문화권을 해석
하는 공동 또는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당나라 장안성
대명궁 유적지 특유의 독창적인 문화상품의 개발 보급도 중요하지만 실크로드 문화권의
기반의 교역 물산을 공급하고, 교차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 좋은 발표에 감사드리고, 실크로드 문화권의 지속가능한 교류
협력을 희망한다. jhchoe58@nu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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