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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시설과 군사유산에 관한 
ICOMOS 지침(국문) 

2021 연례 총회 채택을 위한 제출을 고려하여 ICOMOS 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한 최종 초안

서문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여러 복잡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방어 시설과 군사유산을 구축했다.

먼 과거부터 최근에 이르기 까지 방어시설과 군사유산은 인류의 정주지, 국가, 지역의 역사에 중요

한 연결고리가 되었다. 동시에 권력이 투 된 요소로서 기념물과 유적지의 이용은 많은 공동체로 하

여금 물리적으로 고통스런 기억을 떠오르게 하 다. 공동체의 시각에서 이들 기억과 결과를 이해하

고 존중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인구, 방어시설, 군사유산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새로운 정체성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방어 시설은 인류 공동체 자체 방어에 필수 요소이다.  방어 시설

은 주변 문화 경관과 지형, 각 공동체 및 주거지와 연계 된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물의  통합 과정은 지역  공동체의 방어 시설의 발달과정에  향을 끼친 해당 공동체 및 지역사회

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역사적으로 방어시설은 다양한 건축 형태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공격과 방어기능을 위해 설계된 

흙 건축물부터 복잡한 구조를 망라하며, 원래 방어 체계의 기능이 지속되거나 낡아서 중단된 것도 

있다.

방어시설과 주변 문화경관에 대한 ICOMOS 지침의 목적

방어시설과 군사유산 헌장의 목적은 방어 시설 및 주변 군사 문화 경관의 보존, 보호 및 가치에 대하

여 적절한 개입과 연구방법의 기본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다.

지침서는 방어시설과 군사유산의 형태와 환경, 기능성에서 진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

로 하며, 이는 유형 및 무형 가치의 보존에 필수적이다. 

지침은 방어시설과 군사유산의 유무형적 가치 보호에 기여한다. 방어시설과 군사유산은 사실과 사

람, 공동체와 연결된 기억으로서, 지역 역사의 문화적 정체성의 표현이기도 하다.

방어시설과 군사유산 헌장 지침에 대한 필요성은 다음 두가지 사항에 기반하며, 더불어 방어시설

과 군사유산 관련 전문위원회 조성을 가능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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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시설과 군사유산에는 다른 유형의 유산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구별되는 특정 문제가 

있다.

• 방어시설과 군사유산은 다른 유형의 유산에서 인식된 것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다른 특정 가

치를 가지고 있다.

1 조. 정의 

방어시설과 군사유산은 공동체가 공격자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자연 (식물, 지질) 또는 복

합 물질을 이용하여 지은 구조물로 구성된다. 이들 구조물에는 군사공학의 결과물, 무기고, 해군 항만

시설과 항구, 병 , 군기지, 실험장, 군용이나 공격과 방어를 목적으로 만든 격리지와 건축물이 포함

된다. 

군사 문화 경관은 육상 해안 방어 시설과 흙 구조물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른 건축물이나 유적지와 

유사한 가치를 지니지만, 주의 깊게 연구, 분석, 보존할 필요가 있는 독특한 가지를 보유한다. 

신중히 연구, 분석 및 보존해야 할 그들만의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2 조. 특징 

다른 기념물이 문화경관에 통합되는 것과는 달리 방어 시설은 인류 초기의 형태인 방어 시설과 토

성, 방어 굴, 방어 돌출 암벽으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역사의 시기와 전 인류에 존재하는 

다음의 주요 원칙을 따른다.

• 장애물과 엄폐

  : 외부의 공격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과 위협에 대한 인간의 활동과 주거지를 보호하는 주요 속성.

• 통제력

  : 주거지로부터 가능한 멀리 경계 주변 지역을 감시하고 공격자가 방어 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방

지할 수 있는 기능.

• 방어진 깊이

  :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시간을 벌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공격자의 전진을 막기보다는 지연하고

자 하는 군사 전략으로서 연속 방어선 조성의 기원이 됨.

• 측면 방어(측방)

  :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으로서 일반적으로 수직 구조임 (예 : 성벽, 첨탑 또는 

방어 시설)에 적용.

• 억제

  : 견고한 경계상태와 방어상태를 유지함으로 외부공격세력 내부의 의심이나 두려움을 조장함으

로 적 공격을 억제하는 방어 전략. (즉, 여러 총〮포안, 성문과 첨탑의 치수, 벽과 입구의 장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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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시설 및 군사 유산에 적용되는 원칙

3조. 이론적 및 방법론적

3.1. 역사 건축적 진화, 구조물의 층위적 및 공간적 복잡성

목표 : 방어시설과 군사문화 경관의 필요성에 부응한 보존과 관리 종합지침을 마련함으로써 현재 

육상방어체계의 일부인 공간적 관계와 그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전략적, 건축적, 구조적, 전

략적 정보의 다양한 층위를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법론 : 방어시설의  복잡성과 다양함, 그리고 이들에 통합된  문화경관의 적절한 관리, 해석, 보호

를 위해 필요한 연구를 장려하기 위함.

3.2. 물리적 경계를 넘어선 외부 기능의 범주

방어 시설은 토적, 상업적 목적 또는 둘 다의 목적에 따른  별도의 기능적 범주뿐 아니라, 방어와 

각 시대의 군사기술의 필요에 따라 조성된 경계선을 넘는 외적 기능의 범주를 포함한다.

목표 : 운용 역(작전 지역) 관점에서 방어시설을 이해하기 위함.

방법론 : 방어 시설의 적절한 해석을 개발하기 위해 컬렉션, 고고학, 건축 구조물 및 디자인뿐만 아

니라 공간, 파노라마, 지배 시선 및 방어 및 보호해야 할 토를 포함한 문화 경관 앙상블을 

포함해야 하며, 상기 요소에 국한되어선 안됨.

3.3. 방어 시설의 공식적 기능적 특성에 관한 지식의 부재는 다른 유형의 유산 구조보다 훨씬 클 수 

있음

방어시설과 군사유산은 관련 기술과 전문 지식을 사용하여 조사하고 문서화 해야 한다.

목표 : 역사 구조물, 고고학 유적과 방어 시설 환경 및 그 문화 경관 보존에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함.

방법론 : 미래의 현장 관리인 및 책임 이해 관계자의 교육을 통한 방어 시설의 특징에 대한 전문 지식

을 강화하고 육성하기 위함. 적절한 과학적 보존 처리 및 정비 계획을 개발하기 위함.

3.4. 방어 시설과 공동체

방어 시설은 공동체와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이나 전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민감한 이슈 해

석 시 가치를 지배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를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목표 : 공동체에 그들의 역사, 변화하는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맥락과의 관계, 현대적 요소와 토 

방어 효과 간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적절한 해석을 개발하기 위함. 

공동유산으로서 초 국경적 가치 해석을 통해 유적 방문객과 지역 공동체의 이해를 강화하기 

위함.

가치성 규명의 올바른 해석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지식 도구를 통해 유적 방문객과 지역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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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이해를 강화하기 위함.

정체성 가치에 대한 포괄적이고 합의된 해석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도구를 개발하여 사이트

에 대한 방문자 및 지역 사회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식별, 해석, 접근 및 관리 정책에 대한 유

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UN SDGs)의 사람 중심, 권리 기반 접근 및 통합을 장려해야 한다

방법론 : 방문객과 지역 공동체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기 위해 유산 가치의 총체적 통합을 적용하

고, 감옥으로 재사용되는 요새와 같이 군사적 과거와 후속 재사용의 화해를 촉진하기 위함.

유적의 유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 문서, 정책, 구현 전략을 준비하기 위함.

정체성 인식과 소통의 가치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촉진하기 위함.

공동체 인식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개선하기 위함.

방어시설과 군사 유적지를 보호, 관리 및 해석하기 위한 조치를 개발하고 채택하는 데 있어 

정보 출처 공동체의 무료 사전 동의를 보장하기 위함.

3.5. 방어시설 사용 및 재사용

군사 작전의 변화하는 특성으로 인해 방어시설은 원래 건설된 특정 목적을 위해 재사용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방어 시설은 진입을 저지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오늘날 현행 용도와 요구사항을 위한 접근성에 명

백한 문제점들을 제시한다.

목표 : 지속 가능하고 적절한 재사용을 위해서만 방어시설과 군사유산에 대한 개입을 장려하기 위함.

완전성과 진정성의 파괴를 회피하기 위해 균형 있는 재사용을 하기 위함.

방어시설과 군사유산을 공동체의 증거와 집합 장소로 바꾸는 재사용을 장려하기 위함.

방어시설과 군사유산을 지식의 장소로 변화시키는 재사용을 장려하기 위함(즉, 역사, 과학, 

기술을 포함하는 군사 유산 해석의 장소 등).

방어시설과 군사유산을 평화, 포용과 화해의 메시지 전달 장소로 변화시키는 재사용을 장려

하기 위함.

방법론 : 전문 기술을 갖춘 전문가 팀 감독 하에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의 평가, 개발 및 구현을 통해 

모든 임의 변경, 복원, 재건 또는 구조 및 정주지 일부를 형성하는 역사적 자료의 제거를 방

지하기 위함.

방어 시설의 완전성 보존과 양립할 수 있는 규정/보호법을 준비하기 위함.

대체 접근성 제공을 위한 기술 사용을 장려하기 위함.

3.6. 방어 시설 및 도시, 경관과 영토적 차원

방어시설 체계, 단일 요소 또는 전체 네트워크로 대표되는 도시 유산의 보존 전략을 지속 가능한 발

전이라는 더 넓은 목표 내에서 잘 통합할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 환경의 질을 보호하고 개선하

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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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방어시설과 군사유산을 고립된 또는 분리된 구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또는 초국가

적 시스템의 구성요소, 토, 도시적 앙상블 정주지로서 이해와 해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을 제고하기 위함.

방법론 : 더 넓은 도시 맥락에서 역사 지구 규명,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문화 경관적 접근 방식을 사용.

물리적 형태, 공간적 조직 및 연결, 자연적 특성과 환경,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의 상

호 관계를 고려하기 위함.

3.7. 방어 시설은 일반적인 건축물이 아님

방어 시설은 단일 구조물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발전된 복합 다중 구조 방어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구조물의 다양성으로 구분 할 수 없는 발전의 주요 단계를 식별하고 

장소의 모든 중요한 물리적 요소 (즉, 구조, 문화 경관, 전망 등)를 상호 연결하는 유적에 대한 포괄적

인 이해 결핍이 있을 수 있다.

목표 : 연구 및 다학제적 이해를 위한 방법론적 도구를 개선하기 위함.

방법론 : 보전 관리 계획을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총체적 연구 및 평가를 촉진하기 위함;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함.

4 조. 가치

방어시설과 유산의 그러한 내재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측면이 그들의 보전, 복구 및 일반적

인 가치를 조건화하는 정도를 결정한다.

기념비로서의 방어시설은 건축구조물로서 기록적 가치가 가진다. 건축물을 짓게 된 사건과 그 건

축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는 의미와 관련된 건축적, 기술적, 예술적, 역사적 가치를 나타낸다. 

토를 구성하는 주체이면서 체계로서의 방어시설의 가치가 있다. 이런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유산의 

일부로서 방어시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보존과 복구, 일반가치에 향을 미치는 독특한 면을 가지

는지 결정한다. 

4.1.건축 /기술적 가치

방어 시설의 고유한 형태는 특정 전쟁 기술에 대응하여 이루어진다.  

기술적 가치 평가를 위해 군사 과학 및 공학의 변화에 대응한 혁신적 발전이 확인되고 입증될 수 있

도록 무기와 전쟁의 진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4.2. 영토와 지리학적 가치

토 구조로서 방어 시설의 가치는 방어 시스템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일부 방어 시설 구조물은 

독립적으로 고립된 요소일 수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문화적 경관의 주변환경을 형성하고 더 큰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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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가를 요구하는 문화경관의 유연제 역할을 하는 인접하지 않은 더 큰 구성요소 시스템의 일부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시스템의 가치는 각 부분의 특정 가치보다 크며, 모든 구조물이 평범하

게 보일지라도 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러한 가치 규명에 있어 위치의 전략적 이점과 어떻게 무기의 공간 배치, 예상 포위 또는 공격 유

형, 가용 방어 범위, 그리고 방어 토의 지형과 생태계에 대응하는 가에 관한 계획들을 고려할 수 있다.

4.3. 문화 경관적 가치

문화 경관의 가치는 방어시설의 물질적 및 기능적 맥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고립된 토의 

측면을 고려하며 방어 목적을 위한 군사 건설의 역할, 지배적 위치, 주변 토와 관련한 시각적, 물리

적 관계를 고려한다.

4.4. 전략적 가치

방어시설은 여러 지식의 융합된 상징물이다. 방어시설은 의사 결정력과 깊은 지식 뿐 만 아니라 통

치자 그룹의 사회적 응집력을 반 하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는 토 또는 지리적 가치 이상이다.

4.5. 인간/인류학적 가치

방어 시설은 다른 인간 집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따라서 분쟁 장소와 연계될 수 있

다.  방어 시설은 때때로 잔인하고 파괴적인 전투와 전쟁과 연관되어 있으며 다른 집단으로부터 승리

한 집단이 생기는 전쟁과 관련이 있다.  방어시설 구조와 문화 경관 모두 이해에 중요한 고고학적 정보

를 포함할 수 있으며, 역사적 출처를 통해 얻어질 수 없는 이러한 장소들의 과거 용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4.6. 기억/정체성/교육적 가치

방어 시설은 해당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의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은 갈등양상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여 공동체의 공유된 역사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사건을 통해 

종종 강렬한 개별적 학습 경험을 허용한다. 그것들은 그들이 설정된 문화적 경관과 관련하여 집단적 

기억에 속한다.

방어시설은 군사 유산의 문화적 경험과 관련된 고무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적 가치가 있다.

4.7. 역사적 가치

방어시설과 군사유산은 그 발달 및 사용 기간에 대한 특정 속성과 세계관을 구체화한다.  이러한 속

성들은 군사 유적지의 연구와 해석 및 현대 사회의 관계를 통해 이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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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사회적/경제적 가치

적절한 강화 조치를 통해 방어시설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지역 공동체에 경제적 이익을 제

공하고 새로운 가치와 지식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자극 효과를 활성화해야 한다.

5조. 개입 수단

지역 공동체와 협력하는 연구팀의 이러한 가치 인식은 매우 중요하며 개입의 첫 번째 방법론적 단

계로 구성된다. 이 팀은 다 학제적이어야 하며 최소한 군사사, 건축, 예술사, 건축 자재 및 기술, 고고

학, 경관 해석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가는 지역 사회가 모든 개입을 수용할 수 있도

록 지역 공동체 그룹과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예비 작업에 의해 생성된 지침은 모든 개입 프로젝트에

서 준수되어야 하며 이 팀은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개입의 모니터링, 개발 및 구현의 일부여야 한다.

5.1. 모든 개입은 종합 보전 계획을 기반으로 해야 함. 이 마스터 플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함

장소의 역사 연구 및 그 발전 및 용도의 모든 기간; 형태학 개발 연구; 지형적/평면조사; 고고학연구 

평가; 구조평가; 구조분석; 보존진단 및 모니터링; 문화경관연구; 해석연구; 재사용-가능성 평가; 활

용가능성 평가; 유틸리티 평가; 권장사항; 위험대비/재난계획; 사업계획; 방문자 조사 계획; 방문자 

활용계획; 보호계획; 보존계획; 관리계획.

모든 종합 플랜은 유사한 방어시설 및 군사 유산에 대한 특정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적절한 자격을 갖

춘 전문가로 구성된 학제 간 팀에 의해 개발되어야 한다.

5.2. 모든 개입은 방어 시스템 및 주변 환경과 관련하여 유적의 가치의 총제적 통합을 기반해야 함

5.3. 모든 개입은 짐바브웨 헌장 및 Vitruvian Triad: "Firmitas, Utilitas et Venustas"와 관련하

여 방어시설 및 군사 유산의 요소 및 특성과 호환되어야 함

“전통적” 또는 “혁신적”인 기술 사이의 선택은 안전과 내구성 요구 사항을 고려해 유산 가치와 가장 

덜 상충되고, 가장 잘 호환할 수 있는 개별 사례와 및 선호도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ICOMOS 헌장 

- 건축 유산의 분석, 보존 및 구조 복원을 위한 원칙 (2003).

방어 시설의 경우 방어 기능의 특성상 구조나 파괴에 따른 과거 "손실"사례는 복원이 아닌 보존되어

야 하는 역사적 사건의 표식으로 간주 될 수 있다.

5.3.a. “Firmitas” 호환성의 개념은 역사적 재료와 구조적 복원 및/또는 보강에 사용되는 재료 간

의 기계적 호환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항상 최소한의 향 개입을 선호한다.

5.3.b. 기능적 호환성 또는 “Utilitas”는 방어시설의 기능, 경로, 접근적 관점에서  그 구성요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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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반 하는 산물이다 

5.3.c. 미학적 또는 “Venustas” 호환성은 개입이 원형과 미학적으로 호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러나 개입하기 전에 층위적 분석의 속성을 보장 해야 하고 개입 자체의 층위적 가

독성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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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시설과 군사유산에 관한 
ICOMOS 지침(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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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문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세계유산학과(대학원)∣최재헌 교수

희의명 국외학술교류에 주요 문서(영문·국문번역본) 검토에 따른 향후 활용 방안 제안

자문일시 2021.11.30 자문장소 최재헌 교수 연구실

참석자
경기문화재단(2명): 조두원, 김도형

자문(1명): 최재헌(건국대학교 지리학과, 세계유산학과(대학원))

▶ 자문 의견

2021년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총회 채택문서 : 성곽과 군사유산에 대한 ICOMOS 지침에 관한 자문의

견서입니다. 전체적으로 원문의 구성 형식에 따라서 충실하게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압축 번역을 

하여서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지 않거나 존칭어가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많습니다. 가급적 명확하게 풀어서 

의역을 할 필요가 있어보이며, 군사 전문용어 등에 오류가 많이 발견됩니다. 우선 눈에 띄는 수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다양한 복합설계방식의 --> 여러 복잡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선사시대부터 복합설계가 된 것 같은 해석)

 심지어 전체 지역 형성과 발전의 역사와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지역의 역사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다. 

 At the same time, the use of these monuments and sites as elements of power projection 

remain a painful physical reminder for many communities. Understanding and respecting these 

memories and consequenc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se communities can generate new 

identity references that positively re-sign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fortifications 

and military heritage.  --> (번역이 안되어 있음). 동시에 권력이 투영된 요소로서 기념물과 유적지의 

이용은 많은 공동체로 하여금 물리적으로 고통스런 기억을 떠오르게 하였다. 공동체의 시각에서 이들 기억과 

결과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인구, 방어시설, 군사유산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새로운 정체성

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역사 방어 시설에는 건물, 복합 구조물 또는 영토 관방 체계가 포함되어 방어 기능을

 지속하거나 필요에 따라 고유 용도가 중단된 것이 포함될 수 있다. --> (오역) 역사적으로 방어시설은 다양한 

건축 형태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공격과 방어기능을 위해 설계된 흙건축물부터 복잡한 구조를 망라하며, 원래 

방어 체계의 기능이 지속되거나 낡아서 중단된 것도 있다. 

 방어 시설 및 주변 군사 문화 경관의 --> 방어시설과 주변 문화경관의 (두개 병렬은 과와 와 사용) 

 가치에 적절한 개입과 연구 방법에 대한 기본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다. --> 가치에 대하여 적절한 개입과 

연구방법의 기본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다. (문맥 혼란)

 형태, 주변 환경 및 연계 유산의 기능 간 관계에 관한 명확성을 높이고, 진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유형 및 무형 가치의 보호 및 향상을 포함한 모든

 속성의 보존에 필수적이다. --> (주어가 없는 비문) 지침서는 방어시설과 군사유산의 형태와 환경, 기능성에서 

진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고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유형과 무형의 가치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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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포함하여 모든 속성을 보존하는데 필수적이다. 

 무형적 가치의 보호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 가치는 사람, 공동체 및 지역 역사의 문화적 정체성의 표현과 

관련된 ‘기억’이라 할 수 있다. --> (문장 해석 오류) 지침은 방어시설과 군사유산의 유무형적 가치 보호에 

기여한다. 방어시설과 군사유산은 사실과 사람, 공동체와 연결된 기억으로서, 지역 역사의 문화적 정체성의 

표현이기도 하다. 

 방어시설과 군사유산은 군사 공학, 무기고, 항만 및 해군 전장, 병영, 군사 기지, 군시험장 및 군사 및 방어 

목적으로 조성 및 사용되는 기타 특수거주지 및 건축물과 같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 (즉 초목 또는 지질) 또는 인공적 물질로 지어진 모든 구조물로 구성된다. --> (원문 번역과 상이한 

구조) 방어시설과 군사유산은 공동체가 공격자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자연 (식물, 지질) 또는 복합 

물질을 이용하여 지은 구조물로 구성된다. 이들 구조물에는  군사공학의 결과물, 무기고, 해군 항만시설과 

항구, 병영, 군기지, 실험장, 군용이나 공격과 방어를 목적으로 만든 격리지와 건축물이 포함된다. 

 고금을 막론하고 전장, 영토 또는 해안 방어 시설 및 토성을 포함한 군사 문화 경관은 타 유산 건물 및 유적지와 

유사한 가치를 갖고 있지만, --> (오역)  군사 문화 경관은 육상 해안 방어 시설과 흙구조물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른 건축물이나 유적지와 유사한 가치를 지니지만, 주의깊게 연구, 분석, 보존할 필요가 있는 독특한 

가지를 보유한다. 

 characteristics  --> 특징으로 번역할 것. 특성은 성질과 관련한 용어

 Fortifications more than many other types of architecture have an integral relationship with 

the surrounding cultural landscapes.   --> 미번역 및 오역

 They exhibit a number of principles present in all regions of the world and manifest in every 

period of human history. Perhaps more than other categories and types of heritage, an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history and strategic rationales for the design and location of 

fortifications is indispensable for their proper conservation and protection. The following terms 

define some of the main characteristics of strategies used in conjunction with fortifications 

and military heritage:  --> 미번역 및 너무 간결하게 번역하여 뜻이 통하지 않음. 

 장벽과 보호: --> 장애물과 엄폐

 명령 --> 통제력

 깊이(해자) --> 방어진 깊이

 측면 --> 측면 방어(측방)

 포괄적 보존 및 정비 지침 개발을 통한 공간 관계와 현대적 요소는 방어시설과 그 문화 경관의 요구에 상응한 

특수 지침 개발을 통해 구조적ﾷ층위적 정보, 공간 관계와 현대적 요소로 구성된 여러 층들을 보존하기 위함. 

--> (오역, 비문임 재번역 필요) 방어시설과 군사문화 경관의 필요성에 부응한 보존과 관리 종합지침을 마련함

으로써 현재 육상방어체계의 일부인 공간적 관계와 그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전략적, 건축적, 구조적, 전략적 

정보의 다양한 층위를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다.    

 To reinforce visitors and local community appreciation of the site by developing effective tools 

that foster a comprehensive and consensual interpretation of identity values, in order to 

encourage a people-centered, rights-based approach and integration of the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 SDGs) to identification, interpretation, access and 

management policy. 인간 중심의 권리 기반 접근 방식과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UNSDGs)의 식별, 

해석, 접근 및 관리 정책과 통합하기 위함.---> 오역 및 미번역, 사람중심, 권리 중심을 나누어 번역할 것. 

 To prevent all arbitrary alterations, restorations, reconstructions, or the elimination of historical 

material forming part of the structures and settlements, through assessments,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Conservation Master Plan to be overseen by a professional team 

with specialist skills 전문 기술을 갖춘 전문가 팀 감독 하에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의 평가, 개발 및 구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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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모든 임의 변경, 복원, 재건 또는 구조 및 정주지 일부를 형성하는 역사적 자료의 제거를 방지하기 

위함. --> 오역 

 방어시설과 유산의 그러한 내재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측면이 그들의 보전,

 복구 및 일반적인 가치를 조건화하는 정도를 결정합니다.--> 이후에도 동일한 오역이 나타남. 우리말 어미를 

존칭어 배제하여 번역할 필요.  

 There is also the value of fortifications seen as a system, as an organizer of the territory.  

영토 계획의 주최이자 시스템으로 간주되는 방어시설의 가치도 있다. --> 오역. 영토를 구성하는 주체이면서 

체계로서의 방어시설의 가치가 있다. 

 The recognition of these values is what determines the degree to which the fortifications, 

as part of our heritage, have unique aspects that affect their conservation, rehabilitation, and 

general value.  이러한 가치에 대한 인식은 우리 유산의 일부인 방어시설의 보존, 복구 및 일반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한 척도에 관한 정도를 결정합니다. --> (오역) 이런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유산의 일부로서 

방어시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보존과 복구, 일반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면을 가지는지 결정한다.  

 Territorial and geographical value.  영토/지리적/문화 경관적 가치 --> 영토와 지리학적 가치 

 others may form part of a larger system of non-adjacent components that shape the 

surrounding cultural landscapes and require evaluation in a broader context. 다른 경우에는 더 

넓은 맥락에서 평가를 요구하는 문화 경관의 유연제 역할을 하는 인접하지 않은 더 큰 구성 요소 시스템의 

일부를 형성할 수 있다.--> 문화경관의 유연제는 오역임. 

 respect for its enclave,  다른 요소들 중에서도 영토에 대한 존중,--> enclave는 타국에 둘러싸인 영토를 

의미함. 따라서 ‘고립된 영토의 측면을 고려하고’ 등으로 의역 필요.  

 one group being victorious over another defeated group. 그 결과 한 무리가 정복당한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전체적인 문장들 연결이 되지 않음(오역), “다른 집단으로부터 승리한 집단이 생기는 전쟁과 

관련이 있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공한다. 

 집단적 기억에 속합니다. --> 속한다. 앞의 전체 문장을 재번역 필요. 

 Intervention parameters 개입 원칙 --> 개입 수단으로 번역 

자문위원

성명 직위 및 소속 서명

최재헌

교수

/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세계유산학과(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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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총회 의제

2.1 유사 신규 등재유산 분석 

  - 네덜란드 물 방어선 (네덜란드, 국문)

  - 네덜란드 물 방어선 (네덜란드, 영문)

  - 전문가 자문: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이화종 연구조교수

2.2 정책 이슈 분석

  - 최근 갈등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유적지에 관한 연구(국문)

  - 최근 갈등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유적지에 관한 연구(영문)

  - 전문가 자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화유산연구센터, 이현경 연구교수

2 0 2 1  정 조 문 화 유 산  세 계 유 산 화 사 업  국 외 학 술 교 류  결 과 보 고  자 료 집 ∣ 正 祖 文 化 遺 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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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사 신규 등재유산 분석 

네덜란드 물 방어선 (네덜란드, 국문)

네덜란드 물 방어선 (네덜란드)

759bis

등재신청 공식명칭 당사국

네덜란드 물 방어선

위치

노르트 홀란트, 위트레흐트, 겔데란트, 

노르트-브라반트 및 쥐트-홀란트 주

네덜란드

유산 개요

Dutch Water Defense Lines는 신 네덜란드 물 방어선(NDW)과 Amsterdam Defense Line으

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덜란드 행정 및 경제중심지의 가장자리를 따라 200km가 넘는 방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1815년에서 1940년 사이에 구축된 시스템은 96개의 요새, 제방, 수문, 펌핑 스테이

션, 운하 및 침수 기둥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지의 일시적인 범람으로 인한 피해

로부터 네덜란드를 보호하고 있음. 이 시설은  16세기부터 네덜란드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방위용 유

압 공학의 특별한 지식 덕분에 개발되었으며 요새의 배치선을 따라서 각각의 제방에는 자체 침수 시

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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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의 종류

1972년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 규정된 문화유산의 범주와 관련하여 이것은 유적지, 기념물 및 건

물 그룹의 연속 유산 확장을 위한 지명임.

1. 기본 정보

잠정 목록에 포함

2011년 8월 17일

배경

확장된 세계 유산. 

1996년 기준 (ii), (iv) 및 (v)에 따라 등재된 세계유산 암스테르담의 방어선 (DLA) 

2017년에 당사국은 몇 가지 추가 및 축소를 포함 한 암스테르담 방어선(DLA)의 경미한 경계수정

을 제출했지만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러한 수정을 승인하지 않았음. 2015년에 ICOMOS 자문단이 암

스테르담 방어선(DLA)과 신 네덜란드 물 방어선 (신 네덜란드 물 방어선(NDW))를 방문하여 확장 가

능성에 대한 조언을 제공했음.

자문 및 기술평가 임무

ICOMOS 국제학술위원회, 회원 및 독립 전문가가 데스크 리뷰를 제공했음.

ICOMOS 기술평가 실사가 2019년 9월 2일부터 14일까지 현장실사를 진행했음.

ICOMOS에서 받은 추가 정보

2019년 9월24일에 당사국에 요청서신 발송되었으며 경계수정 및 보호 메커니즘에 대한 추가 정보

요청. 

- 완충구역에 대한 근거; 매우 역동적인 역 분석을 위한 방법론.

2019년 12월 ICOMOS 세계 유산 패널이 확인한 문제를 요약한 임시 보고서가 당사국에 제공되었

음. 제외하도록 제안된 역에 대한 보호 및 관리 메커니즘을 포함한 추가 정보가 중간 보고서에 요청

되었음. 완충구역의 근거에 대한 설명; 고도로 역동적인 역 분석의 추가 정보.

추가 정보는 2019년 10월 23일 및 2020년 2월 25일에 당사국으로부터 접수 되었으며 이 평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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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의 관련 섹션에 통합되었음.

이 보고서의 ICOMOS 승인 날짜

2020년 3월 12일

2. 속성 설명

참고: 등재신청서 및 추가 정보에는 속성, 역사 및 보존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음. 

평가 보고서의 용량 제한으로 이 보고서는 가장 관련성이 높은 측면에 대한 간략한 요약 제공.

설명 및 역사

확장 등재 신청유산은 기존의 세계유산 암스테르담 방어선(DLA)에 신 네덜란드 물 방어선 (신 네

덜란드 물 방어선(NDW))을 추가하여 세계유산 네덜란드 물 방어선(DWDL)이 될 것을 제안함. 이 지

명은 또한 세계유산 암스테르담 방어선 경계에 대한 경미한 확장 및 축소를 제안함.

제안된 확장은 암스테르담 방어선(DLA)과 연결될 신 네덜란드 물 방어선(NDW)을 포함한 하나의 

큰 구성 요소로 구성되며, 기존 세계유산의 이전에 분리된 두 개의 구성 요소를 포함함 (Vijfhuizen 

근처의 759-004 Advanced 요새 및 759-008 요새 Kijkuit). 그리고 세 개의 작은 구성요소.

이것들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임.

세계유산 암스테르담 방어선(DLA)(1883년에서 1920년 사이에 지어진)은 암스테르담을 둘러싸

고 있는 요새, 운하, 제방 및 침수 웅덩이로 구성된 연속 시스템으로, 길이가 약 135km에 이르는 방

어 구역을 만들고 46개의 주요 요새를 갖추고 있음. 신 네덜란드 물 방어선은 Markermeer (북쪽)에

서 Waal River (남쪽)까지 길이가 85km에 이르는 시스템임.

45 주요 요새 포함; 또한 확장 등재 신청유산선에는 굽은 라인강 (Kromme Rijn), Tiel 침수 운하 

(Inundatiekanaal) 및 Pannerden 요새가 포함되며 신 네덜란드 물 방어선의 일부인 주요 방어선

에서 최대 50km 떨어져 있음.

확장 등재 신청유산 및 세계유산은 침수 지역, 수력 설비 및 일련의 요새 및 군사 기지를 기반으로 

단일 군사방어시스템을 보여줌.

제2차 세계 대전까지 네덜란드 저지대 지역의 무릎 높이까지 범람하는 침수지대는 도보나 배로 적

군의 이동을 저지했기 때문에 우수하게 입증된 방어 수단이었음. 이 시스템은 이러한 습지대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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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발한 물 관리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을 기반으로 함. 습지를 농지로 바꾸고 농작물을 재배하려

면 땅에서 물을 제거하고 운하와 해자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했음. 운하, 해자 및 인공수로에 

의해 다른 구획과 분리된 토지의 구획인 간척지들이 점진적으로 생성되었음. 펌핑 스테이션은 웅덩

이에서 물을 강이나 더 큰 운하에 연결된 수로로 배수했음. 땅에서 물을 제거 할 수 있다면, 물을 다시 

가져와 간척지들을 침수시킬 수 있음.

첫 번째 물 방어선  구 네덜란드 물 방어선  80년 전쟁 (1568-1648) 당시 스페인 사람들이 침수지

대를 가로 지르기 위해 제방을 쌓았고, 수년 동안 암스테르담과 헤이그의 중심지를 보호했던 시기에 

시작되었음.

신 네덜란드 물 방어선(신 네덜란드 물 방어선(NDW))의 건설은 위트레흐트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1815년에 시작되었음. 1940년까지 새로운 방어요건을 수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수되고 조정되

었음. 신 네덜란드 물 방어선 은 9개의 침수 지대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략 북-남 

/ 남-서 방향으로 85km의 거리에 걸쳐 있음. 요새 및 기타 방어 구조물과 기존 요새화된 마을은 고가 

지역 또는 접근 경로와 같은 취약 지점을 보호했음.

1880년대에 신 네덜란드 물 방어선은 1920년 완공된 암스테르담 방어선의 개발로 인해 연장되었음.

암스테르담 방어선은 방어시설로 건설되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경관의 높이 또는 강물 흐름의 방향

의 작은 차이를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물 관리에 대한 더 높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했음. 또한 고

폭탄의 개발에 대한 대응으로 더 많은 수의 요새 및 기타 방어 구조물이 모두 콘크리트 또는 철근 콘크

리트로 지어졌음.

기존제방을 사용할 수 없었던 곳에 Zuidwijkermeer 간척지 또는 Harlemmermeer 간척지와 같

은 새로운 군용 제방이 건설되었음.

신 네덜란드 물 방어선은 Muiden의 IJsselmeer (당시 명칭: Zuiderzee)에서 Werkendam의 

Biesbosch 하구까지 이어짐. 확장은 신 네덜란드 물 방어선의 방어 시스템을 추가하여 기존 연속유

산의 주요 구성요소를 확장하고 독일 국경근처의 Werk IV요새, Tiel 침수 운하 및 Pannerden요새

의 세 가지 작은 구성 요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구성됨.

신 네덜란드 물 방어선이 펼쳐진 경관이 방어선 건설을 결정했음. 방어 시스템은 침수 지대를 기반

으로 하며 취약한 지점을 보호하기 위한 해자, 운하, 펌핑 스테이션 및 수문 및 요새 건설과 함께 방어 

목적으로 자연 및 침몰된 경관 기능이 제공하는 잠재력을 활용했음 (예: 불가항력 구역). .

신 네덜란드 물 방어선 시스템에는 세 가지 주요 기능이 있음.

· 전략적으로 배치된 환경

· 물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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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 요새

전략적으로 배치된 환경

신 네덜란드 물 방어선은 해수면 위와 해수면 아래에 위치한 네덜란드 토의 경계를 따라 지어졌

음. 수위 차이는 침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제방, 부두, 해자, 분지 및 웅덩이를 포함하여 경관의 

기존 요소가 방어 시스템 내에서 사용되었음. 취약한 지점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요새는 원형구간 

내 엄격한 건물제한으로 인해 보호 되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확인되고 있음. 구조물 건설은 

또한 위치에 대한 방어 기준을 존중하고 방어 구조를 제공해야 하는데 방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경

관 기능을 사용하면서 침수기능의 가능과 군사시설의 위장효과를 가능케 했음.

또한 요새화된 도시와 마을의 '도시 경관'은 전략적으로 배치된 경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대부

분은 주요기능을 보존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확인 할 수 있음.

물 관리 시스템

신 네덜란드 물 방어선이 건설된 지역은 여러 큰 강이 교차하는데 수세기 동안 물을 통제하고 농업 

및 운송에 사용하기 위한 구조와 조치가 개발되었음. 제방, 해자 및 수문이 있는 제방 시스템은 신 네

덜란드 물 방어선 기초를 구성하는데, 이는 신속하게 침수를 달성하고 필요한 곳에 물을 전달하기 위

해 임시 구조 및 관리 메커니즘을 통해 강화되었음.

군사 요새

군사요새는 침수가 불가능하거나 적이 피할 수 있는 높은 위치와 장소에 건축 되었는데 다양한 군

사 공학, 무기 및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1815년에서 1940년 사이에 다양한 유형으로 방어 구조물이 

건설되었음. 구 네덜란드 물 방어선에 이미 포함된 중세 요새와 마을을 포함하여 기존의 여러 요새화

된 구조물이 개조되고 현대화되었는데 1815년부터 1963년까지의 7단계 건설은 등재신청서에 설명

되어 있음.

표준 유형의 요새는 위치와 지역 상황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조정되었음. 많은 요새 중에서 등재신

청서에 전진요새의 예로 Spion 요새와 Vuren 요새를 명시하고 다양한 접근로를 차단하는 요새로 

Everdingen 요새를 명시함.

다음 세 가지 구성 요소도 제안된 확장의 일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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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k IV 요새

강화된 화력으로 인해 기존 요새가 취약 해졌을 때 요새화된 마을 Naarden을 보호하기 위해 지어

진 Naarden Offensive는 5 요새로 구성된 단일시스템으로 유일하게 현존하는 구조로. 다각형 레이

아웃, 마른 해자, 벽돌로 만든 벽, 작은 벽으로 만든 요새의 조합을 보여줌.

Tiel 침수 운하

3km 길이의 운하로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물을 수송하기 위해 Waal과 Linge강을 연결하는데 

Linge강물을 사용하여 Culemborgerwaard 및 Tielerwaard의 간척지들을 침수시킬 수 있게 하는

데. 1870년 보불전쟁 발발 시기에 건축되었음.

Pannerden 요새

이 요새는 신 네덜란드 물 방어선의 침수 시스템이 의존하는 물의 공급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 국경

근처의 Waal과 Pannerden 운하의 분기점에 1869년에서 1871년 사이에 지어졌음.

경계

확장 등재 신청유산을 구성하는 4개 구성요소의 면적은 총 38,446.57ha이고, 제안된 감소면적은 

총 1,242.99ha로 전체 제안된 중요한 경계 수정이 37,203.58ha로 늘어났음.

당사국은 세계유산에 대한 완충구역을 제안하고, 건물의 외부 경계에서 10km를 확장하여 본질적

으로 요새화된 시스템의 바깥 쪽, 적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되었던 쪽을 포함하는 확장을 제안

함. 유산내부의 완충구역은 폭이 50m 역으로 제한되었으며 총 완충구역은 191,722.63ha임.

당사국이 제안한 주요 추가 사항은 신 네덜란드 물 방어선(NDW) (37,723.01 ha)을 구성하는 하

나의 큰 구성 요소이며, 세 개의 작은 추가 구성 요소와 약간의 추가 및 감축으로 보완됨.

제안된 경계에는 요새와 제방으로 구성된 전체 요새라인과 연결된 요소가 포함됨.

- 일부 요새화된 도시와 고대 방어 시스템의 기타 유적.

- 해자와 주변 환경이 있는 요새;

- 더 작은 요새, 대피소 및 기타 방어요새에서 멀리 떨어진 넓은 지역에 흩어져있는 방어 시설 및 장

치 (손상되었거나 사라졌지만 복원 또는 재건된 참호 포함)

- 침수 지대를 겨냥한 물 제어시스템 수로, 제방, 수문, 게이트 및 방어 목적으로 구성된 관련 시설;

- 목초지와 농업에 사용되는 개활지에서 관측되는 침수 지대

- 방어 시스템의 일부 던 일부 호수 또는 구 침수지.

경계 정의에서 몇 가지 일반적인 매개 변수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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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되곤 하던 교외지역을 향한 가시성과 요새 앞 개활지를 유지함.

- 내부 측면, 즉 요새 방어선과 보호하려는 도시 사이에 확장되는 개방된 땅의 일부를 유지함 (완전

성 문제로 인한 규칙보다 더 예외 임).

- 제방, 도로, 강둑과 같은 자연적 및 인공적 특징의 한계를 따름;

- 다음 마을 제한 및 도시 지역 제외.

사실, ICOMOS는 제안된 확장이 주로 바깥쪽으로 확장된다는 것에 주모했음. 내부에서는 요새를 

연결하는 제방 바로 뒤에 있는 가느다란 땅으로 축소되는 경우가 많음.

ICOMOS는 침수지역의 포함과 관련하여 채택된 이론적 근거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

함. 일반적으로 제안된 확장은 요새에서 침수지역까지의 역을 포함하지만 특정 침수지역과 군사시

설은 요새 바깥에 위치하는 등 실제 상황은 더 복잡함. 예를 들어 위트레흐트 (제안된 네덜란드 물 방

어선의 일부) 지역에서 건설 당시 방어선과 내부경관 사이의 관계가 조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방어선이 도시 경계를 따라 안쪽에 위치하므로 침수지역이 안쪽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부 구역 내의 개활지가 제안된 확장의 경계 내에 포함되지 않기도 함. 제안된 확장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기준 v)에 기여하는 설계 경관 및 유압시스템은 내부 및 외부 모두에 확장됨. 위

트레흐트 근처에서 확장 등재 신청유산의 경계는 물 방어선의 개별 방어기능을 중심으로 매우 좁음.

따라서 ICOMOS는 위트레흐트 인근 지역에서 확장 등재 신청유산 경계가 수정되어야 하며 방어 

시스템과 그 관계를 설명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사료됨.

경미한 추가 및 감소

다음은 기존 세계 유산에 추가 및 제거를 위해 제안된 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임.

등재신청서는 당사국이 암스테르담 방어선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고 강화할 수 있다고 생

각되는 새로운 3 역의 포함을 제안함.

이들 각각은 침수 지역을 추가하여 경계의 시각적 완전성과 일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됨. 

Starnmeer간척지 (A1), Spaarnwoude (A2), Vijfhuizen (A3) 근처의 Vorstelling 부근의 침수 지

역임.

2017년에 소규모 경계 수정절차를 통해 추가로 제안된 두 역이 이제 암스테르담 방어선(DLA) 

세계 유산의 확장으로 제안된 가장 큰 구성 요소에 포함됨.

동시에 기존의 세계 유산에서 제거 할 7개 지역이 제안되었으며 각 지역은 B1과 B2의 두 그룹으로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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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1은 개발이 계획에 포함되거나 1996년 이전에 승인되었고 이후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현재 

세계유산 암스테르담 방어선(DLA)에서 제외하도록 제안된 5개 역 (B1.1 ~ B1.5)을 포함함. 당사

국에 따르면 이러한 역은 원래 등제신청에 포함되어서는 안되었음. 또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중

요한 속성은 이러한 제외로 인해 향을 받지 않음.

B1.1 (-156ha)-Heemskerk시의 자치구역인 Broek간척지는 암스테르담 방어선(DLA)의 침수

지역으로 1993년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Broek간척지의 주택 단지는 1996년부터 

개발되었음.

B1.2 (-97.5ha)-A9 서쪽의 Wijkermeer간척지, Beverwijk시는 'De Pijp Industrial 

Plan'(1964년 승인)에 따라 1990년대에 이곳에 건설된 산업 항구단지임.

B1.3 (-202.7 ha)-Haarlem의 동부, Haarlemmerliede / Spaarnwoude 및 Haarlemmermeer

시 에는 1981년과 1997년 사이에 지어진 두개의 산업단지 (De Liede 및 Polanenpark)가 

있음.

B1.4 (-113.9ha)-Haarlemmermeer시 자치구역인 Floriade 구역 Vijfhuizen은 1993년에 미

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2년부터 완전히 건축되었음.

B1.5 (-27.4ha)-Haarlemmermeer시의 자치구역인 Hoofddorp의 Vrijschot Noord는 1993

년 승인된 구역 계획에 따라 1994년부터 주택 단지로 개발되었음.

당사국은 완전성 및 진정성의 손상과 관련한 위험요소의 감소와 삭제 대상 역에 포함될 수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원하는 어떠한 속성도 해당 없음을 정당화함.

그룹 B2는 인근 스키폴 공항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1996년 이후로 돌이킬 수 없는 개발이 발생

했음을 기반으로 두 역에 관한 삭제 제안을 다룸. 당사국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중요한 속성이 이

러한 제외의 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함.

B2.1 (-22.8ha)-Edam 비즈니스 유산은 암스테르담 방어선(DLA)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후 

2011년에 채택된 Plabeka 구현 전략의 결과로 세계유산의 일부 경계 내에 위치하며 상이한 

보호장치로 인해 국가 보호경관과 세계유산 사이의 통제를 벗어났음.

B2.2 (-622ha)-Geniedijk 및 Haarlemmermeer시 주변지역은 스키폴 공항 남쪽의 암스테르

담 방어선 남서쪽에 있음. 스키폴 공항구역은 국가 경제 우선 순위가 있으므로 공항 근처의 

개발 확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압력이 존재함. 스키폴 물류단지는 현재 건설 중으로 고층 또

는 주거용 건물은 허용되지 않는데 현재 다른 개발이 존재하거나 계획 중임. 레크리에이션 

공원인 Geniepark가 개발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암스테르담 방어선(DLA)의 개별 속성인 

요새, 운하, 제방 및 관련 수목 라인이 포함됨. 이 구역에 제안된 경계축소는 본질적으로 

Geniepark의 유산 속성을 감소시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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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MOS는 제안된 경계 축소는 비록 그 규모가 등재유산 전체 및 확장 등재 신청유산에 비해 규모

가 광범위하지는 않지만, 이 유산 내 뿐 아니라 타 세계 유산과 관련하여 더 유사한 제안에 대한 선례

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함.

ICOMOS는 당사국이 제안한 삭제 지역에 대한 특정 조치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함. 단

지 일부 축소, 즉 유산 외부에 있는 요소만 완충구역에 포함되는 반면에 안쪽에 네덜란드 물 방어선

(DWDL) 내부 50m만 완충구역 만 제안됨.또한 당사국은 대부분의 경우 개발이 아직 모든 경우에 시

행되지는 않았음에도 등재신청 당시 이미 승인되었다고 설명했음. 법적 체계가 수정되었으며 (보호 

및 관리 섹션 참조) 현재 이에 따라 기 등재 세계 유산과 확장 등재 신청유산이 개발 제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음을 알렸음.

ICOMOS는 위와 같은 발전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당사국이 최근 유산에 대

한 추가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에 따라 조치를 취했음을 이해함. 그러나 ICOMOS는 제안된 축소

가 추가 고갈을 방지하고 가능한 경우 임시 설계 조치를 통해 부분 복구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된 축소

에 대해 구체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음에 주목함.

또한 ICOMOS는 제안된 축소가 암스테르담 방어선의 폭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삭제 제안된 

일부 부분, 예를 들어 스키폴 공항 인근 지역은 다른 부분보다 더 높은 민감도를 보여주는 것에 주

목함.

스키폴 공항 인근 제방은 전반적으로 좋은 보전 상태이나 제방 내부의 인프라 개발과 고층 건물은 

부정적인 향을 미침. 바깥 쪽의 침수 지역은 여전히 ??볼 수 있지만 산업건축물은 추가 개발을 위해 

지정된 개활지에 흩어져 있는데 이 지역의 개발은 현 경관의 도시화를 촉진하고 제방 옆 녹색지역의 

건물, 건축 및 조경의 매우 정확한 배치만이 방어선의 연속성을 보존 할 수 있음.

또한 이 경우 일부 개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암스테르담 방어선(DLA)의 양쪽에 미치는 

향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ICOMOS는 7개 삭제 제안 지역 중 6개 (B1.1에서 B1.5 및 B2.1)가 모두 완충구역에 포함

되고, 잔여 유산의 중요성에 관한 추가적 감소 방지, 예를 들어 재개발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이미 실

현된 개발의 부정적인 향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특정 보호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다

는 조건 하에서만 허용 될 수 있다고 판단함. 

반면 ICOMOS는 유산구역의 너비가 너무 많이 줄어들고, 너무 길어지면 암스테르담 방어선(DLA)

의 완전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B2.2의 감소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또한 ICOMOS는 

Geniedijk의 방어선 바깥 쪽을 따라 진행되는 개발이 현재 제안된 것보다 더 먼 거리를 유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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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그리고 암스테르담 방어선(DLA)의 측면에 추가적으로 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되

어야 한다고 판단함.

내부적으로는 스키폴 공항 구역 내에서 개발의 부정적 향을 완화하고 / 또는 적어도 중간에서 장

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완전성을 부분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개발기간 등 가능한 조치를 고안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완충구역

완충구역은 DWDL의 바깥쪽으로 10km에 걸쳐 있으며, 안쪽에는 50m의 토지로 제한됨.

ICOMOS는 단순히 거리에 근거한 완충구역이 너무 기계적으로 보이며 방어선을 지탱하는 요소와 

일치하지 않음에 주목함. 또한 그 경계는 물리적 또는 행정적 경계 또는 유산 제한 (예: 지적 구획)과 

일치하지 않음. 더욱이 대형 완충구역에 대해 어떤 특정 보호 조치가 수립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음.

ICOMOS는 방어선의 바깥쪽에 이러한 넓은 완충구역이 제안되는 반면, 안쪽에는 완충구역으로 

50m폭의 토지가 제안된다는 사실을 주목했음. 그러나 새로운 개발에 대한 압력과 수요는 일반적으

로 내부에서 훨씬 더 높음.

ICOMOS는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정보를 당사국에 요청했으며, 당사국은 완충구역에서 유산의 보

존을 중심으로 하는 법적 및 계획 체계가 보호 메커니즘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음. 당사국은 또한 외

부의 넓은 완충구역과 내부의 좁은 완충구역 사이의 확장 차이는 네덜란드 물 방어선(DWDL)의 역사

적 기능에 의존한다고 설명했음. 수로의 안쪽에 건설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 반면 바깥쪽에는 방어

를 위해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지 말아야 하는데 이 접근 방식을 통해 완충구역의 윤곽을 결정했음.

ICOMOS는 법률 및 계획 체계가 중요한 일반도구라고 생각함. 그러나 완충구역에서 필요한 것은 

필요한 추가 보호 층위를 보장하고 잠재적으로 이미 승인된 개발이 암스테르담 방어선(DLA) 및 제안

된 확장을 위협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일반법에서 파생된 특정 규제 메커니즘임. 이러한 특정 메커니

즘은 적절하게 설명되지 않았음.

또한 ICOMOS는 내부 및 외부 역에 사용된 방식이 완충 구역 개발 근거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

았다고 판단됨. 네덜란드 물 방어선(DWDL)은 이러한 본질적 기능을 잃고 유산 시스템이 되었기 때

문에 더 이상 방어 시스템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날 필요한 완충구역은 네덜란드 물 방어선

(DWDL)의 건설 및 사용의 이론적 근거에만 기반을 두지 않고 대규모 유산 기반시설에 다층적인 보

호를 제공하기 위해 각각의 모든 상황에서 수행해야 하는 특정 역할을 고려해야 함. 또한 등재신청서

는 전쟁 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물 방어선 안쪽의 방목과 농지를 위한 지역도 포함 되어야 한다고 

설명함.ICOMOS는 완충구역이 보호 할 네덜란드 물 방어선(DWDL)의 특정 일대와 관련된 임시 고

려 사항, 지역적 취약성 및 역사적 요소 (예 : 금지된 원형구간, 시축 등)를 고려하여 내부 역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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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외부 완충구역은 특히 경계선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 규정을 갖춘 하위 구역

의 조화와 관련된 추가 사양이 필요함. 특히, 경계는 물리적 요소 (예: 지리적 또는 경관적 특징, 기반 

시설 등) 또는 보호 조치 적용의 확실성과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 및 유산 경계 (예: 지적 구획, 계

획 구역 등)와 일치하도록 설정되어야 함.

ICOMOS는 완전히 수정된 완충구역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음. 여기에는 확장 등재 신청유산선 

(최대 반경-1km)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원형구간, 요새로부터의 위치 및 거리에 관계없이 요새 주변

의 침수 개활지, 그리고 해당 농촌 지역이 포함되어야 함.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속성으로 간주되는 

요새화된 요소와 주변 경관 사이의 시각적 및 역사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ICOMOS는 완충구역에 Lunettes를 마주보는 부분적이지만 농업적 기능을 보유한 

주거용 개활지인 Maarschalkerweerd 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왜냐하면 이 지역은 내부

와 내부 사이의 실질적인 시각적 연속성과 관계가 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이기 때문임.

보존 현황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와 ICOMOS 기술 평가 실사의 주목을 바탕으로 ICOMOS는 많은 분야가 높

은 개발 압력으로 인해 취약하지만 보전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간주함.

다른 한편으로, 등재유산의 일부는 당사국이 경계 축소를 제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정도로 유

산 특징을 상실함. 

특히 요새화된 구조물과 물 관리 시스템에 대해 적극적인 보전 조치와 정비가 시행되고 있음. 반면 

경관은 신중한 계획과 디자인을 통해 유사한 관심이 필요함.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와 ICOMOS 기술 평가 실사보고서를 바탕으로 ICOMOS는 유산에 향을 

미치는 주요 현재 요인이 높은 개발 압력이라고 판단함.

그러나 기후변화는 네덜란드 물 방어선이 위치한 저지대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그 향

에 대처하는 것은 생활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에 대한 물 관리 시스템의 조정을 야기 할 것임.

등재유산과 확장 등재 신청유산은 인구 밀도가 높고 매우 역동적인 지역에 위치함. 1960년대 이

후, IJsselmeer에서 네덜란드 중부의 라인강 하구까지 뻗어있는 일련의 도시인 Randstad Holland

는 세계의 주요 대도시 중 하나로 묘사되었으며 네덜란드 물 방어선(DWDL)과 함께 많은 곳에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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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개발에 대한 기대와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 지역을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재사용하려는 압력은 요새를 복원하고 인접 녹지 지역을 유지하

는 데 긍정적인 향을 미쳤으며 이 분야에서 좋은 예가 존재하고 일반적인 관행으로 확립되었음. 요

새 근처와 침수지대의 새로운 개발 및 기반 시설에 대한 압력은 실제로 이미 여러 사례에서 그러했듯

이 보호조치를 압도하는 경향이 있음. 개활지가 개발되면 손상이 예견되고 실질적으로 되돌릴 수 없음.

유산은 매우 크고, 많은 요새가 점재하고 있으며, 침수지역은 광대한데 침수지가 사라진 경우 또는 

요새 중 하나와 해당 토 사이의 관계를 더 이상 인식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결국은 유산 

전체에 향을 줌.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증가하고 압력이 심각하다면 세계 유산 및 제안된 확장의 완

전성이 위험에 처하게 됨.

세계유산 경계의 수정 제안 외에도 당사국은 세계 유산 소재 지역 자체에 위치하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위협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알려옴. ICOMOS 기술 평가실사는 프로젝트가 계획중인 일

부 사이트를 방문 했는데 이러한 경우는 모두 섬세하며 제안된 확장의 제반 평가 프로세스와 별도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함. 그럼에도 이들 중 일부에 대해 사전 고려 사항이 제공 될 수 있음.

고속도로 교차로 A8-A9

계획된 교차로는 A8과 A9를 연결하여 암스테르담 전역의 새로운 순환 도로를 완성 할 예정인데 교

차로는 유산 내부의 넓은 공간을 차지하여 A8과 A9를 연결하려면 전체 유산 너비를 교차해야 함.

교외지역이지만 A9의 존재는 유산, 즉 Veldhuis 요새에 시각적 및 소음 향을 미침.

이 제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일부 시민과 협회에서 반대하고 있음.

ICOMOS 자문단은 2017년 10월 사이트를 방문하여 세 가지 대안에 집중했음. ICOMOS는 2017

년 12월에 새로운 대안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A8-A9 교차점 없이 방어선 경관 복원이 필요함을 최

종 조언 했음. 이와 관련 완성된 보고서에 가장 선호된 옵션은 현재 골프장 지역 내에 교차점을 구축하

고, 이를 재설계하여 충격을 줄이고 더 나은 배치로 고속도로의 존재를 보상하는 것으로 해석됨.

ICOMOS는 A8-A9 교차로에 대한 업데이트된 제안을 세계유산센터와 ICOMOS로 전송하여 고

려할 것을 권고함.

Woudrichem 근처 주택 개발

요새화된 마을 Woudrichem과 매우 가까운 곳에는 해체되고 주거 지역 (일부 사회 주택 전용)으

로 대체 될 산업지역이 있음. 이론적으로 변환은 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수 있

음. 안타깝게도 이 프로젝트는 구 시가지의 벽을 마주보고 있는 커다란 팔각형 건물과 그 반대편에 거

대한 건물을 계획함. 그 결과로 인한 향은 현재보다 더 심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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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MOS는 이 설계 방안을 신속하게 재고할 것을 권고함.

위트레흐트시 주변의 역동적인 지역

위트레흐트는 이중 링요새의 보호아래에 있으며 최근 유산에 직간접적으로 향을 미칠 새로운 공

간개발에 대한 강한 압력에 놓여 있음. 일반적으로 위트레흐트 지역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요새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추가 개활지 축소와 고립은 신 네덜란드 물 방어선 전체

의 완전성과 확장의 신뢰성에 대한 주요 위협요소 이기 때문임.

위트레흐트 지역에서 여러 프로젝트가 개발 또는 연구 중이며 여기에서 확장 등재 신청유산은 이미 

분리된 것으로 보임. 특히 두 역이 이미 노출됨.

과학 공원 및 Laagraven 지역

위트레흐트 과학공원은 도시외곽에 위치해 있으며 유산 경계에 위차한다.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과학공원이며 매우 중요한 의료센터가 있음. 기존 병원을 확장하는 프로젝트가 있음.

여기에서 멀지 않은 Laagraven의 개활지는 강한 압력을 받고 있음. 이 사이트는 부분적으로 도시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양쪽에 고속도로가 있음. 이 때문에 관리계획의 지표에 따라 상세분석을 

위한 표본 역으로 선정되었음. ICOMOS는 분석이 이 지역의 민감도와 수로의 방어 기능을 설명하

는 중요성을 입증했다고 간주하고 도시와 시골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활 녹지로 지정이 확

인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음. 

Houten 남쪽의 비즈니스 파크

Houten의 남쪽, 암스테르담 항구와 Lek를 연결하는 운하를 따라 ICOMOS 기술 평가 실사는 유

산보호와 새로운 개발 사이의 타협 사례 지역을 (예 : Beatrix lock 근처) 방문했음.

새로운 프로젝트가 잠재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속성, 독특하거나 매우 대표적인 요소에 

향을 미칠 때 유산의 완전성은 협상의 문제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례들은 향후 개발에 적용할 모델로

는 적합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완충구역의 수정된 정의에 유용 할 수 있는 상반된 이해 관계 간의 갈

등 관리 및 관련 중재 사례임.

결론적으로, 기존의 압력은 세계유산 내부에 제안된 완충구역과 새로 제안된 역의 확장 및 조정

의 필요성을 강조함.

최종적으로 ICOMOS는 매우 역동적인 위트레흐트 지역의 경우, 상이한 요구와 요청 사항이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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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각 프로젝트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대신 전략적 유산 향평가 접근 방식을 통해 유산 보호 목

표를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이 평가 가능한 전략 제안과 종합정비계획을 채택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을 

권고함.

2020년 2월에 추가 정보와 함께 전송된 Laagraven에 대한 지역 분석 보고서는 지역 계획이 민감

한 부지를 도시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Laagraven 자체가 이 개방된 토지를 재검증하고 개

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으로 경관의 질을 높이고 요새의 상호가시성을 강화하는 역 프로젝트의 대상

이어야 함을 분명히 함.

3. 등재에 관한 정당성 제안

제안된 정당성

확장 등재 신청유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사국이 문화유산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

으로 간주함.

ㆍ 신 네덜란드 물 방어선(NDW)은 예외적으로 지리적, 지형학적, 수문학적 특성과 경관의 인공적 

특성을 방어목적으로 훌륭하게 활용되었음.

ㆍ 신 네덜란드 물 방어선(NDW)은 여러 세대의 뛰어난 수자원 관리시설과 구조물, 군사 요새, 그

리고 파괴적인 무기 증가에 대한 적응을 보여줌.

ㆍ 신 네덜란드 물 방어선(NDW) (1815-1940)은 신 네덜란드 물 방어선의 두 번째 내부 보루로 나

중에 건설된 암스테르담 세계 유산의 방어선 (1883-1920)보다 앞서 있음. 이 두 개의 물 방어선

은 침수지역을 기반으로 하나의 단일 방어 시스템을 형성함. 

ㆍ 세계유산 암스테르담 방어선에 신 네덜란드 물 방어선(NDW)을 추가하여 네덜란드의 국방 시스

템의 발전과 완성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네덜란드 Water Defense Lines를 통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완하고 강화함.

비교연구

비교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산을 조사하고 유사한 가치와 특성 (전략

적으로 배치된 경관, 수자원 관리 시스템 및 군사 요새화)을 보여주는 전반부 비교연구가 이루어졌으

며 관련유산을 규명했음. 비교연구의 목적. 전반부 비교연구는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맥락을 살펴 

보았음. 마지막으로, 이 확장 등재 신청건은 네덜란드에서 4개, 유럽에서 6개, 캐나다에서 1개 등 11

개 유산과 비교되었음.

비교연구에 따르면 국가적 맥락에서 조사된 해안은 신 네덜란드 물 방어선과 암스테르담 방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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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A)의 선구자로 간주 될 수 있지만 침수지대를 기반으로 한 방어 시스템의 정점을 함께 표현한다.

유럽 지역에서 네덜란드 물 방어선(DWDL)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유산이나 유적은 수력공학, 조

경기능 및 범위가 다르지만 일부 유사점을 보이는 유일한 건물은 앤트워프 방어선과 코펜하겐 요

새임.

전 세계적으로는 Rideau Canal World Heritage 유산 (캐나다, 2007, (i) 및 (iv)) 만 비교와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러나 운하는 침수지대를 기반으로 한 방어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방어

에 사용되지 않았음.

ICOMOS는 등재신청서에 제시된 비교연구 결과에 동의함

ICOMOS는 비교연구가 암스테르담 방어선(DLA)에 대한 확장을 고려한 세계유산목록에서 네덜란드 물 방어선의 

승인을 정당화 한다고 판단됨.

등재 신청 기준

암스테르담 방어선은 문화유산 기준 (ii), (iv) 및 (v)에 따라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음. 제안된 확

장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신청됨.

기준 (ii): 건축 또는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 계획 또는 조경 계획의 발전에 대해 시간 범위 또는 

세계의 문화 역 내에서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줌.

이 기준은 이미 등재된 유산과 확장 등재 신청유산유산이 네덜란드가 침수지대를 통제하기 위해 개

발한 기술과 준비를 가장 진보되고 광범위한 형태로 설명한다는 근거로 당사국에 의해 정당화됨. 중

세부터 북서부 유럽의 저지대 지역에서 방어를 위한 침수지대가 사용되었지만 네덜란드는 시스템을 

전례 없는 수준의 발전과 규모로 끌어 올렸음. 네덜란드 물 방어선(DWDL)은 마지막으로 구축된 것

이 아니며 여기에서 발전된 지식은 프랑스 Maginot Line, German Pomeranian Line과 같은 

1930-40년대에 유럽의 다른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적용되고 더욱 정교해 졌음.

ICOMOS는 이 기준이 확장 등재 신청을 정당화되고 신 네덜란드 물 방어선이 세계 유산 기준의 정

당성을 보완하고 강화한다고 판단함.

기준 (iv) : (a)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는 건물, 건축 또는 기술 앙상블 또는 조경 유형

의 뛰어난 예가 되어야 함.

이 기준은 신 네덜란드 물 방어선이 경관 기능의 통합 사용, 침수지에 대한 신중한 물 관리 및 통제, 

취약 지점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 요새화를 달성한 독창적인 방어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유로 

당사국에 의해 정당화됨. 특히 확장 신청 유산은 토지 형태의 특성으로 인해 경관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제공했음. 적의 접근 지점이었고 따라서 방어해야 하는 여러 개의 강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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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요새가 이 목적을 위해 건설되었음.

신 네덜란드 물 방어선은 또한 19세기와 20세기 초의 군사 건축 발전과 벽돌에서 콘크리트 건축으

로의 전환을 보여줌. 신 네덜란드 물 방어선 내에 구성된 풍부한 요새 컬렉션은 새로운 방어 과제에 

대한 군사 공학의 지속적인 적응을 예외적으로 보여주고 추가 속성으로 암스테르담 방어선(DLA)을 

보완하여 이 기준의 정당성을 강화함.

ICOMOS는 확장 등재 신청유산에 포함된 속성은 수없이 많고 그 자체로도 예외적이므로 이 기준

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

기준 (v): 문화 (또는 문화)를 대표하는 전통적인 인간 정착, 토지 이용 또는 바다 이용의 뛰어난 예

이거나 특히 환경이 향을 받아 취약 해졌을 때 환경과 인간 상호 작용 돌이킬 수 없는 변화;

이 기준은 지명된 확장이 방위 목적을 위한 경관의 지형과 수문학의 독창적인 사용을 나타낸다는 

근거로 당사국은 정당화하 음.

농업 목적으로 물을 관리하기 위해 수세기에 걸쳐 개발된 지식은 완전해졌고, 펌핑 스테이션, 수로, 

수문, 순환 운하 및 제방의 도움으로 국방에 기여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제어를 보장했음. 물의 흐름. 

민간용으로 지어진 여러 구조물이 군사 방어 시스템에 통합되었음. 확장 신청 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강화하고 보완할 것임.

암스테르담 방어선(DLA)은 대규모 토 규모의 방어 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해 경관 기능과 물 관리

의 사용을 독창적으로 완성한 군사 시스템의 모델임.

ICOMOS는 확장 등재 신청유산이 세계유산 등재기준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확대 할 것이라는 등

재신청서에 동의함.

ICOMOS는 확장 등재 신청유산이 등재기준 (ii), (iv) 및 (v)를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세계유산 암스테르담 

방어선이 네덜란드 방어선이 되기 위한 정당성을 강화함에 동의함.

완전성 및 진정성

등재신청서는 확장 등재 신청유산의 완전성 및 진정성 평가 방식을 설명함. 1940년은 시스템에 새

로운 구조가 추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주요 범주의 속성을 기준점으로 채택하 음: 전략

적으로 배치된 경관, 수자원 관리 시스템 및 군사 요새. 규명된 속성들은 카테고리로 그룹화 되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더 세분화됨. 대부분의 기능에 대해 개별 평가가 수행되었음. 

복잡한 기능의 경우 모든 요소의 존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음. 주 방어선은 단일 대상으로 평가

되지 않고 방어선의 세대에 따라 연결되었음. 더 작은 구성요소들은 상당히 많은 수량으로 인해 개별

적으로 평가할 수 없었으며, 해당 기능이 속한 클러스터와 함께 완전성과 진정성을 평가했음.



2021

38

정조문화유산 세계유산화사업 국외학술교류 결과보고 자료집

正祖文化遺産

완전성

당사국에 따르면, 추가 및 통합을 통한 암스테르담 방어선 확장(신 네덜란드 물 방어선(NDW))은 

일관되고 완전한 시스템을 형성하지만 각각은 특정 기능을 가지고 있음. 이 확장은 기존 세계유산에 

경관과 역사적 일관성을 추가 할 것임. 확장의 경계에는 세 개의 개별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제안된 탁

월한 보편적 가치를 반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속성이 포함됨.

확장 등재 신청유산에는 수많은 규명된 물리적 속성이 포함됨. 모든 요새는 확장 등재 신청유산 경

계 내에 포함되며 파괴된 요새는 없음. 위트레흐트 근처의 방어선 지역은 고도로 인해 이 지역에서 매

우 좁았던 침수 유역을 잃었지만 모든 범주의 확인된 속성은 양호한 상태라고 함.

ICOMOS는 새로 제안된 유산 네덜란드 물 방어선(DWDL)은 핵심 도시 지역방어를 위해 고안되었

고, 거의 전체가 요새화된 물 시스템을 포함하기 때문에 암스테르담 방어선(DLA)과 신 네덜란드 물 

방어선을 하나의 단일 유산으로 병합하는 제안이 완전성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하는 당사국에 동

의함.

물 관리 시스템 (운하, 제방, 게이트, 수문의 복잡한 네트워크)은 여전히 사용 중이며 대규모 경작 

및 거주지역의 안전에 필요한 유지 관리가 보장됨.

그러나 ICOMOS는 전략적으로 배치된 환경이 여전히 잘 보이지만 유산 범주가 현저하게 줄어들

고 완전성 수준이 고르지 않다고 지적함. 특히 방어선의 안쪽에서 도시성장은 종종 농촌을 압도하고 

요새와 환경 사이의 시각적 관계가 약화되었음. 바깥 쪽 (요새가 감시하는 쪽)에서는 몇 가지 새로운 

개발이 발생하고 흩어져있는 건물과 나무 그룹이 경관의 측면과 "금지된 원형 구역"의 가시성을 수정

했음.

새로운 개발과 대규모 기반 시설의 부정적인 향은 세계유산 암스테르담 방어선(DLA)의 서쪽 부

분, NDW의 중앙 부분, 암스테르담 방어선(DLA)와 NDW 사이의 교차점, 즉 도시 옆에 위치함. 방어

선이 밀집된 도시 지역을 통과하는 암스테르담, 하를렘 및 위트레흐트. 방어시설물과 관련 해자,

운하와 제방은 보존되었지만 경관이 크게 바뀌었고 여러 침수 지대가 건설되었거나 더 이상 보이지 

않았음. 오늘날 유산의 이러한 부분은 추가 변형에 대한 강한 압력에 노출되어 있음.

ICOMOS는 확장 등재 신청유산의 범위, 풍부한 요소, 여전히 존재하는 농촌 경관의 강한 존재, 현

재의 관리 및 정비 조치 효과가 유산의 완전성을 보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함. 위트레흐트 인근 지역에

서는 확장 등재 신청유산의 경계를 수정하고 확장해야 하지만 현재는 개별 방어기능 지역을 중심으

로 진행 중에 있으며 새로운 개발에 대한 압력은 이미 역효과를 낳았으며 정확하게 통제해야 함을 제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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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은 암스테르담 방어선에 3개 역을 추가 할 것을 제안함. 2개-A1과 A3-는 암스테르담 방어

선(DLA)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이미 새겨진 유산의 완전성이 보존된 침수 지역이고 1개는 A2임. 

ICOMOS는 이 세 가지 역의 추가 제안에 동의함. 당사국은 또한 등재 후 새로운 개발이 발생했거나 

세계 유산 등재 이전에 채택된 계획에서 이미 구상된 7개 지역을 등재 유산에서 제외 할 것을 제안함.

이 보고서의 경계 섹션에서 설명했듯이 ICOMOS는 제반 감소 관련 요소가 완충구역 내에 포함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임시 조치가 시행된다는 조건 하에서 제안된 감소 요소 7개 중 6개만 승인 할 수 

있다고 간주함. 특히 재개발의 경우 세심한 설계와 조경을 통해 과거의 일부 요소를 복원 할 수 있음.

반면 B2.2 (Geniedijk 및 주변 지역)지역 감소는 암스테르담 방어선(DLA)의 완전성을 손상시킬 

수 있으 므로 수락해서는 안 됨.

ICOMOS는 당사국이 계획 프로세스 및 프로젝트 승인 절차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속성을 보

존하는 동시에 엄격한 모니터링을 보장함.

제안된 확장과 확장유산 전체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하게 유지되고 필요한 경우 

ICOMOS는 이 보고서의 경계 섹션에 설명된 대로 완충구역을 철저히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

각함.

진정성

ICOMOS는 제안된 확장의 물리적 속성이 형식과 디자인, 재질, 상호 관계 및 경관 설정과의 연계

성을 통해 등재신청에 대해 제안된 정당성을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반 한다고 생각함. 해당지역의 

토지는 군사적 용도와 방어 기능은 중단되었지만, 레크리에이션 용도로 사용함과 함께 농업 용도 기

능이 유지되고 있음.

ICOMOS는 문헌 및 기록 출처를 포함하여 유산의 진정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여러 출처가 존재한다

고 판단함. 물리적 속성은 유산의 가치와 역사적 발전을 반 하여 등재신청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뒷

받침함. 요새의 복원과 용도 변경은 주요 군사구조 인근 방어선 토의 과거 군사 정신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음. 그러나 일부 구역에서는 경관 및 개발에 대한 수정으로 인해 진정성이 감소했음.

결론적으로, ICOMOS는 제안된 확장 및 기존 세계 유산에 대한 경미한 추가 사항의 완전성 및 진

정성 조건이 위트레흐트 인근 경계가 수정되고 내부가 더 관대해질 때 충족 될 것이라고 판단함. 확장 

등재 신청유산 및 세계유산의 특정 역에서 상당한 개발 압력을 받고 있어, 내부에 완충구역을 확장

하고, 신중한 모니터링과 사전 관리 조치와 함께 내부와 외부에 경계를 보다 정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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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신청에 관한 정당성 평가

ICOMOS는 확장 등재 신청에 제안된 정당성이 암스테르담 방어선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정당

성과 일관된다고 판단함.

확장 등재 신청유산은 암스테르담 방어선(DLA)과 신 네덜란드 물 방어선 조성 목적과 그 구조의 원

칙은 동일하다는 증거를 입증하는 데 기여함: 사용 중에 있는 네덜란드 물 방어선이 통합된 체계내에

서 작동했음.

제안된 확장은 전체적으로 암스테르담 방어선(DLA)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

며 위트레흐트 인근 지역에서 경계가 수정되고 확대되면 완전성의 조건을 충족 할 것임. 기 등재유산

과 제안된 확장은 높은 개발 압력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높은 동적 역에 대해 엄격한 모니터링을 수

행하고 제안된 완충구역을 재고하여 네덜란드 물 방어선(DWDL) 내부도 적절한 방식으로 포함하도

록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임. 경계를 보다 정확하게 결정하고 필요한 추가적인 보호를 위해 특정 구역

을 기반으로 하는 규제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역을 제공해야 함.

ICOMOS는 등재된 유산구역 내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된 것과 당사국이 이러한 요소를 감소시킬 

의무가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명함. ICOMOS는 현재 그렇지 않으나 추가적 축소 방지 및 중장기적으

로 부분 회복 가능성을 위한 임시 조치 완충 구역에 모두 포함된다는 조건하에 7개 제안 중 6개만 수

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  

B2.2 역과 관련하여 이 섹션에서 암스테르담 방어선(DLA)의 폭은 이미 매우 좁고 추가적인 축소

는 유산의 완전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이 축소는 승인되지 않아야 함. 바깥쪽에 계획된 개발

은 물 방어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며 내부적으로는 물 방어선 근처에서 개발 중인 지역은 최소

한 부분적인 복구를 계획해야 하며 향후 이 지역의 개발은 최소화하거나 더 이상 사용되지 말아야 함.

속성

등재신청서는 제안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원하는 속성을 신중하고 광범위하게 설명하므로 유

산 속성에 대한 주요 정보 출처로 간주되어야 함.

등재유산과 네덜란드 물 방어선을 형성하는 확장 등재 신청유산의 속성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

성됨.

· 전략적으로 배치된 환경

· 물 관리 시스템

· 군사 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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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속성으로 더 명확하게 표현됨.

전략적으로 배치된 경관은 방어선, 침수분지, 분지 포격, 접근, 금지 서클 및 목조 주택을 포함함.

물 관리 시스템에는 침수 부두, 강, 침수 및 공급 수로, 배수 및 누출 유역, 주요 유입구, 암거, 자물

쇠, 통나무 창고, 양수장이 포함됨.

군사 요새에는 요새화된 마을, 요새 및 포대, 위치 및 분산된 구조물, 대피소 그룹, 포대 원 및 기타 

군사 개체가 포함됨.

확장 등재 신청유산의 완전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도출된 추가 속성:

· 주 방어선의 선형성

· 침수지의 경관 개방성

· 금지된 원형 군사 요새

· 요새화 및 군사구조물의 건설 및 적응의 연속적인 역사적 단계.

ICOMOS는 확장 등재 신청유산이 기 등재된 암스테르담 방어선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일관되고 그 속성과 

함께 암스테르담 방어선(DLA)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완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판단함.

4. 보전 조치 및 모니터링

보전 조치

확장 등재 신청유산의 속성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 계획 및 직접적인 보전 조치 체계가 존재함.

전략적으로 배치된 경관과 관련하여 침수 분지는 여전히 대부분 농업용으로 사용됨. 따라서 건설 

및 사용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농촌구역 계획이 적용되는데 이것은 목초지 사용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할당하는 조건을 설정하는 공동 농업 정책과 국제 또는 국가 자연 보전 지정에 의해 보완됨.

주와 지방 자치 단체는 부칙과 계획을 통해 관련 국가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연 보호 구역의 관

리는 전문 기관에 의해 수행됨.

물 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대부분의 속성은 여전히 시민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수자원 

관리 당국과 지방 자치 단체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음.



2021

42

정조문화유산 세계유산화사업 국외학술교류 결과보고 자료집

正祖文化遺産

기념물 보존을 위한 보조금 제도가 존재하며 소유주는 6개년 관리 계획을 기준으로 최대 50%의 보

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지난 15년 동안 많은 재정 자원이 할당 되었으며 미래를 위한 기금도 확보됨.

ICOMOS는 보존 및 재사용을 위한 조치가 이미 이루어졌고, 성공적으로 입증된 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사례, 상황 및 행위자는 경우에 따라 다르며 결과도 다름에 주목함. 보존에 대한 주요 도전은 

요새의 두 가지 특징인 구조와 내부 배치에서 비롯되는데 오래된 콘크리트 구조물은 에너지 절약 및 

실내 주변 품질에 대한 현재 요구 사항과 일치하지 않고 군사 목적으로 설계된 내부 공간은 새로운 용

도에 쉽게 적용되지 않음.

복원된 요새는 다양한 배치와 기술 방식을 통해 매우 다양한 용도를 제공함.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오래된 군사적 건축물과 현대적 시민 건축물의 대립으로 결론을 맺는다. 긍정적인 효과로 복원은 요

새의 보존을 허용하고 상태를 개선했으며 대중에게 공개되므로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도록 당사국이 

지속적으로 권장함. 

ICOMOS는 지방 행정부, 민간 기업가 및 시민 이니셔티브를 완화하고 지원함으로써 점진적인 복

원 및 요새의 새로운 용도로의 전환 정책을 계속할 것을 권고함. 확장 등재 신청유산은 이미 우수 사례

로 간주 될 수 있고 향후 관리 지침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긍정적 인 예를 제공함. 물 관리 시스템과 군사 

요새에 적용된 적극적인 보호는 전략적으로 배치된 경관, 특히 농촌 환경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물 관

리 시스템 및 요새와의 시각적 및 기능적 관계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함.

모니터링

등재신청서는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이 2017년에 시작되었으며 2020년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음. 

자산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구성하기 위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가 생

성되고 있음.

모니터링 시스템의 핵심 목표는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을 적시에 

규명하고, 유산 속성의 관리, 유지 및 용도 변경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관리 진행 상황 모니터링임. 

유산, 정기보고를 조직하고 발행함.

유산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요소는 정기보고 활동에 표시된 14개 항목 중에서 선택되었음. 

문화 유산청이 관리하는 보호유산 관련 사건의 등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문화유산 사건 데이터베

이스)가 존재함. 또한 Heritage Monitor는 171개 지표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를 수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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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MOS는 개발 중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미 존재하고 잘 조정된 모니터링 장비를 기반으로 한

다는 점에 주목함. 이는 완료되면 효과적인 모니터링 도구가 될 것임을 시사함. 따라서 ICOMOS는 

신속하게 완료하고 적용 할 것을 권고함.

ICOMOS는 확장 등재 신청유산, 특히 수자원 관리 시스템과 군사 요새에 대해 다양한 효과적 보전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음. 보다 적극적인 보전조치는 보전을 보장

하기 위해 경관 속성으로도 확장되어야 함.

확장 유산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정교화 작업 중이며 기존 모니터링 관행 및 도구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보임.  ICOMOS는 이를 완료하고 구현할 것을 권고함.

5. 보호 및 관리

관련 문서

등재신청서에는 네덜란드 물 방어선(DWDL, Dutch Water Defense Lines)의 각 요소에 대해 개

발된 매우 상세한 연구 결과가 포함되어 있음.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방어선에 대한 여러 연구가 수행

되었으며 해당 유산에 대한 역사적인 문서가 존재함을 알려줌.

법적 보호

네덜란드에서는 유산 및 경관보호 및 공간 계획에 대한 법적 틀이 개혁되고 있는데 2021년부터는 

개정된 법률, 부칙, 전략 및 규정이 적용됨.

현재 세계유산의 속성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2011년에 발행된 네덜란드어 약어 Barro의 공간계

획 (일반 규칙) 법령의 조항을 통해 모든 국가, 지방 및 지역 수준에서 고려되고 있으며, 이는 유산의 

핵심 속성을 규명함.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거나 잠정목록에 포함되어 있음. 이러한 속성은 계획 

및 공간 개발에서 유지되거나 향상되어야 함.

Barro 조항은 새로운 환경 및 계획법 (2016)에 통합될 것임. 세계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

존하고 세계 유산 협약의 이행을 위한 규정이 개발되어야 함.

공간계획법령 (네덜란드어 Bros)은 공간계획을 정교화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역사를 고려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모든 군사 및 확장 제안된 물 관리 구조는 유산법 (2016)에 따라 국가 기념물로 지정되었음. 반면에 

암스테르담 방어선(DLA)에서는 기념비 및 역사적 건물법 (1988)에 따라 유산지정이 이루어졌음.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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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국가지정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는 노르트 홀란트 주 조례 (Ordnance of the Province of 

Noord-Holland)에 기반한 지방 문화재 지정에 따라 여러 속성이 포함됨.

신 네덜란드 물 방어선의 요새화된 마을은 도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산 특성을 손상시

킬 수 있는 개발은 허용되지 않음. 기념비 및 역사적 건축물 법과 유산 법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는 보

존 지역에 대한 보호 구역 계획을 정교화하여 개별 유산구조에 제공되는 보호를 보완해야 함.

법률 외에도 국가, 지방 및 지방 자치 정책 문서는 문화유산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와 목표

를 제공함.

환경 및 계획법은 위치에 관계없이 개발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위태롭게 할 수 없음

을 규정함. 또한 공간품질자문팀이 설립되었으며 개발제안으로 인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완

전성 및 진정성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의견과 권고 사항을 발표함.

등재된 유산과 확장 등재 신청유산 주변에는 네덜란드 물 방어선 (DWDL)의 환경에 보호 효과가 

있는 다양한 보호 제도가 적용됨. 여기에는 Natura 2000 지역, 국립 자연 네트워크, 노르트 홀란트

의 지방 도시화 완충구역, 스키폴 공항 구역 법령이 포함됨.

이것들은 네덜란드 물 방어선(DWDL)의 환경을 보호하고 전체 유산의 바깥쪽에 완충구역을 설정

하는 기초를 형성함.

지방 자치 구역 계획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으며 보호 조치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도구임.

주는 기존 또는 제안된 세계 유산의 '핵심 특성'을 설명하고 보존 규칙을 개발할 책임이 있음. 이러

한 규칙은 주 부칙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방 자치 구역 계획에 삽입됨. 주가 위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국가정부는 주 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규칙을 규정 할 권리가 있음. 마찬가지로, 지방 자치 단

체가 지방 조례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는 '대응 지침'을 제공 할 수 있음.

정부와 주는 국익 또는 주익에 위태로운 경우 (예: 세계 유산 또는 유산 보존의 경우) 정부가 부과한 

구역계획 수정안을 준비 할 권리가 있음. 이러한 수정 사항은 지방 자치 구역 계획과 동일한 법적 가치

를 갖음.

농촌 구역 계획은 농지와 침수지 보호를 위한 핵심 도구임. 주 조례는 주에서 규명한 건물 위치를 

포함한 외부 건설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를 건설 가능한 토지로 전환 할 수 없음. 지속 가능성 원칙을 

적용하려면 기존 도시지역에서 도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이 원칙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명시적으

로 입증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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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마련한 양질의 핸드북은 신청자와 지자체가 더 높은 품질의 개발 제안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지

원함.

유산 구현을 위한 책임법은 법 자체에 명확하게 정의된 주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여러 행위자

에게 적용됨.

문화유산청은 보호된 기념물의 보존 및 용도 변경을 지원하는 두 가지 정부 보조금 계획을 담당함. 

2012년부터 주들은 국가 기념물 복원을 담당하고 있음.

신개발의 품질에 대한 보증도 개발 제한을 보완하는 중요한 요소임. 신 네덜란드 물 방어선(NDW)

을 위해 2005년에 공간품질자문팀이 설립되었음. 대규모로 신 네덜란드 물 방어선에 향을 미치는 

개발, 과제 및 추세에 대한 요청 또는 요청하지 않은 자문을 제공함. 2016년부터는 공간 개발과 신 네

덜란드 물 방어선의 유산 가치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의견 (예: 에너지 전환, 품질 보증 원칙, 

HIA에 대한 참조 조건)을 발표하는 새로운 구성과 새로운 작업이 있음. 신 네덜란드 물 방어선의 시각

적 완전성에 대한 각서를 작성했음.

신 네덜란드 물 방어선과 암스테르담 방어선(DLA)이 하나의 단일 속성이 되면 네덜란드 물 방어선

(DWDL, Dutch Water Defense Lines)  공간품질자문팀은 암스테르담 방어선(DLA)을 포함한 전

체 유산에 책임 범위를 확장함.

매우 역동적인 역의 경우 – 당사국에 의해 규명된 3개 역은 네덜란드 물 방어선(DWDL) 면적

의 20%에 해당함 - 보다 집중된 지역 분석이 고안되었으며, 어떤 조건과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유

산의 완전성을 지원하거나 강화하고 이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곳에 수행된 개발을 수용 할 수 있

는지, 유산의 수용력이 어떤지 조사하기 위해 정교화 되고 있음. 또한 ICOMOS는 중간 보고서에서 

매우 역동적인 역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했음. 당사국은 두 도시지역인 Houten과 Nieuwegein 

사이에 있는 위트레흐트 남쪽의 Laagraven 지역에 대한 하나의 샘플 지역 분석을 전송했음. 

ICOMOS는 다른 민감한 역에 대한 주목할 만한 연구 모델임에 주목함. Laagraven은 여전히 농촌 

특성과 대도시 지역에서 네덜란드 물 방어선(DWDL)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잔여 녹지 지역임을 강

조함.

ICOMOS는 지역 분석 결과가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전략적 유산 향평가 접근법에 기초해 사용

되어야 함을 고려함.

관리 체계

2014년 겔데를란트, 노르트 홀란트, Noord-Brabant, Utrecht 4개 주에서 암스테르담 방어선

(DLA) 연장을 위한 행정계약을 체결했음. 공동약정법에 따라 4개 주가 공동으로 부지 소유주로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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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할 것이며 암스테르담 방어선(DLA) 및 신 네덜란드 물 방어선의 기존 관리 주체가 결국 하나의 단

일관리 사무소로 완전히 통합될 것임을 설정하는 파트너십 계약을 2020년 7월 1일 체결했음. 신 네

덜란드 물 방어선의 일부가 Zuid-Holland 주에 속함. 5개 주에서는 네덜란드 물 방어선(DWDL)의 

대부분이 위치한 4개 주가 Zuid-Holland의 작은 구역을 관리하는 데 동의했음. 그러나, 

Zuid-Holland 주는 계속해서 공간계획 및 보호 작업을 수행할 것임.

현장 소유자 사무실은 독립의장의 지시에 따라 4개 주에서 관리하고 문화유산청 대표를 고문으로 

함. 현장 소유자는 수로 지식 센터, 공간품질자문팀의 인적자원에 의존함. 외부 지원은 네덜란드 물 

방어선(DWDL) 안팎의 기업가를 지원하는 Cross-Waterline Entrepreneurship Foundation에

서도 제공됨. 싱크탱크라인 전문가 팀 (8개 주제의 16명의 전문가)은 두 개의 주에서 지원하며 지자체 

및 수도 당국을 포함한 소유주, 관리자 및 운 자에게 전문 지식과 자문을 제공함.

공동 현장 소유자는 2021년부터 공동관리계획 수립 등 6대 경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개발

했음.

현재의 관리 계획은 2018 ~ 2020년 기간에 다루어져야 하며, 위에서 언급 한 6가지 목표와 전략

적 목표를 기반으로 협력 의제를 요약함. 6가지 목표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간계획이 제

공됨.

방문객 관리

방문객 센터, 박물관, 출판물, 교육 프로그램, 이벤트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회가 존재하며 최근에

는 네덜란드 물 방어선(DWDL)의 가치와 의미를 제시하고 전달하기 위해 더욱 발전되었음.

전문 및 자원 봉사 단체가 유산 가치의 해석 및 소통. 통역 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원 

봉사자들을 위한 전문교육이 조직됨. 어린이와 청소년은 디지털키트를 포함한 많은 교육 프로그램의 

초점임.

네덜란드 물 방어선(DWDL)과 관련된 특정 테마를 경험할 수 있는 자전거 및 도보 경로가 개발되

었음.

'파트너로서의 물'을 모토로 한 프로모션 전략은 다양한 파트너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수단과 채널

을 통해 실행되고 있음. 활동은 참조하기 쉽도록 하나의 단일 웹 사이트로 수집됨.

지역 사회 참여

이 측면에 대한 특정 섹션은 없지만 등재신청서는 특히 관리 시스템이 구상된 방식과 관련하여 제



47

안된 확장이 지역사회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냄.

등재 신청유산의 보호 및 관리 효과 평가

보호지정 및 메커니즘이 존재함. 주요 과제는 보호조치의 실행과 서로 다른 이해 관계의 균형에 관

한 협상에서 비롯됨.

확장 등재 신청유산은 상당한 압력을 받기 쉬운 매우 역동적인 도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당사국은 복잡한 관리 시스템을 운 할 능력이 있음. 그러나 조정 메커니즘, 의사소통 및 관리 측면

이 효과적이지 않아 암스테르담 방어선(DLA)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고 축소 

제안을 촉발시킴.

이와 관련하여 주요 쟁점은 개발과 관련된 조정 / 협조 메커니즘의 성공적인 구현과 유산보존에 부

여된 역할과 관련이 있음.

네덜란드 물 방어선(DWDL)의 안쪽 부분에서 계획규정, 압력에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보이며 추

가 설명이 필요함. 보다 강력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및 계획 프레임 워크의 전체 잠재력을 활용

해야 함. 현재 계획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계획과 계획된 개발이 유산의 속성에 미치는 향과 잠재적

인 재검토 또는 완화를 필요로 할 수 있는 곳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예를 들어 위트레흐트 지역에서 여러 개발 프로젝트가 존재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계획, 조정, 탁

월한 보편적 가치, 확장 등재 신청유산의 완전성 및 진정성에 향을 덜 미치는 대안을 모색하여 모두 

함께 해결해야 하며 결국 잠재적인 향을 완화하는 결과를 도출함.

협치 및 관리 프레임 워크는 유산, 행위자 및 이해 관계자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작업에 적절하게 

보임. 지역의 높은 역동성으로 인해, 이미 등재된 유산과 확장 등재 신청유산의 효과적인 보존을 보장

하고 개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조정 및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이 중요함.

ICOMOS는 보호 및 관리 프레임 워크는 확장 제안에 대해 제안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보호, 완전성 및 진정성을 

보장하고, 지역에 존재하는 개발에 대한 큰 압력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를 처리하기에 적합함으로 판단함. 확장 

제안 유산의 크기를 감안할 때 ICOMOS는 현장 소유자와 당사국이 상당한 조정, 의사 소통 및 관리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이와 관련하여 ICOMOS는 포괄적인 개발압력과 잠재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 영역, 특히 위트레흐트에서 특별한 계획도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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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ICOMOS는 등재된 유산과 확장 제안 유산이 위치하는 역이 전반적으로 매우 역동적이라는 점

을 고려하여 당사국에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간주 될 수 있는 확장 제안이라고 표명함.

그러나 복잡성과 규모로 인해 이 제안은 또한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음. 일부 구간에서 확장 등재 

신청유산의 경계 설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완충구역 수정이 필요

함. 물 방어선의 안쪽과 바깥쪽에 있는 기존 유산과 확장 등재 신청유산에 추가 보호 층을 제공하고 

일부 감축 요청으로 인해 제기된 어려움을 확인함.

ICOMOS는 등재된 유산의 일부 경미한 역에서 부적절한 개발이 발생하여 그 완전성과 진정성

이 손상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당사국이 축소를 제안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이해함. ICOMOS는 

7개의 모든 요청을 신중하게 검토했으며 6개만 허용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음. 그러나 승인 가능

한 것으로 간주하기 전에 ICOMOS는 중요한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모두 완충구역

에 포함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설계와 조경을 통해 과거 역할에 대한 기억을 복원 

할 수 있는 특정 임시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어야 함.

또한 ICOMOS는 이 유산에 대해 더 이상의 축소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함.

구역 B2.2  Geniedijk의 축소는 허용 될 수 없음. 이 구간에서 암스테르담 방어선(DLA)의 섹션은 

이미 매우 좁고 이 제안된 추가 축소는 전체 유산의 완전성을 손상시킬수 있음. 이 역에서 제안된 

개발은 수정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외부에서 계획된 단지는 수로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함.

확장 등재 신청유산의 경우, 위트레흐트 인근 지역은 높은 개발 압력으로 인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으로 보임. 거기에서 확장 등재 신청유산의 경계는 신중한 설계와 조경을 통해 과거 상태의 기억의 일

부를 반 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기 위해 일부 지역 수정이 필요함.

ICOMOS는 암스테르담 방어선(DLA) 및 제안된 확장을 위한 완충구역에 대한 설명을 환 함. 그

러나  현재 경계 설정의 이론적 근거는 내부에 50m폭 역과 외부에 10km의 완충구역이 있는 것으

로 보이며 암스테르담 방어선(DLA)의 다른 섹션과 제안된 부분의 특정 요구에 맞지 않음. ICOMOS

는 필요한 추가 보호 계층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적인 입법체계를 구축하고 완충구역을 철저히 수정하

고 임시 메커니즘과 차별화된 구역 설정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함.

최근 개선에 따른 관리구조는 완충구역에 대한 특정 규제 및 계획 조치를 수립하기 위한 강력한 기

반을 나타냄.

2011년과 2016년 이후 법적 프레임 워크가 강화되었으며, 공간 계획 및 환경에 관한 국가 전략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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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함께 2021년에 발효될 신환경 및 계획법이 유산 보존 및 개발 필요성, 보호 및 환경 조정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절 해 보임.

그러나 기존 계획에 대한 조사 및 평가 및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보호 및 확장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과의 일관성에 대한 조사 및 평가는 최근 제기된 유산구역 제거 요청 관련 유사한 상황이 발생

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데 이것은 개정된 완충구역에 적용될 특정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

임.

7. 권고 사항

등재신청에 대한 권고 사항

ICOMOS는 새로운 네덜란드 수로를 포함하고 네덜란드의 물 방어선이 되는 암스테르담 방어선 

확장의 지명을 다음을 허용하기 위해 당사국에 보류를 권고함.

· 수로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와 이러한 요소간의 상호시각적 관계를 포함하기 위해 위트레흐트 근

처 섹션에서 제안된 확장의 경계를 검토할 것;

· B2.2  Geniedijk 지역 축소 제안에서 제외할 것;

· 완충구역 내에 제안된 다른 6가지 축소를 모두 포함할 것과 추가 압력을 방지하고 세부 설계를 통

해 과거 상태에 대한 기억의 일부를 중장기적으로 회복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임시 메커니

즘을 제공할 것;

· 모든 금지 환형지역(써클)과 침수 구역을 포함하여 내부로 확장하여 유산의 내외부 모두에서 완

충구역의 경계를 철저히 수정할 것. 위트레흐트의 내륜과 외륜 사이의 연속성과 시각적 관계가 

여전히 인식 가능한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 인 Maarschalkerweerd 지역은 물리적 요소 또는 

행정적 요소와 일치하도록 바깥 쪽 경계를 재 정의할 것. 효과적인 추가 보호계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구역을 사용하여 완충구역에 임시 보호 조치를 취할 것.

· 등재유산과 확장 등재 신청유산 및 전체 완충구역에 대해 시행중인 모든 현재 계획 규정을 검토하

고, 암스테르담 방어선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제안된 확장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

한 일관성 평가 목록을 작성할 것.

추가 권고 사항

또한 ICOMOS는  당사국이 다음 사항을 고려할 것을 권고함.

a) 예를 들면 위트레흐트 (Utrecht) 지역, 특히 라그라벤 (Laagraven)과 같은 네덜란드 물 방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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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요 부분에서 역사적 경관 특징과 방어요소간의 상호가시성을 향상시키는 임시 계획을 통해 

경관 차원의 보호를 강화할 것.

b) 긴급히 Woudrichem 인근 주택개발 프로젝트를 수정할 것,

c) 검토를 위해 A8-A9 접합에 대한 최종 옵션을 포함하여 향후 프로젝트를 세계유산센터와 

ICOMOS에 제공할 것,

d) 모든 민감한 역 분석을 마무리하고 그 결론을 계획 툴에 포함시킬 것,

e) 암스테르담 방어선 및 제안된 확장에 대한 가시성과 해석을 강화할 것; 

확장 등재 신청유산의 경계를 보여주는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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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물 방어선 (네덜란드, 영문)



2021

52

정조문화유산 세계유산화사업 국외학술교류 결과보고 자료집

正祖文化遺産



53



2021

54

정조문화유산 세계유산화사업 국외학술교류 결과보고 자료집

正祖文化遺産



55



2021

56

정조문화유산 세계유산화사업 국외학술교류 결과보고 자료집

正祖文化遺産



57



2021

58

정조문화유산 세계유산화사업 국외학술교류 결과보고 자료집

正祖文化遺産



59



2021

60

정조문화유산 세계유산화사업 국외학술교류 결과보고 자료집

正祖文化遺産



61



2021

62

정조문화유산 세계유산화사업 국외학술교류 결과보고 자료집

正祖文化遺産



63



2021

64

정조문화유산 세계유산화사업 국외학술교류 결과보고 자료집

正祖文化遺産



65



2021

66

정조문화유산 세계유산화사업 국외학술교류 결과보고 자료집

正祖文化遺産



67



2021

68

정조문화유산 세계유산화사업 국외학술교류 결과보고 자료집

正祖文化遺産

전문가 자문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이화종 연구조교수

희의명 국외학술교류에 주요문서(영문·국문번역본) 검토에 따른 향후 활용 방안 제안

자문일시 2021.11.30 자문장소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참석자
경기문화재단(2명): 조두원, 김도형

자문(1명): 이화종(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연구조교수)

▶ 자문 의견

2021년 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등재 의제 : ‘네덜란드 물 방어선’ ICOMOS 평가문서

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 상정된 네덜란드 물 방어선의 확장등재와 관련된 문서의 번역은 전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영문문서가 서술형으로 작성되어 있어 개조식 문장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세계유산 전문가 및 다양한 전문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관적인 번역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번역의 전체적인 맥락은 양호 한 것으로 보이나 부분적으로 번역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한글 번역본을 

기준으로 별도로 표시하여 첨부하였습니다. 대상 유산의 전체적인 가치와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중요한 키워드라 

할 수 있는 “strategically deployed landscape – 전략적으로 배치된 환경” 은 “전략적으로 활용(이용)된 경관”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번역된 “네덜란드 물 방어선” 확장 등재는 ICOMOS 권고에서 “Referred back”이었지만, 위원회에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ICOMOS의 권고가 “Referred back”이었던 이유에 대한 검토는 향후 한국의 세계유산 신규 

혹은 확장 등재 및 경계수정 등의 관리에 많은 시사점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ICOMOS의 권고 내용을 검토해 보면, Referral 권고는 확장대상 중 일부 유산에 대한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의 

설정과 관련된 보존관리의 문제점 때문이었습니다. 보존관리와 관련된 이슈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사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네덜란드 물 방어선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확장등재 과정에서 ICOMOS와 당사국이 교환한 질문과 이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이후 위원회

에서 진행되는 ICOMOS와 당사국간의 논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모니터링 과정이 누적된다면, 한국의 세계유산 등재 혹은 확장등재, 등재된 유산의 보존관리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자문위원

성명 직위 및 소속 서명

이화종

연구조교수

/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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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책 이슈 분석 

최근 갈등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유적지에 관한 연구(국문)

파리, 2021년 6월 23일 원본: 

WHC/21/44.COM/INF.8.2

UNESCO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세계유산위원회

연장된 마흔네 번째 세션 푸저우(중국) / 온라인 미팅

2021년 7월 16일 – 31일

잠정 의제 8: 지명 절차

INF. 8.2: O. Beazley 및 C. Cameron의 "최근 갈등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유적지에 

관한 연구".

요약

결정으로 42 COM 5A, 42 COM 8 그리고 42 COM 8B. 24, 위원회는 세계유산센터에 최근 분쟁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유적지가 세계유산협약의 목적 및 범위와 관련이 있는지와 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성찰을 조직화할 것을 요청하였음.

이 문서는 독립적인 "최근 갈등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유적 연구"를 제시함. 이 정보 

문서는 위에서 언급한 결정에 따라 제공되며 문서 WHC/21/44.COM/8과 함께 읽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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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부 세계유산협약과 운영 지침의 목적과 범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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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평화 구축

7부: 결론 및 권고 사항

결론

권고 사항

미주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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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쟁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유적지에 관한 연구

Olwen Beazley 박사(호주) 및 Christina Cameron 박사(캐나다)

이 연구에 표현된 견해는 저자의 견해이며 개별 당사국 또는 정부의 견해 또는 입장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님

1부: 소개

1.1 위임의 배경 및 설명

최근 분쟁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유적지에 대한 이 독립적인 연구는 대한민

국의 재정 지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센터의 요청으로 준비되었다. 2018년 세계유산위원회가 채

택한 세 가지 결정에 대한 답변이다. 세 가지 결정은 이 연구의 주제를 규명하기 위해 약간 다른 표현

을 사용한다. “최근 갈등의 기억과 관련된 유적지”, “최근 분쟁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유적지”, “최근 갈등과 관련된 유적지” . 두 가지 결정은 포괄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반면, 세 

번째 결정은 “기념의 본질, 진화하는 기억의 가치, 기억과 관련하여 물질적 속성과 비물질적 속성 간

의 상호 관계와 이해관계자 협의 문제”(부록 A 참조). 세 가지 결정 모두에서 위원회는 이러한 유적지

가 세계유산협약의 목적 및 범위와 관련이 있는지와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1.2 연구의 작업 방법 및 내용

이 연구는 공공 역사 및 기념 관련 문헌(부록 B 참조)뿐만 아니라 최근 분쟁 유적지 및 세계유산 등

재 기준(vi)의 사용과 관련된 배경 문서 및 관련 연구를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저자들은 분쟁 장소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세계유산위원회의 과거 결정을 연구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세계유산 전문가 회의의 절차를 협의했다. 특히 기억 유적지와 세계유산 등재 기준(vi)에 대한 최근 

보고서 3건이 중요했다.1 이 연구는 기념과 역사에 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두 가지 주요 보고서, 그

리고 과도기적 정의와 양심 유적의 개념을 고려하는 문헌과 함께 공공 역사와 기억 유적에 관한 학술

적 연구를 고려했다. 이 연구는 또한 2019년 12월에 열린 세계유산전문가 그룹회의(부록 C 참조)와 

일부 전문가 그룹 구성원의 추가 검토(부록 D 참조)의 논의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이 연구는 최근 갈등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장소에 대한 이전 및 현재 형태의 

인식으로 시작한다. 그런 다음 공공 역사 원칙과 실천, 기억, 기념화 및 역사의 개념을 검토한다. 윤리

적이고 실용적인 문제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여 최근 충돌과 관련된 유적지에 대한 기준 (vi) 적용에 

대한 고려 사항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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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이 연구는 세계유산협약과 국가적 가치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대한 검토를 포

함한 운  지침의 목적과 범위와 이러한 유적지의 관계를 반 한다. 이는 결론 및 권고 사항으로 끝을 

맺는다.

1.3 정의: 기억 유적과 양심 유적

이 연구의 맥락에서 사용된 기억 유적과 양심 유적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는 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는 논의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기억 유적 중 일부는 양심 유적이 될 수도 있지

만 모든 양심 유적이 기억 유적은 아니다. 유적지를 하나 또는 다른 하나(또는 둘 다)로 규명하는 것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또는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핵심이다. 이 

토론의 목적을 위해:

기억 유적은 한 국가와 그 국민(또는 적어도 그들 중 일부)이 기억하고 싶어 하는 사건이 발생한 공

공장소이다. 기억의 장소나 기념관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의 사건과 사람들이 기억하

고 싶은 욕망의 결과로 기억의 장소가 된 곳이다. 그들은 '의도하지 않은 기념물'이다.2 이 유적지는 

말을 탄 전사나 국가의 승리, 업적 및 지배를 기리기 위해 왕좌에 앉은 왕이 포함된 고대의 국가 건설 

기념물이 아니다. 그것들은 “건축학적 또는 고고학적 증거가 있는 특정 위치, 또는 장소의 기념 측면

과 연결될 수 있는 특정 경관 측면”이다.3 이러한 유적지는 긍정적 및/또는 부정적인 측면을 가질 수 

있다.4 이 넓은 정의안에서, 그리고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해, 그들은 인간 잔학의 희생자, 강탈당하고 

죽은 자를 기리는 최근의 갈등, 부정적인 기억 및 기타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장소이다. 여기에는 

노예 제도, 식민 지배, 강제 노동, 압제 정권, 억류 및 잔학 행위와 관련된 장소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

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장소는 종종 애도와 조용한 사색을 위한 사적/성스러운 공간과 미래의 잔학 행

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잠재적인 인류 개혁을 위한 공공/교육 공간이라는 이중 목적을 가지고 있

다.5

양심 유적은 최근 역사를 포함하여 역사적 사건의 소재지이거나 관련된 장소이다. 그들은 종종 기

억 유적이기도 하다. ICSC(국제양심유적연합)는 1999년에 설립된 이러한 양심적 유적지의 비 리 

네트워크이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자문 기구이다. ICSC는 “기억 유적의 힘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는 것을 인식한다. 그것은 인권과 시민 참여에 봉사하는 의도적인 전술로 활용되어야 한다. 과거와 현

재, 기억과 행동을 연결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은 양심 운동 유적의 특징이다.”6 양심 유적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와 연결하고 방문자에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

려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유적지의 역사적 관점을 활성화하려는 공개 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잔인함, 

용기 또는 일상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강조한다.”7 ICSC는 현재 미얀마의 로힝야족과 남수단의 전쟁 

단체와 함께 진행 중인 작업과 같이 살아있는 기억 내에서 그리고 갈등의 활성 장소와 함께 과거의 사

건을 다룬다.8 양심 유적은 교육에 전념하고, 현장을 통해 역사를 해석하고, 시급한 사회 문제에 관한 

대화를 자극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주요 기능으로 인도주의적 및 민주주의적 가치를 증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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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된 문제에 대한 대중의 참여 기회를 공유하는 유적이다. 이 연구와 관련된 양심 유적은 최근 갈등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유적이다.9

  
이 연구와 관련된 양심 유적은 최근의 갈등과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장소이다.

2부: 최근 갈등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 관련 유적지의 인식 

2.1 최근 분쟁과 관련된 유적지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

기 위한 과거 결정

2.1.1 기준 (vi) 적용의 역사

기준 (vi) 는 세계유산의 연계성 차원의 "뛰어난 보편적 중요성"을 명시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다

른 9개 등재 기준과 다르게 작동한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OUV를 평가하는 모든 기준은 연계 차원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기준 (vi) 는 연계 차원의 "뛰어난 보편적 중요성"을 명시적으로 인식한다. 유

산 자체의 OUV를 평가하는 다른 9개 기준과 달리, 기준 (vi) 는 먼저 중요 유대관계를 평가한 다음 

그러한 유대관계와 유산 사이의 연계 특성에 대한 두 번째 평가 그리고 다른 유사한 유대관계 및 유적

에 대한 링크와의 비교를 기반으로 한 세 번째 평가를 수행한다.

운  지침에서의 기준 (vi) 정의는 총 7번 수정되었다.10 주로 다른 기준 없이 단독으로 사용을 제한

하고 새로운 유형이 채택됨에 따라 연계성을 추가한다. 2005년에 제한적 접근 방식은 다소 완화되었

지만, 위원회는 여전히 다른 기준과 함께 기준 (vi) 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했다. 2005년 이후로 변경

되지 않은 기준 (vi) 에 따라 속성은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사건이나 살아있는 전통, 사상 또는 신념,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을 지닌 예술 및 문학 작품과 직접 

또는 유형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위원회는 이 기준을 다른 기준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생각한다.11

기준 (vi) 에서 항목화된 6개의 연계성(사건, 살아있는 전통, 아이디어, 신념, 예술 작품, 문학 작품) 

중에서 "사건"과 "아이디어"는 갈등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연계한 유적지에 가장 자주 사

용되는 두 개의 연계성이다. 현재 246개의 세계유산이 기준(vi)에 따라 등재되었다. 12개는 기준 (vi) 

만을 사용했다. 다시 말해, 기준 (vi) 에 따라 등재된 유산 대부분은 다른 등재 기준에도 등재되었다.

2.1.2 최근 분쟁과 관련된 유적지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을 세계유산목록에 포함시키

는 것에 대한 세계유산위원회의 우려

1978년의 1차 등재 이후 대기열에 80개 이상의 문화유산이 등재된 상황에 직면한 세계유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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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Heritage Committee)는 미셸 페어런트(Michel Parent) 보고관에게 기준이 불합리한 수

의 등재를 방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력한지 비교연구를 수행할 것을 요청했다. 페어런트의 1979

년 검토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에 관한 토론을 포함하여 광범위했다. 그는 

이러한 장소를 “유형 문화재가 없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현장이었던 지역”으로 정의했

다. 그러한 사건은 인류의 이익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들." 페어런트는 "역사

적 장소를 맴도는 '아이디어'"를 나열하는 개념이 협약문과 일치하지만, 잠재적 분열에 대해 경고한

다는 데 동의했다.12

페어런트는 그의 보고서에서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가치의 장소는 일련의 유사한 유적지에 대한 보

편성 측면을 강조함을 권고하 다. "인류 역사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유적지

는 유사한 사건의 전체 시리즈를 나타내는 고유한 기호로 가장 두드러지게 만들 때만 진정한 힘을 발

휘할 것이다."13 그는 아우슈비츠 등재를 사례로 삼아 “모든 희생자를 기리는 기념물로서의 상징적 지

위를 보존하기 위해 아우슈비츠는 고립된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한다. 즉, 공포와 고통의 깊이와 웅주

의의 절정을 증언하는 문화재 가운데 단독으로 서고, 이를 통해 같은 성격의 다른 모든 유적지를 상징

화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 다.14

1979년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일련의 유사한 유적지의 상징으로서 있는 하나의 유적지 예외성

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페어런트의 자문에 따라 위원회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독특한 유적지로 들어가고 비슷한 

성격의 다른 유적지에 대한 등재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15

위원회는 또한 사건 및 인물과 관련된 장소를 등재하는 것이 정치적, 민족주의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유산협약의 목적과 목적을 훼손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많은 잠재적 등재 후보와 정치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최종 결과가 목록의 가치가 감소하지 않도록 

기준 (vi) 에 해당하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역사적 사건이나 유명인에 관한 등재는 세계유산

협약의 목적과 모순되는 민족주의나 기타 특수주의의 향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16

이러한 논의를 통해 1980년 기준 (vi) 의 문구를 수정하여 사람의 자격을 제거하고 “역사적”을 “보

편적인” 의미로 대체했으며 이 유산 기반 협약과 일치하는 부지의 유형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직

접적 또는 유형적으로”를 추가했다. 연계 가치가 있는 유적지의 등재신청 건을 처리할 때 위원회는 운

 지침의 연속적 버전인 기준 (vi) 사용에 대한 제약에 따라 이를 예외적인 경우로 계속 간주해 왔다.

이 연구는 기준 (vi)(부록 E)에 나열된 최근 분쟁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18개

의 세계유산을 확인했다. 그중 2018년 세계유산위원회(1.1 참조) 세션에서 세 가지 결정의 주요 취지

인 최근 분쟁 지역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유산은 단 4곳뿐이다.

2019년 12월 전문가 회의에서는 "최근 갈등"의 실제 정의를 채택했다. 어떤 경우에는 부정적인 기



75

억이 수 세기 동안 지속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회의는 "최근"을 "20세기 전환기"로 간주하고 "갈등"

에는 "전쟁, 전투, 학살, 대량학살, 고문 및 대량 위반”과 같은 사건이 포함된다.17

부록 E의 표는 이러한 경우가 얼마나 예외적인지 보여준다. 40년 이상 등재된 후, 최근 분쟁 및 기

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현재 목록에 있는 1121개의 세계유산 중 1.6%)과 관련된 광범위한 범

주의 유적지에 적합한 것으로 18개 세계유산과 "최근 분쟁"(0.4%)의 유적로 4개 유산만이 명확하게 

식별된다.

2.1.3 기억 유적과 기준(vi)의 적용에 관한 최근 연구

최근 세 가지 연구를 통해 이 주제를 조사했다. 국제양심유적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of 

Conscience of Conscience)은 윤리적 해석 실천의 원칙과 상호 이해를 위한 다양한 견해를 중재하

는 방법을 제시하는 기억 유적 해석(2018) 연구를 수행했다. 이 보고서는 진실하고 지식에 기반을 둔 

기억 유적에 대한 포괄적인 해석 체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18 이 주제에 관해 바르샤바에서 열린 

2012년 전문가 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몬트리올 대학의 건축 유산에 관한 캐나다 연구 의장의 지시에 

따라 Christina Cameron과 Judith Herrmann은 세계유산 기준 (vi)(2018) 을 사용하여 연계 가치

를 인식하기 위한 지침 및 역량 구축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준비했다. 이 보고서의 포괄적인 

목록은 분쟁 유적지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에 대해 위원회가 특정 불의를 인정하고 그러

한 속성이 해방, 시민권, 반노예제 노력, 민주주의, 화해 및 평화의 발전과 같은 보편적 원칙의 상징 

또는 예로서 어떻게 서 있는지 설명하는 가치 진술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19

세 번째 보고서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최근 분쟁의 기억과 관련된 유적지와 관련된 세계유산 등재 평

가(2018)를 위해 준비한 ICOMOS 토의문서이다. ICOMOS가 제시한 다양한 문제와 기술적 과제로 

인해 위원회는 2019년 12월 최근 분쟁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유적에 대한 전

문가 회의 구성을 요청했다.20 회의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특히 협약 초기에 예외적으로 이

전에 등재된 유산이 있지만, “최근 분쟁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유적지와 관련하

여 전문가들은 그러한 유산이 세계유산 협약과 운  지침의 목적과 범위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

다.”21

2.2 과도기적 정의와 양심 유적

2.2.1 과도기적 정의와 기념의 개념

과도기적 정의라는 용어는 “대규모 인권 침해의 유산을 바로잡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시행한 일련

의 사법적 및 비사법적 조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형사 기소, 진실 위원회, 배상 프로그램 및 

각종 제도 개혁이 포함된다.”22 "화해와 치유의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이 구조는 폭력과 억압의 시대

에서 벗어나고 있는 국가를 돕기 위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등장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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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유린이 발생한 국가에서 도입된 과도기적 사법 절차를 통해 최근 분쟁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

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장소에 대한 명확하고 종종 공식화된 인식이 있다. 이 연구와 관련된 과도기적 

정의의 "측정"은 배상 프로그램의 측정이다. 국제 과도기 정의 센터 (International Center for 

Transitional Justice)는 배상이 개별적, 집단적, 물질적, 상징적일 수 있다고 말한다.24 상징적 배상

의 틀 내에서 기억과 기념은 “역사적 기록을 바로 세우려는 과도기적 사법 절차의 필수적인 부분이라

는 인식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분쟁 후 기념화는 희생자를 인정하고 보다 광범위한 화해 과정에 이바

지하고자 하는 상징적 배상의 범주로서 배상의 기준에 속하게 되었다.”25

수많은 진실화해 위원회에서 국가가 배상 조치의 목적으로 기념화 사업을 통해 인권 침해 희생자를 

기념할 것을 권고했으며, 희생자를 인정하고 사회가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26 

그 예는 독일,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페루, 모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차드에서 찾을 수 있다.27 이

러한 권고 사항은 종종 정부가 인권 침해가 발생한 건물을 파괴하는 것을 방지함으로 관련 기억을 보

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28 과도기적 정의 조치와 기념화는 또한 유엔 (UN) 내의 다양한 부서를 통해 

인정되었다. 예를 들어, 차별 방지 및 소수민족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의 전 특별보고관이었던 Louis 

Joinet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희생자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식 선언, 기념식, 공공

도로의 명명 또는 기억(Memory)의 의무를 돕는 기념물 건립과 같은 도덕적 배상을 제공하기 위한 상

징적 조치는 집단적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29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UN이 다양한 활동에서 기념물/기념관(monuments/memorials)의 건립

을 포함하여 피해자 배상의 요구 사항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기념물/기념관 중 일 부가 현재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차례

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러한 유적지가 세계유산협약의 목적 및 범위와 관련이 있는지와 방법에 대

한 질문을 촉발했다.

기념관이 배상의 장소로 기능하고 기념화(memorialization) 절차가 과도기적 정의의 행위로 수

행되기 위해서는 국제양심유적지연합이 "진실 추구와 책임"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야 한다.30 이를 

위해서는 불협화음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화해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모든 이해당사자

의 기억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념화 과정이 필요하다(참조: 4.1.1). 이 요구 사항은 최근 분쟁과 관련

된 기억 유적지 이야기의 본질적인 편향성을 기념화 사업(memorialization initiatives)을 통해 어

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개별 유적지와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개념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 핵심이다. 특히 이것은 "기념관이 생존자들이 경험한 

잔학 행위를 인식하고 생존자들을 역사적 역으로 재통합하고 기록을 바로잡을 잠재력이 있으므로 

치유를 위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31 또한 "과도기적 사법 메커니즘은 피해자와 가해

자 사이의 분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화해보다 분열적일 수 있다"라는 위험도 있다.32 과도기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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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커니즘의 목적으로 기념화 사업의 성공 여부는 수행되는 과정의 성격, 수행 시기, 과도기적 사법 절

차의 목적으로 과정에 포함되는 사람 및 분쟁 후 배상의 다른 형태와 관련되는 방식에 달려 있다.33

2.2.2 양심과 기념 유적의 개념

양심 유적은 역사유적지, 박물관 또는 기념관이 될 수 있다. 때때로 그들은 과도기적 사법 절차를 

통해 수행된 배상의 결과로 생성된다. 그들은 기억의 강력한 저장소이며 과거 사건의 기억 주위에 시

민 참여를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아르헨티나의 ESMA(Escuela Superior de Mecanica de la 

Armanda)나 칠레의 빌라 그리말디 평화 공원(Villa Grimaldi Peace Park)과 같은 유적지를 포함

하여 고문 및 인권 유린 행위가 발생한 실제 건물 또는 유적지인 경우가 많다. 때때로 그들은 

Partition Museum, Amritsar, India 또는 남아프리카의 District Six Museum과 같은 양심 유적

으로 사용되는 용도가 변경된 건물이기도 하다. 현재 세계 유산 목록에 있는 기억 유적이자 양심유적

은 고레섬(세네갈)이다(4부 참조). 이 기억 유적은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과거의 이야기

를 현대의 유산과 연결하고, 공교육과 서사를 통해 그러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약속하는 

양심 유적 역할을 한다.

양심 유적은 기억 유적으로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 최근 또는 먼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거나 배

울 수 있는 널리 접근 가능한 공간이며, 이러한 사건이 현대 인권 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더 탐구할 

수 있다. 희생자, 생존자, 정부를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과거와 현재, 기억을 행동으로 연결"하

겠다는 약속을 보여주는 곳이다.34 교육에 전념하고, 물리적 유적지를 통해 역사를 해석하고, 시급한 

사회적 문제에 관한 대화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인도주의적 및 민주주의적 가치를 주요 

기능으로 홍보하고, 유적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대중의 참여 기회를 공유하는 유적지이다.35

교육은 의견, 태도 및 행동에 향을 미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36 또한 과도기적 정의의 일부인 

교육적 지원은 과도기적 정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국제 법원과 재판소의 업무를 넘어 지속

해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대외활동 작업은 상호 작용하고 참여하는 그것이 중요하다.37 

교육의 역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 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은 국제 양심적 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of Conscience of Conscience)이라는 제목의 최근 보고서이다. 기억 유적에서 해석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에서 기회와 도전을 규명한다.38 많은 유적지에서 방문자가 이 과정을 통해 도

전하고, 반성하고, 배울 수 있는 대화형 공간을 사용한다. 국제양심유적지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of 양심 유적)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분쟁 후 기념화의 성공 여부는 사업개발 과정

에 달려 있다.”39 연합의 분쟁 후 사회의 기념화를 위한 도구 모음(Toolkit)은 기념화 노력을 고려하

는 공동체의 핵심 요소를 나열하고 "기념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고려해야 할 질문 점검표"로 제시한

다.40 (부록 F 참조). 최근 분쟁과 관련된 유적지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을 세계유산목록에 

포함하기 전에 국제양심유적지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of 양심 유적)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기념화 사업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4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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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공공 역사의 관점

3.1 공공 역사란 무엇인가?

국제공공역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for Public History)에 따르면 “공공 역사는 다양

한 종류의 청중을 위해 다양한 공공 및 개인 환경에서 역사적 작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역사 

과학 분야이다. 종종 대중과 함께 일하는 환경에는 국제 및 초국가적 조직, 모든 수준의 정부, 지역, 

지역 또는 국가 비 리, 기업, 문화 및 교육 기관이 포함될 수 있다.”41 공공 역사는 역사적 연구를 비

학문적 청중에게 접근할 수 있고 관련성 있게 만드는 과정이다. 때로는 응용 역사라고도 불리며 대중

이 경험하고 해석하는 역사이다. 공공 역사는 학문적 연구를 기반으로 과거의 이야기를 발전시킨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박물관 및 유적지와 같은 물리적 장소에서 또는 웹 기반 프로그래밍, 화 및 기타 

멀티미디어 제작을 통해 가상으로 대중에게 제공된다. 세계유산의 창설과 그 해석 프로그램은 공공 

역사의 표현이며 이 분야의 원칙과 관행에 따른다.

3.2 역사적 사고의 개념

역사학 분야는 검증 가능한 증거에 기반한 건전한 학문을 생산하기 위해 확립된 이론과 방법론을 

사용한다. 공공 역사가는 광범위한 물질문화, 시각, 구두, 디지털, 서면 및 기타 전통적 및 비전통적 

형태의 역사적 증거를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한다. 과거를 이해하는 데 그들

은 이용 가능한 증거를 해석하기 위해 다양한 맥락과 시간 척도를 고려한다.

역사적 의미는 과거에 의미를 확립하는 것이다. 역사적 사고의 핵심 개념은 역사가 특정한 세계관

에서 쓰 다는 인식이다. 의미를 설정할 때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가치, 신념 및 잠재적 편

견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적 사고는 과거에 대한 해석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는 이해를 핵심으로 한다. 지속적인 과

정을 통해 역사적 사건의 의미는 사회의 다양한 관점과 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증거에 비추어 재평

가된다.

  
중요한 공유 지식 체계와 마찬가지로 역사는 항상 재검토와 재고를 겪고 있다. 이 작업의 심각성을 

참작할 때 역사를 과학 및 학문 분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3.3 공공 역사의 원칙

역사 연구 수행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는 과거의 진화하는 내러티브에 대한 인식과 편견

에 대한 인식이 있다. 문화권 분야의 유엔 특별보고관은 2013년 역사 쓰기 및 교육에 관한 사려 깊은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녀는 “역사는 항상 다양한 해석의 대상이 된다. 법정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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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입증될 수 있지만, 역사적 서사는 정의상 부분적인 관점이다. 따라서 사실이 다툼이 없더라도 

갈등 당사자들은 도덕적 정당성과 누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논쟁을 치열하게 벌일 수 있다. 역사적 

내러티브가 가장 높은 의무론적 기준을 엄격히 따른다면 그것들을 존중하고 토론에 포함해야 한

다.”42

UN 특별보고관은 진화하는 이야기와 논쟁이 있는 역사를 다룰 때 공공 역사가에게 가장 높은 윤리

적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공공 역사에 대한 전문적인 행위는 상황에 적합한 확립 된 연구 

이론과 방법의 적용과 모든 관련 분야의 기존 학문에 대한 참조가 필요하다. 공공 역사는 주제와 관련

된 모든 범위의 목소리, 관점 및 경험을 반 하는 1차 및 2차 출처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문화적으

로 포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새로운 증거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과거 사건에 대한 해석은 토론과 

주기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 공공 역사는 또한 역사적 서술이 연구자의 세계관에서 쓰이고 따라서 

잠재적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인식을 요구한다.43

3.4 공공 역사의 실천

공공 역사의 모범 사례에는 기록 문서로부터 유적지에 부착된 강력한 기억에 이르기까지 모든 증거

를 탐색하기 위해 다양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된다. 비판적 사고와 분석은 차별과 

폭력과 같은 현대의 도전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이다. 공공 역사

의 실천가들은 과거에 대한 해석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선택한 맥락과 기간이 가치 결정에 

향을 미친다는 이해를 입증해야 한다. 그들의 도전은 과거의 정당하고 지속적인 재해석과 정치적 또

는 다른 목적을 위한 역사 조작을 구별하는 것이다.

문화권 분야의 유엔 특별보고관은 자신이 발견한 것을 바탕으로 현재 관행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발령했다. “역사 교육은 비판적 사고, 분석적 학습 및 토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역사의 

복잡성을 강조하면서 비교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애국심 강화, 민족 정체성 강

화, 청년 교양을 공식사상이나 지배종교의 지침에 맞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44

후속 패널 토론에서 특별보고관은 모범 사례를 설명했다. 갈등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분열된 정체

성 너머 사람들의 공통된 인간성을 엿볼 수 있다.”45

이러한 관찰에 따라 공공 역사는 대화와 상호 이해의 발전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갈등과 논쟁을 해

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공공 역사의 실천가들은 내러티브가 특정 세계관에서 쓰이고 권력 

역학이 유산 장소에 대한 이해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한다. 결과적으로 실무자는 잠재적 편견

을 해결하고 가치와 신념이 과거에 대한 관점에 어떻게 향을 주는지 이해하기 위해 전문 윤리 강령

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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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세계유산에 대한 공공 역사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계유산 활동은 공공 역사의 범위에 속한다. 시사점 중 핵심은 연구에 대한 요구 사항이 참조된 출

처와 관련한 사람들 모두에게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 조사가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나 

해석 활동에 사용될 때마다 정확하고 포용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다양한 관점을 활용해야 한다.

또 다른 의미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 기술(SOUV)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 당시 확립된 가치와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진화하거나 논쟁하는 가치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이다. 과거에 대

한 가치의 변화와 이해, 특히 최근 갈등의 유적과 기억 유적에 대한 이해는 SOUV의 한 시점에 설정된 

고정 가치에 대한 도전을 제시한다.

세 번째 의미는 최근 갈등과 관련된 유적지가 분열적인 의제를 가진 정당 및 기타 이해 집단에 의해 

조작될 수 있는 특정 취약성이다. 잠재적인 조작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적인 행동 강령을 적용하고 연

구 자료 준비에 외부 참여를 권고한다.

4부: 기억, 기념화 및 역사

4.1 기념화

4.1.1 기념화의 증가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은 기념화 과정에 대한 보고서에서 기념화의 증가는 1980년대에 등장한 

대량 범죄를 기억할 의무라는 개념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개념은 "실제 사건이 있고 난 뒤에도 수 세 

기 동안 배상을 촉구하고 교훈을 얻는 정당성을 주장한다."46

특히, 1980년대 이후 “기념관 건립은 과거 범죄에 대한 대중의 인정을 보장하는 것이 희생자들에

게 필수 불가결하고, 추가 폭력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국가 통합을 재정의하는 데 필요하다는 생

각과 연결되었다.”47

폴란드, 아르헨티나, 르완다, 캄보디아 등의 국가에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전 세계적

인 기억 담론의 성장이 있었다.48 세계유산목록의 초기 사례로는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폴란드), 로

벤섬(남부 아프리카), Aapravasi Ghat(모리셔스), 최근에는 Valongo Wharf(브라질)(부록 E 참조) 

가 있다.

UN 특별보고관에 따르면 기념화의 증가는 “1997년에서 2005년 사이에 제도화되었다. ⋯ 분쟁이

나 억압 기간을 벗어나는 국가가 점점 더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여 적극적인 기념 정책에 참여하도록 

추진한다. 나치즘의 희생자들을 기념하는 서구의 기념관 모델은 항상 가장 적절하거나 적절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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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과거의 비극이나 대량 범죄를 재현하기 위한 서식 또는 최소한 정치적, 미학적 감이 되었

다.”49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인권 침해 희생자를 기념하는 것은 기념화의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가 

공공장소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확인되었다.50 이러한 현상을 "기억의 전 지구적 문화"라고 

한다.51 이를 통해 최근 분쟁의 희생자와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을 회상하는 새로운 기념화 

형태의 기억 활동으로 부상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념화 행위는 분쟁 후 사회에서 인권, 배상 및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매우 

중요하고 종종 핵심적인 것으로 보인다.52

그들은 또한 분쟁 후 화해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며, 이 공연을 통해 신흥 정부와 사회를 위한 일관

된 국가적 내러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분야의 연구에 따르면 기념화는 화해에 도움 이 될 

수 있지만, 포괄적이고 적절한 시기에 수행되지 않으면 기억해야 할 대상과 방식에 대한 불협화음을 

강화할 수도 있다.53

이러한 유형의 유적지에 대한 기념화의 증가와 과도기적 사법 활동을 통해 수행되는 희생자에 대한 

상징적 배상 사이에는 분명한 연계성이 있다.54 일부 기념화는 과도기적 정의의 공식 도구를 벗어나 

향을 받는 사회 집단에 의해 풀뿌리 수준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된다.55 국가는 토 내 인권 침해를 

해결해야 하는 공식 의무의 목적으로 다른 기념화 사업을 진행한다(2부 참조).

특정 시점에 기념화가 증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반드시 과도기적 사법 절차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

니지만, 기억 이론가들은 잊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왜 기억과 과거

에 대해 집착하며, 왜 잊는 것에 대한 두려워 하는가?”라고 물었다.56 이 질문은 세계유산목록에 기억 

유적을 포함하는 문제에 매우 중요하다.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디지털 시대의 '임시적 정박

'으로 명확한 시간과 장소의 구조가 무너지는 현상을 일컫는다.57 특정 사건에 대한 기억 상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종종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억 유적이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되어 등재되었

다. 망각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은 특히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세계적 분쟁과 관련된 기

억과 관련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들의 고령화는 추모 행위를 비롯한 세대 간의 기억 전수를 돕기 위한 물리

적 추모의 형태와 함께 기념일 축하와 같은 추모 행사의 시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58 이는 "

기억의 언저리"라고 하는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4.2.1 참조).59

4.1.2 "Never Again" 기념화 및 예방

과도기적 사법 절차를 통한 상징적 배상의 결과인 기념화는 인권 유린이 위치한 국가에서 인권 침

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재발 방지에 대한 

기여로서의 기념화는 과거가 현재에 정보를 제공하고 민주주의, 인권 및 평등과 관련된 현대 문제에 

대한 이해를 촉진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결론지었다.60 일부 기억 유적을 교육적이고 상호 작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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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평화를 위해 배우고 옹호하는 장소, 희생자를 기억하는 장소로 변형하면서 양심의 장소로 설립

하 다(2.2 참조).

양심 유적의 목표 중 하나는 기억에 남는 외상적 사건의 "반복 방지"를 보장하는 것이다. 양심 유적

을 포함하여 기념비를 만드는 데 대한 한 가지 정당성은 "과거로부터 배우고" 같은 잔학 행위/인권 침

해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는 열망이다.61 이러한 재발 방지는 시민 사회와 정부가 권리 기반 미래

에 대한 공유된 비전을 중심으로 뭉쳐야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길고 비선형적일 수 있지만, 

성공의 핵심은 포괄성, 다양한 경험과 관점에 대한 존중, 교육에 대한 헌신이며, 이 모두는 양심 프로

그램 유적지의 특징이다.

기억 연상법, 기억의 조력자, 그리고 "강화된 기억"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기억 유적의 물리적 잔

해와 사건과의 연계성이다.62 기억의 물리적 잔해가 없다면 기억하는 과정은 더 어렵고 덜 집중될 것

이다. 로벤섬(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은 사건과 관련된 물리적 유물로 기념비를 만들고 이러한 유적

을 해석하는 것은 유사한 잔학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목표로 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과

도기적 정의의 반복되지 않는 구성요소이다. 그러나 기억 유적이 존재하고 기억을 끌어내는 것만으

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그들은 미래의 만행을 방지하기 위해 인권 내러티브에 새로운 세대를 참여

시켜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기억 유적이 양심 유적이 될 수도 있다.

“Never again” 선언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왔지만 1990년대 후반에 과도기적 정의 모델을 통

해 갱신되었다.63 그러나 '다시는 안 되(never again)'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

다.64 예를 들어, “과도기적 정의는 아파르트헤이트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차별을 근절하

지도 않았고 사회적 평등을 촉진하지도 않았다”라고 언급되었다.65 인권 유린이나 대량학살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받은 한 사회에서 가르치고 배운 것은 전 세계적 차원으로의 전이에 힘이 없을 수 있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은 기념 관행이 반인도적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기념 폭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66 기념 폭정의 예는 같은 사건에 대한 수많은 기념이 불협화음과 대체 서

사를 포함하지 않고 이러한 제외로 인해 다양한 경험과 기억이 분명하게 표현될 공간을 거의 또는 전

혀 남기지 않을 때 발생한다.67

  
4.1.3 양심 유적으로서의 세계유산

1999년에 국제양심유적지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of Consciences of Conscience) 은 

특정 교육 및 인권 활동을 수행하는 일종의 유적으로서 양심 유적지의 개념을 개발했다(2부 참조). 이 

개념은 고레섬(Gorée Island, 세네갈, 1978), Auschwitz‑Birkenau(폴란드, 1979) 및 히로시마 평

화기념관(Hiroshima Peace Memorial, Genbaku Dome)(일본, 1996)의 등재 이후 시기이며, 로

벤섬(Robben Island, 남아프리카공화국, 1999)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던 같은 해에 작성되었

다. 기준 (vi)(부록 E 참조)에 따라 기록된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의 18개 세계유산 중 고레섬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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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양심 유적지로 인정되고 있다.

고레섬은 국제 양심적 연합의 창립 회원이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진실 말하기, 민주주의 및 인권

을 증진한다. 역사적 사건과의 연계성과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으로 평가된 아이디어로 세계유산목록

에 등재되었지만, 이러한 사건과 "다시는 안 되(Never again)"는 아이디어를 통해 미래 세대를 교육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류의 이벤트는 반복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 사회 역사상 가장 큰 비

극 중 하나인 노예무역에 대한 증언이다. 세계유산위원회의 질문은 양심 유적지가 될 수도 있는 더 많

은 기억 유적지를 세계유산목록에 포함하려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동기는 무엇인가?

4.1.4 양심 유적 등재에 필요한 작업

국제양심유적지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of 양심 유적) 툴킷 기억에서 행동으로: 분쟁 후 사

회의 기념화를 위한 도구 모음(Toolkit)은 공동체가 기념화 활동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예

를 제공한다.68 기념화 사업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며, 지역 사회 주도의 광범위한 협의를 통해 민감

하고 포괄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이미 분열된 사회의 균열을 심화시키고 분쟁 후 재건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상징적 배상의 측면에서 최종 결과물이 아닌 협의 과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고 있다.69

문화권 분야의 유엔 특별보고관은 “기념화 과정은 사건의 모든 측면, 정치적 순서 및 결과를 기억하

고 지역 사회와 특히 주요 이해관계자가 과도기적 정의 전략 개발에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만 가능하

다"라는 점에 주목한다.70 최근 갈등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유적지에는 여러 내

러티브와 두 가지 또는 때로는 그 이상의 지배적인 내러티브가 있다. 그것들을 세계유산목록에 포함

하기 위해 고려할 때, 기념화 과정에서 수집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불협화음의 기억이 존재할 수 있다

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분쟁 후 재건에서 기념화 프로젝트의 행동과 결과는 양심 유적 툴킷에 나열되어 있다. 과도기적 정

의를 지지하는 배상의 한 형태인 기념화 과정은 분쟁 후 사회 내에서 화해를 촉진하고 지역 사회가 미

래를 위한 변혁적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과거를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이다. 기념관 건립은 갈등 후 

사회에서 화해를 촉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북아일랜드 인권 위원회(Northern Ireland Human Rights Commission)의 정보에 따르면 “정

체성을 방어적인 것에서 권한 있는 것으로 바꾸는 새로운 문화적 상징을 개발하는 것은 공동체에 대

한 새로운 개념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 차별을 조장하는 양극화 이미지와 고정관념을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문화적 상징은 통합되고 권한을 부여받은 집단적 정체성을 촉진하는 상징적 경관을 

공식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기술한다.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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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툴킷은 기념화 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대표가 기억 유적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관점이 확실하더라도 잠재적인 성공에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다.72 이러한 분열적인 기억이 어떻게 

중재되고 표현되는지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좌우한다. 참고로 잠재적인 국가적 기념 내러티브와 관련

하여 분쟁 후 사회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민주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핵심 및 여

러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한다. 최근 분쟁과 관련된 유적지 및 세계유산목록에 있는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을 고려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은 툴킷 체크리스트의 다음 두 가

지 사항이다(부록 F 참조).

· 목표: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무엇인가? 생존자와 희생자를 인정하기 위한 것인가? 화해를 촉진하

는가?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민주주의 구축 과정에 기여할 것인가? 진행 중인 진실을 말하는 과정

의 일부입니까? 반복되지 않는 과거를 위한 교육에 집중할 것인가?

· 타이밍 및 순서: 이해관계자가 프로젝트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는가? 대중은 프로젝트가 제기하

는 문제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프로젝트가 근본적인 미해결된 긴장을 전면에 가

져올 것인가? 프로젝트는 다른 과도기적 정의 및 분쟁 후 재건 메커니즘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진실 위원회 프로세스의 권고 사항을 기반으로 하는가?

툴킷 체크리스트의 모든 고려 사항은 최근 분쟁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 유적을 기념화

하는 계획의 복합성을 규명하므로 이 연구와 관련이 있다. 세계유산협약의 목적과 범위와 관련하여, 

당사국의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기 전에 유산이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 유리할 것이다.

북아일랜드 보고서는 “지속적인 문화적 논쟁은 불가피하며 근절하기보다는 관리해야 한다”라고 

기술한다.73 이 경우 모든 주요 이해관계자와 함께 화해의 지점 또는 논쟁이 관리되는 지점에 도달하

기 위한 작업이 수행되고 이야기와 기억이 전달되는 방식에 대해 합의 지점에 도달했어야 한다. 국제

양심유적지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of Constraints of Conscience)이 시도하고 테스트한 

이러한 강력한 접근 방식이 없다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최근 분쟁 지역은 평화, 화해 및 민주주의 

대신 불화와 폭력을 촉발할 수 있다. 유엔 인권 집행 위원은 “일부 국가에서는 과거 사건에 대한 공유

된 기억의 부족과 함께 편향된 역사적 서술이 더 큰 만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라고 보고한

다.74  

  
4.1.5 세계유산으로서의 양심 유적

기억 유적지뿐 만 아니라 양심 유적지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자격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세계유산 기준의 적용과 그러한 유적지가 기준 (vi) 에서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을 지닌 사건이나 

아이디어와 관련되는 임곗값을 충족하는지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등재신청 유적지가 충족해

야 하는 첫 번째 임곗값이다. 연계성은 국가적이거나 지역적일 뿐만 아니라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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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세계유산위원회는 기억 유적지를 단 한 곳만 등재했는데, 이 유적지는 나중에 양심 유적

지, 고레섬이 되었다(4.1.3 참조). 당사국이 다른 잠재적 양심 유적지를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러한 유적지를 고려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필요한 절차와 기간은 무엇인가?

문화권 분야의 유엔 특별보고관은 갈등이 끝나기도 전에 기념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언급하지만, 

이 기간이 “성숙에 이르는 성찰의 과정”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경고한다.75 반성할 시간과 불협화음 내

러티브가 해결될 시간이 없다면 조기 등재는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5부 참조).

기억 유적과 양심 유적에 대한 불협화음의 기억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유적지에서의 화해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계유산목록에 있는 기억 유적과 양심 유적을 고려하는 것이 부적절할까?

4.2 기억 유적과 역사유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기억 유적은 언제 역사유적으로 전환되는가?76 그것들은 언제 역사적 표지가 되는가? 주로 한 역할

에서 다른 역할로 이동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나?

역사가 피에르 노라(Pierre Nora)는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기억을 유지하려면 기억하기 위한 공

동의 노력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행동이 없으면 기억 유적은 역사유적이 될 것이며, "기억 의식의 구

현"이 기억 유적에만 부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77 Nora가 관찰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전환은 "집단 기

억에서" "역사적 기억"으로 미끄러지는 것이다.78 집단 기억은 개인 기억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만 정치적으로 유효하다.79 개별 기억이 더 살아서 집단 기억에 관여하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공공 

기억의 재창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유적지의 의미와 가치가 변하고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라 역사

적이 된다.

* 이 연구를 작성하는 시점에 당사국의 잠정목록에 양심 유적과 관련된 두 곳이 있었다.

대량학살 기념관: 르완다의 Nyamata, Murabi, Bisesero와 Gisozi(Gisozi는 Kigali 대량학살 

기념관으로도 알려짐), 아르헨티나의 ESMA 유적 박물관 – 구금, 고문 및 학살 센터. 국제양심유적지

연합(ICSC)의 일원으로서 아르헨티나의 ESMA 박물관은 화해를 달성하고 그 역사와 그 시대의 역사

를 말하면서 불협화음의 기억을 포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르완다에 있는 키갈리 대학살 기념관 역

시 양심 유적이 있는 곳이며 반복되지 않고 지속적인 대화를 목표로 교육 전시회를 진행했다. 글을 쓰

는 시점에서 다른 르완다 대량학살 기념유적지(Nyamata, Murabi, Bisesero)도 화해와 진실을 말

하는 일을 했는지 아닌지는 불분명하다.

  
한 당사국의 기억을 복원하려는 사례로는 고레섬(세네갈) 세계유산 등재 건일 수 있다. 이것은 리쾨

르가 "상처받은 기억"이라고 불렀던, 약화하여 집단으로 재창조될 수 없는 기억을 복원하려는 시도를 

보여줄 수 있다.80 이러한 상처는 Gorée에서 운송된 노예의 후손이 사건의 기억을 재현할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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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 "상처받은 기억은 언어화의 부재를 나타낸다. 따라서 아직 생각하지 않은 상태이다."81 상

처받은 국가의 정체성 형성을 돕기 위해 집단적 기억을 되찾고 재창조하려는 시도 을 수도 있다. 이

것이 바로 리쾨르가 "도구화된 기억"이라고 불렀다.82

4.2.1 기억의 언저리

기억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 기억을 가진 개인이 죽기 시작하는 순간을 "기억의 언저리"라고 

한다.83 전쟁, 전투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물리적으로 기념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84

미국 역사가이자 지리학자인 David Lowenthal은 이 순간, 기억의 언저리, 그리고 이어지는 기념

화에 관해 설명했다.

⋯ 집단 기억에 깊이 의존하는 공동체는 희미해지는 기억에 관하여 그들을 불멸화하기 위해 필사적

으로 노력한다… 아우슈비츠와 히로시마, 마사다와 아서 항이 우리 선조와 우리 자신에게 의미한 것

처럼 희생자의 목격자가 사망함에 따라 우리는 후손이 잊거나 버리지 않도록 대리 알림을 생성한

다.85

기념관은 "역사와 기억 사이⋯과거, 현재, 미래 사이의 공간에 존재한다"라고 한다.86 "기억의 언저

리", "대리 알림" 및 "역사와 기억 사이의 공간"에 대한 이러한 관찰은 모두 사건의 기념화와 매우 관련

이 있으며, 세계유산목록에 관련 장소를 포함하려는 당사국의 노력이다.

비디오, 인공물, 사진을 포함한 정보 공유의 멀티미디어 방식과 함께 강력한 교육적 초점이 있는 기

억 유적은 어떻게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정보를 미래로 전수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회

를 입증한다. 이 "기억의 언저리"와 이것이 세계유산목록에 대한 특정 등재에 어떤 향을 주는지 다

음 부문에서 고려할 것이다.

4.2.2 제1차 세계대전 및 제2차 세계대전 기념관과 기억 유적

19세기 동안 기념물 건설을 통한 공공 기념화 양상은 일반적으로 국가적 내러티브를 만들기 위해 

국가의 승리를 자축하는 방식이었다.87 19세기 후반에는 보불(프랑스‑프로이센) 전쟁과88 1879‑80

년 국 -아프카니스탄 전쟁89 간 전사자를 포함하여 전사한 군인의 이름이 새겨진 전쟁기념관이 등

장했다. 그러나 20세기와 21세기에 기념식은 다른 형태로, 훨씬 더 대중적인 형태를 취했다. 이 역

으로 기념하게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기념관이었다. 그들은 사적인 방식이 아

닌 매우 공개적인 방식으로 애도를 표현한다. 제1차 세계대전 기념식은 “희생자 중심 기념”의 시작이

었다.90 형식에 있어 매우 대중적이지만, 제1차 세계대전 기념관은 가족과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애도

하고 그들의 상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적이거나 신성한 공간"이라고 불리는 곳도 제

공한다.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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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많은 수의 제1차 세계대전 및 제2차 세계대전 지역이 당사국의 잠정목록에 표시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기억의 언저리"에 있으므로 1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일어날 수 있다. 한 사회로서 당사

국은 역사적으로 이러한 중요한 사건을 잊지 않고 집단으로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잠정

목록에는 벨기에, 프랑스, 슬로베니아, 터키의 제1차 세계대전 유적과 프랑스와 러시아 연방의 제2차 

세계대전 유적이 기록되어 있다.

전투에서 사망한 군인을 기념하기 위해 건설된 제1차 세계대전 기념비는 건설 당시 "의도적인" 공

공 기념물이었다. 기념물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서 있는 전쟁터 때문에 기억 유적으로 정의될 수도 있

다. 그러나 기념물 자체가 양심 유적이 아니라 유적지의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광범위한 평화 및 교육 

이니셔티브보다 교육과 과거와 현재를 순서대로 연결하는 사명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 이 규모의 전

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 대신 기념물은 애도와 반성을 강조한다. 제1차 세계대전의 생존자들은 

모두 사망했지만, 기념비는 여전히 기억 유적으로 기능하며 특별 기념식을 통해 집단 기억의 초점이 

되었다.

4.2.3 반성

기억 유적에 대한 공공 기념화 사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분쟁 유적지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

적인 기억이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되기에 적합한지 검토해야 한다. 세계유산목록이 “기억의 지대”가 

되는 것을 지지하는 세계유산 기구의 과정과 정책에 역량이 있는가, 아니면 확고한 유산 철학이 있는

가?92 전쟁, 대량학살 및 인권 침해와 관련된 보편적 중요성의 역사에서 사건에 대해? 최근 분쟁의 장

소와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이 등재 대상으로 제안된다면, 이러한 현대적 이해관계는 세계

유산 과정과 정책 렌즈를 통해 고려될 필요가 있었다.

최근 분쟁 및 기타 부정적이거나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유적지가 1979년 보고서에서 페어런트

가 언급한 것을 상기할 때 부정적인 역사적 가치를 반 하기는 하지만 탁월하고 보편적인 중요 사건

이나 아이디어와 관련된 경우 기준 (vi) 에 따라 등재될 자격이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93 많은 유적지

가 2019년 12월 세계유산 전문가 그룹회의에서 ICOMOS는 "반 된 가치"로 논의한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것은 종종 화해, 민주주의, 인권, 궁극적으로 잔학 행위의 반복 방지와 세

계 평화를 향한 노력의 아이디어이다. 최근 분쟁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 유적에서 교육과 

해석을 통해 이러한 "반 된 가치", 이러한 연계 사상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물리적인 장소와 함께 연계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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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최근 갈등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한 유적지에 기준 (vi) 적용 

시 고려 사항 

5.1 유네스코와 세계유산협약의 목적

UN 체재 안에서 유네스코의 역할은 세계 평화, 교육, 민주주의 및 민족과 국가 간의 화해를 촉진하

는 것이다. 헌법 전문에는 “문화의 광범위한 보급과 정의와 자유, 평화를 위한 인류 교육은 인간의 존

엄성에 불가결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조치에 전적으로 기초한 

평화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만장일치로 지속적이며 성실한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며, 따라

서 다음과 같은 경우 평화가 수립되어야 함을 선언한다. 인류의 지적이고 도덕적인 연대에 따라 실패

하지 않을 것이다.”94

서문에 따르면 세계유산 협약의 목적은 “현대 과학적 방법에 따라 구적으로 조직된 탁월한 보편

적 가치를 지닌 문화 및 자연 유산의 효과적인 집단 보호 시스템”을 수립하는 것이다.95 보전을 궁극적

인 목표로 하는 세계유산 시스템은 적격 유산을 규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협약은 그러한 속성 규명

을 위한 임곗값이 OUV임을 분명히 적고 있다. 그러나 이 용어는 협약 본문에 13번 등장하지만 정의

되어 있지 않다. OUV의 결정은 “설정해야 할 기준”을 사용하는 세계유산위원회의 판단에 맡겨진

다.96

위원회는 처음부터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10가지 기준을 개발하고 적용했다. 

OUV의 공식 정의를 채택한 것은 2005년이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국경을 초월하고 모든 인류의 현재 및 미래 세대에게 공통으로 중요한 문화

적 및/또는 자연적 중요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제 사회 전체에 이 유산을 구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위원회는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기준을 정의한다.97

처음부터 협약 작성자는 모든 잠재적인 유적지를 나열하는 것이 운 상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했다. 대신 그들은 예외 지역의 선별적인 국제 목록을 구상했다.98 1978년부터, 운  지침은 현

상이나 유형의 모든 예를 나열하는 것에 대해 일관되게 경고했다.”99

등재 기준의 표현에 “예시”, “대표하다”, “대표하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세계유산이 모범

적이거나 대표적이라는 생각을 강화한다. 예외성의 원칙, 즉 하나의 유적지가 일련의 유사한 유적지

의 상징으로 서 있다는 위원회의 초기 결정에 따라100 최근 분쟁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유적지에 대한 기준 (vi) 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고려는 한 유산이 그룹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이 지침은 수년 동안 변경되지 않았으며 매우 선택적인 유산 그룹으로 구성된 개방

형 세계유산목록에 대한 놀라운 합의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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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불협화음의 역사, 민족적 서사 및 기억

유네스코의 목적에 반하여, 기억 유적을 기념화하는 것은 불협화음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101 저

명한 사회학자인 Charles Tilly는 "집단 기억을 둘러싼 투쟁은 신뢰와 비난에 중심을 두고 있다"라고 

경고했으며 "우리는 기념물을 디자인하는 방법과 그들이 항상 말하는 신뢰와 비난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나고 완료되었을 때 분리가 아닌 합의를 끌어내는 방식

으로 기념물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102

이것은 최근 분쟁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장소를 기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

을 강조한다. International Coalition of Constraints of Conscience(번역: 양심의 제약에 대한 

국제 연합, 이하 ‘ICCC’라 함)는 툴킷과 체크리스트에서 고려하기 위해 제기하는 질문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인식한다.(2부 참조) 그러나 그런데도 기념화 과정이 참여 부재, 불협화음과 갈등이 만연하는 

공공 기념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 역사 및 기념 교육에 관한 유엔 패널의 보고서는 “내전이 있든 

독재가 있든 탈식민지 과정이 있든 간에 분쟁 이후 사회는 사람들에게 평행 현실을 초래하여 화해를 

방해하는 평행 해석을 만들어 냈다”라고 지적했다.103 더욱이, 그러한 불협화음이 존재하고 당사국이 

유적지를 세계유산목록에 포함하기 위해 움직이면, 이러한 불협화음은 심지어 폭력으로 분출될 수 

있다. 최근 분쟁과 관련된 유적지의 경우 지역 및 국가 수준은 물론 국제 수준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제 관계에 향을 미치고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 국가는 “국가 건설과 통일의 집단적 의식에서 시민을 결집”하기 위한 초점으로 기념관을 비

롯한 문화적 상징물에 의존하고 있다.104 국가가 승인한 문화 메모리 개발은 거의 항상 일치하지 않는

다. 특히 국가가 국가 이데올로기, 공식 메모리 담론, 심지어 국가 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구

성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105

또한 “모든 새 정권은 새 기념일을 마련하고 새 정권에 대한 애착을 표현하기 위한 새 기념비를 건

설함으로써…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고유한 신화를 만들어야 한다."106 이것은 1994년 투치족에 대한 

대량학살에 대한 국제 성찰의 날이 연례 기념일이 제정된 르완다에서 아주 잘 주목할 수 있다.107 또 

다른 예는 아르헨티나의 옛 고문 장소 던 ESMA(Escuela Superior de Mecanica de la Armada)

로서 새로운 진보 정부에 의해 박물관으로 탈바꿈하고 지금은 양심 유적이 되었다.108

건국행위를 한 유적지이지만 등재 당시 불협화음의 기억도 존재했던 곳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로벤

섬이다. 

  
당시 집권에 있었던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정당이 등재 신청했다. 등재신청서에 제공된 내러티

브는 ANC의 저명한 회원인 Nelson Mandela의 경험과 기억에 관한 것이었다. 범아프리카주의자 

의회(PAC)와 같은 다른 정당의 수감자들도 로벤섬에 갇혔지만 야당으로서 그들의 이야기가 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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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전달되지는 않았다.109 지명 당시 불협화음의 국제적 기억이 존재했던 장소의 예로는 히로시마 평

화기념관(겐바쿠 돔)(일본)이 있다(5.3.1 참조).

5.3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의 도전

유적 자체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다른 9가지 기준과 달리, 기준 (vi) 는 세 가지 다른 평가를 요구한

다. 유사한 연계성 및 링크를 가진 다른 속성과의 비교 분석. 역량 구축을 강화하고 기준 (vi) 를 사용

하여 세계유산 유산의 연관 가치 인식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2018년 연구는 기준 (vi) 를 적용 

및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협회 관리. 사례 연구를 삽화로 사용하여 새로운 심화 지침 

개발을 제안했다.110 아직 미수행된 이 작업은 등재 과정과 관련하여 최근 분쟁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

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유적지가 직면한 문제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5.3.1 연계 가치 평가

최근 갈등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문제와 관련된 유적지의 경우 등재신청은 일반적으로 "사

건"을 일반적 연계성으로 사용하고 덜 자주 사용되는 "아이디어"를 따른다. 첫 번째 평가는 위원회가 

그 사건이나 아이디어가 보편적으로 탁월한 의미가 있는지를 결정하도록 요구한다. 1980년 페어런

트 보고서에 대한 논의 후 위원회는 개인의 적격성을 제거하고 "역사적" 중요성을 "보편적" 중요성으

로 대체하기 위해 운  지침에서 기준 (vi) 의 표현을 변경하기로 했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이러한 중요한 변화는 위원회가 “특히 역사적 사건이나 유명인에 관한 신청은 세계유산협약의 목

적에 어긋나는 민족주의나 기타 특수주의에 의해 크게 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목했기 때문이

다.111 "중요성"이라는 용어는 OUV의 "가치"와 다르며 이 또한 정의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

다.

사건이나 아이디어가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은 최근 분쟁과 관련된 

장소의 특수성과 역사적 담론 논쟁의 성격 모두에서 비롯된다. 각 사건이나 아이디어의 특정 상황은 

보편성의 문턱에 도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한 유적지와 관련된 이야기는 새로운 증거와 

여러 관점이 문제에 적용되기 때문에 진화하거나 논쟁하는 경향이 있다.

1996년 위원회에서 히로시마 평화기념관(겐바쿠 돔)의 등재에 관해 토론회(일본)는 최근 분쟁 및 

중요성에 대한 합의 부족과 관련된 유적지의 논쟁적 성격을 보여준다.

  
그것은 그러한 유적에 대한 담론의 본질적인 부분성을 보여주고 분쟁 후 담론의 전형인 같은 역사

적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관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유용한 예를 제공한다. 1996년 세션

에서 중국은 역사적 관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보를 표명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인명과 유산의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민족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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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늘날에도 이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따라서 히로시마현의 등재신청

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도록 승인되면 예외적이라 할지라도 이 소수의 사람에 의해 해로운 목적으

로 이용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세계 평화와 안보의 수호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112

미합중국은 역사적 관점의 부족으로 인해 결정에서 자신을 분리했다. "1945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모든 조사는 적절한 역사적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전쟁터의 등재는 세계유산협약의 범위

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제안하고 위원회에 세계유산목록에 대한 전쟁터의 적합성에 대한 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했다.113 이 작업은 수행되지 않았다.

5.3.2 유산에 대한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연결 평가

기준 (vi)에 대한 두 번째 평가는 유산이 유대관계와 직접 또는 유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요건은 세계유산협약이 유산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목록에 등재된 것

은 유대관계가 아니라 이러한 유대관계과 직접적이고 유형적으로 연결된 속성이다. 협약은 주로 

OUV를 전달하는 물리적 장소의 물질적 증거를 규명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유산과 관

련한 유대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연계 가치와 유산 사이에 연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장소에 직

접적이거나 유형적인 연결이 있는 유대관계와 그렇지 않은 유대관계를 구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의 유대관계와 장소 사이의 직접적 또는 유형적 연결이 입증되어야 한다.114 유

산에 대한 초점은 위원회가 이 기준을 다른 기준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기준 

(vi) 의 괄호 안 문구에 설명한다.

5.3.3. 비교 분석

세 번째 평가는 제안된 등재를 유사한 연계성 및 링크를 가진 유산과 비교하는 것이다. 여기서 과제

는 탁월한 유산들만 선택하는 것이다. 탁월한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일부 연계성(사건, 살아 있는 전

통, 아이디어, 신념, 예술 작품 및 문학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직접 또는 유형적으로 연결된 많은 유산

들에 있을 수 있다. 세계유산목록의 선택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제안된 유산은 직접적 또는 유형적 연

계성의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최근 분쟁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유적지에 대한 추가 과제는 의미 있는 비교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비극과 상실을 초래한 사건의 다양한 예를 비교할 방법이 있는가? 갈등의 

장소와 기억 유적에 대한 국제적 주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바람직한가?

  
5.3.4 영구 등재에 진화하는 가치 기술

공공 역사 및 기억 연구에 대한 학문이 보여주듯이 가치는 지속적인 재평가와 진화를 거듭하고 있

다. 세계유산위원회가 변화하는 가치 맥락에서 한 번에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유네스코는 갈등과 관련된 이야기의 단일 버전에 대해 특정 시점에 공식 승인을 받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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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하나의 관점을 지원해야 하는가? 진화하는 내러티브가 나중에 해당 지역의 해석 프로그램에 추

가될 수 있지만, 위원회가 수정된 등재를 고려하지 않고는 세계유산 가치의 일부라고 주장할 수 없다. 

현재 관행에 따르면 세계유산위원회는 선택적 해석을 촉진하고 대안적 서술을 배제할 위험이 있다.

5.3.5 기타 기준에 따라 등재된 유적지

세계유산목록에 있는 많은 유산에는 이 지역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한 언급이 없다. (vi) 이외

의 기준을 사용하여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적지의 인권 침해로 인해 불협화음이 발생했거나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 문제의 범위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강제 노동, 노예 제도, 구금 및 기타 인권 침해와 관련된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문제

를 다루지 않거나, 다루지 않을 수도 있는 (vi) 이외의 기준에 따라 이미 등재되었거나, 향후 등재를 

위해 제안될 수 있는 세계유산이 있다. 그들이 SOUV 또는 등재신청서에 언급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이러한 문제는 포괄적인 해석 프로그램의 일부여야 하며 기억 장소 해석에 관한 보고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독립적인 국제 학술 검토를 받아야 한다.115

5.4 여러 기억과 역사의 기록

이 연구는 최근 갈등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유적지에 관한 것이다. 2019 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이 주제에 대한 전문가 회의 보고서는 “최근”을 “20세기 전환기부터”로 간주했

다. 그러나 전문가 회의에서는 분쟁으로 인한 부정적인 기억이 최근의 일반적인 기간을 초과하여 수 

세기 동안 지속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116

2019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전문가 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분쟁"이라는 용어는 "전쟁, 전투, 학살, 

대량학살, 고문과 대량학살"과 같은 사건을 포함한다.117 그러나 기억과 관련된 사건은 기준 (vi) 평가

의 임곗값을 충족시키기 위해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이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이 자격은 서로 다

른 비율과 기간의 많은 지역적, 국가적 갈등을 필연적으로 배제한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은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의 한계점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

이며 현재 세계유산위원회의 초점이다. 기존 잠정 당사국 목록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과 관련된 유적지를 등재하려는 열망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벨기에, 프랑스, 슬로베니아 및 터키

(WWI)와 프랑스 및 러시아 연방(WWII)의 잠재적 후보가 포함된다. 이 유적지 중 그 어느 곳도 그들

이 참여한 세계대전을 대표할 수 없다. 최근 분쟁과 관련된 이러한 유적지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

려면 화해와 화합을 위한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세계적 분쟁과 같은 사건을 반 하는 유적지를 등재하는 한 가지 문제는 일반적으로 선택적이고 당

파적이며 복잡한 초국가적 역사의 한 부분만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사건에 대한 주제별 연구(이 경우에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



93

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한 연구는 당시 전쟁 국가의 식민 지배하에 있던 국가를 포함하여 분쟁에 참

여한 모든 국가의 협력이 필요하다.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의 정보에 따르면 

“분쟁의 지배적 당사자 외부에 존재하는 공동체는 분쟁 후 상징적 경관의 발전에서 가장 소외를 경험

하는 공동체이다. 이러한 그룹을 규명하고 참여를 장려하면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전체 공동체에 

유익한 방식으로 상징적 경관의 발전 및 디자인에 향을 미칠 수 있다.”118 어떤 유적지가 유적지 유

형을 가장 잘 나타내는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 접근 방식의 결과는 강력한 비교 분석과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유적지 유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일련

의 속성에 기반한 권고 사항이 될 것이다.

이 접근 방식은 두 가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명확한 주제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적

지를 규명하고 유적지 유형을 지원하는 프로세스가 있을 것이며, 이는 차례로 전쟁 관련 유적지에 대

한 등재신청의 홍수를 완화할 것이다. 둘째, 세계유산위원회는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관

련 당사국 간의 합의에 도달했으며, 따라서 해결되지 않고 불협화음의 기억과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

야기가 있는 유적지를 목록에 등재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 

작업은 보고서와 일치한다.

기억 유적의 해석 유적지에 여러 역사와 기억이 있거나 초국가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이

해관계자와의 대화 및 중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119

5.5 화해를 향하여

화해에 대해 “의미 있는 일이라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고통 받는 공동체 내부와 공

동체 사이에서 일상생활에서 펼쳐지는 유기적인 과정이다.”120 화해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며 어떤 경

우에는 달성하는 데 평생 한 번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에 따라 기숙 

학교의 유산을 바로잡기 위한 원주민과 함께한 캐나다의 진실 화해 위원회 행동 촉구는 집단 기억의 

지속적인 특성과 캐나다 화해 과정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긴 기간을 보여준다.121

기준 (vi) 를 사용하여 당사국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것은 국가가 승인한 기억이다.122 최근 분쟁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장소에서 화해를 위한 작업을 달성하려면 당사국이 등재

신청 문서에 불협화음의 목소리와 기억을 포함하도록 국제양심유적위원회(International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의 툴킷에서 규명한 작업 유형으로서 상위 작업을 수행해야 한

다.123 문화권 분야의 유엔 특별보고관은 “과거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분

쟁 후 사회와 심하게 분열된 사회에서 특히 중요하며, 그것이 누구이든 간에 타인의 경험에 대한 통찰

력과 갈등에서 특히 두드러진 분열된 정체성 너머 사람들의 공통된 인간성을 엿볼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지속할 수 있는 화해 과정의 다원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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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 불협화음의 기억은 유적지의 기념화 및 해석에 포함될 수 없으며 포함되어서도 안 된

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불협화음이 근본적으로 인권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이다. 2007년 칠레에서 

“기념화와 민주주의; 국가정책과 시민 행동'은 “화해와 포용에 대한 열망은 인권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대화의 증진은 절대 만연한 상대주의로 전락하여서는 안 된다”라며 “이질적이고 다양한 기

억을 위한 공간이 존재한다”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핵심' 가치(인권 가치)는 '협상 불가능'이었

다.125 이것은 “모든 상황을 균일하게 만드는 것을 피해야 하며, 이는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는 데 도움

이 된다”라고 말한 문화권 분야의 유엔 특별보고관의 작업에 의해 뒷받침된다.126

국제 박물관 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는 어려운 기억을 다루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중요한 작업을 수행했으며, 특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역사 해석에 중점을 둔 출판물을 

제작했다.127 포괄적인 기억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접근 방식과 일관되게, 이 출판물은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고 사람들이 "The Troubles"로 알려진 가장 최근의 정치적, 시민적 사건을 해석할 수 

있게 하는 박물관의 예로 북아일랜드의 얼스터 박물관을 인용한다. 이 박물관의 접근 방식은 성찰적 

경험보다는 변혁적 경험을 장려하는 것이다.128

국가가 등재신청서에 "이질적이고 다양한 기억"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최근 분쟁 및 기타 부정적이

고 분열적인 기억 유적지에 국가의 이념과 역사를 지원하는 선택적이고 지배적인 서술이 포함될 위험

이 있다. 특정 그룹의 배제와 침묵129은 차례로 근본적인 갈등을 촉발하고 미래의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역사 및 기념화 교육에 관한 유엔 패널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이야기

의 합법성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급했다. 이것은 모든 측이 과거 사건에 대한 자신의 관

점과 경험을 표현하고 반대로 대안적인 해석을 들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대화를 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간주하여야 했다.”130 국가가 장소에 대한 집단적 기억에 대해 작업하여 "합의된 기억", "과거

에 대한 공개적 표현"을 개발할 수 있어야 만 사회적 유대와 화해를 만들 수 있다.131

위에 요약된 점을 고려할 때 최근 분쟁과 관련된 유적지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이 세계

유산목록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 첫 번째는 기념화를 포함한 과도기적 정의 메커

니즘을 통해 진행 중일 수 있고 달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화해 과정의 등재 행위를 통

한 잠재적 중단과 관련이 있다. 불협화음의 기억과 역사는 등재신청 및 잠재적 등재 시점에 여전히 처

리될 위험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세계유산위원회가 한순간에 하나의 이야기를 등재하는 것은 여러 이야기와 불협화

음의 기억이 등재되기 전에 탐색되고 상류화 과정(Upstream process)에 포함되는 것을 허용하기보

다는 하나의 이야기를 정당화할 수 있다. 진행 중인 화해 프로세스를 방해하고 배제 의제를 지원하며 

잠재적으로 이해관계자 간의 분열을 재점화할 수 있다.

유엔이 인권이사회를 통해 분쟁/대량학살 이후의 경관에 대한 상징적 배상과 기억의 필요성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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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고 있는 동안,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목록에 있는 이러한 배상의 중요성을 받아

들일 수 있는가? 그렇게 하려면 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임곗값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과도기

적 정의 조치의 수행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념화 사업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포함해야 하므로 

국가 내 및 국가 간의 화해 행위를 대표해야 한다.

두 번째로 관련된 우려 사항은 최근 분쟁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유적지가 세

계유산위원회에서 고려될 수 있기 전에 경과해야 하는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기간을 확인하는 

목적은 불협화음의 기억이 등재 과정을 통해 적절하게 표현되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보편적 중요성

이 확인되기에 충분한 시간이 경과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일찍이 1996년에 유산 이론가들은 살아

있는 기억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최근 분쟁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 유적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를 달성하는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132 경험에 따르면 화해를 달성하는 데 몇 세대가 걸릴 수 있

으므로 이러한 유적지를 고려하기 위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유용한 접근 방식이 아닐 수 있다.

이것이 미래에 의미할 수 있는 것은 평가될 장소가 더 이상 기억 유적이 아니라 역사유적으로 변형

되었다는 것이다(4.2 참조). 집단 기억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기억에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6부: 세계유산협약과 운영 지침의 목적과 범위와의 관계 

6.1 세계유산협약과 운영 지침의 목적과 범위 

세계유산협약과 최근 분쟁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유적지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특히 보편성, 선택, 교육 및 평화 구축이라는 네 가지 개념이 적절하다. 운  지침에 의해 강화된 

협약 전문은 이러한 아이디어의 본질을 포착한다. 협약은 국가적 가치가 아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 및 자연 유산에 중점을 둔다. “관련 국가의 조치를 대신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이 효율적

인 보완 역할을 할 집단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호에 

참여하는 것은 국제 사회 전체의 의무이다." 또한 “문화 유산이나 자연 유산의 일부는 매우 중요하므

로 인류 전체의 세계 유산의 일부로 보존해야 한다”는 과정의 선택을 강조합니다. 또한 “문화유산이

나 자연유산의 일부는 매우 중요하므로 인류 전체의 세계 유산의 일부로 보존해야 한다”는 과정의 선

택을 강조한다. 협약은 또한 유네스코의 폭넓은 교육적 임무를 지적하며 “기구 헌법이 세계 유산의 보

존과 보호를 보장함과 필요한 국제 협약 관련 국가에 권고함으로서 지식을 유지, 증가 및 확산할 것이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한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파괴가 자연적 및 인간적 원인에서 비롯됨을 인

정함으로써 평화 구축을 지적합니다. 훨씬 더 강력한 손상 또는 파괴 현상으로 상황을 악화시킵니

다.“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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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보편성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고정적이고 불변하며 세계유산위원회가 특정 시기에 고정한다. 대조적으로, 

최근 갈등의 기억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장소의 가치는 특히 변경 가능하며 개

인이나 집단 기억 및 역사적 담론의 변화 및 추가와 함께 계속 진화한다. 이 유적지의 가치는 변화할 

수 있고 일시적이며 아직 등재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과거 사건에 대한 이해와 향을 받은 

공동체가 담론을 형성하는 데 참여하려는 의지 모두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유산 레이블로 공식 지정하면 갈등과 관련된 이야기의 단일 버전을 확인할 수 있지만 다른 것은 

배제할 수 있다.

6.1.2 선택

운  지침에 의해 처음부터 강화된 세계유산협약은 현상이나 유형의 모든 예가 아니라 예외 장소의 

선택적 목록을 구상한다.134 아우슈비츠의 등재에 대한 위원회의 초기 논의는 최근 분쟁 및 기타 부정

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유적지에 대해 하나의 유산이 그룹의 예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

다.135 고도로 선별된 문화 및 자연 유산 그룹에 대한 이 지침은 협약 전문에 처음 등장한 이래로 변함

이 없다. 2020년 세계유산목록에는 최근 분쟁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유적지로 

명확하게 규명된 유적지가 18곳에 불과하며, 그중 최근 분쟁과 관련된 곳은 4곳에 불과하다.

선택의 필요성은 또한 세계유산 시스템의 신뢰성을 뒷받침한다. 20세기와 21세기의 많은 갈등, 학

살 및 기타 분열적인 사건(일부는 전 세계적인 규모)은 세계유산 시스템이 이러한 사건과 관련된 등재

로 압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가능성은 개별 당사국과 유네스코 시스템 모두에

서 관리할 수 없다. 선택의 필요성은 가장 중요한 사건과 가장 대표적인 장소를 식별하기 위해 글로벌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지적한다. 명확한 유형을 개발하고 인류에 대한 보편적 가치의 주제

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주요 구성요소를 선택함으로써 세계유산 시스템은 관리 가능하고 신뢰성을 유

지할 것이다.

6.1.3. 교육

세계유산협약은 당사국이 "문화 및 자연 유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존중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정보 프로그램"을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136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유네스코는 비판적 사고, 지

식 및 교육을 높은 윤리적 기준으로 장려한다. 글로벌 시민 교육 프로그램은 보다 평화롭고 관용적이

며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촉진함으로써 인권 침해, 불평등 및 빈곤에 대한 현재의 

우려를 해결한다. 세계유산지의 경우 교육 및 정보 프로그램은 문서 및 기록 보관소, 증언 및 물질적 

증거를 사용하여 건전한 연구 및 비교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이야기를 포함하는 것과 같이 높은 

윤리적 및 학문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분쟁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유적

지는 예방적 교훈을 가르치고 화해와 평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가치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

는 유적지를 나열하는 것은 한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보다 지나치게 선호하여 배제와 불공정을 초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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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평화가 아닌 분열을 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유산위원회의 이러한 공식 승인은 유적에서 선

택적인 해석을 촉진하고 대체 설화를 배제할 위험이 있다.

6.1.4 평화 구축

유네스코의 목적은 여성과 남성의 마음속에 평화의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

계유산협약은 특히 파괴적인 힘을 존중과 상호 이해로 대체함으로써 세계의 문화 및 자연 유산을 보

호하고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갈등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장소의 경

우 화해는 느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참가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평화 

구축은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에 걸쳐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유적지의 경우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수정하는 위험이 진행 중인 조정 프로세스를 임의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간의 분열을 다시 

촉발할 수 있다. 갈등의 한 가지 버전에 대해 동의하고 공식 승인함에 따라, 유적지 등재는 사람들 사

이에 장벽을 만들어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가치가 변화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유적지를 지정하면 세계유산위원회가 이해당사자들을 중재하고 대화와 화해의 과정을 방해하

는 역할을 하게 된다.

  
7부: 결론 및 권고 사항 

결론

7.1 선택적이고 예외적이며 모범적임

처음부터 세계유산협약과 운  지침은 현상이나 유형의 많은 예보다는 예외적인 장소의 선택적 목

록을 구상했다. 이 지침은 변경되지 않았다. OUV의 높은 임곗값과 등재 기준의 표현은 세계유산목록

이 매우 선택적인 유산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개념을 강조한다.

1979년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는 기억 유적지를 고려할 때 예외성의 원칙, 즉 한 유적지가 일련

의 유사한 유적지의 상징으로 서 있다는 원칙을 수립했습니다.

위원회는 기억 유적지 등재에 대한 후속 제안을 처리하면서 계속해서 운  지침의 후속 버전에서 

기준 (vi) 의 사용에 관한 제한 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예외적인 경우로 간주해 왔다. 40년 이상이 지

난 현재 2020년 기준 (vi) 에 따라 등재된 최근 분쟁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유적

지로 명확히 식별될 수 있는 유적지는 18곳에 불과하며, 이는 세계유산목록의 1.6%를 차지하며 그중 

4곳만 현재 등재되어 있다. 최근 충돌과 관련된 유적은 목록의 0.4%이다(2.1.2 참조).

세계유산목록의 1.6%, 그리고 그중 4개만이 최근 분쟁과 관련된 유산으로 목록의 0.4%를 차지한

다(2.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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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필요성은 또한 세계유산 시스템의 신뢰성을 뒷받침한다. 만약 세계유산목록이 오늘날 사회

의 명백한 요구와 그것이 보존하고자 하는 유산을 충족시키고, 최근 분쟁의 장소와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이 등재를 위해 제안된다면, 이러한 당대의 이해관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세계유산 

절차와 정책 렌즈를 통해 고려된다. 20세기와 21세기의 많은 분쟁, 학살 및 기타 분열적인 사건이 발

생했으며, 일부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등재를 원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건과 관련된 등재로 인해 

세계유산 시스템이 압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가능성은 개별 당사국과 유네스코 시

스템 모두에서 관리할 수 없다. 기준 (vi) 에 대한 2018년 보고서의 권장 사항은 기준 (vi) 에 따라 제안

된 유적에 대한 강력한 비교 분석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준비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에 대응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명확한 유형을 개발하고 일련의 유사 유적지에 대한 모범적인 상징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주요 구성요소를 선택함으로써 세계유산 시스템은 관리가 쉽고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7.2 민족주의, 분열 및 기준 (vi)

유네스코의 목적에 반하여, 기억 유적을 기념하는 것은 불협화음과 갈등을 유지하고 만들 수 있다. 

최근 분쟁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유적지는 분열적인 의제를 가진 정당 및 기타 

이익 단체의 조작에 특히 취약하다. 기념화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국가가 승인한 문화 

기억의 개발은 거의 대부분 부조화롭다. 특히 당사국이 국가 이데올로기, 공식 기억 담론 및 국가 건

설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러한 유산에 불협화음이 존재한다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면 불협화음과 심지어 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 최근 분쟁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유적지를 세계유산목록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기 전에, 국제양심유적지연

합(International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에서 요약한 대로 기념화 사업를 마련하는 것

이 중요하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억을 포함하고 불협화음의 역사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미해

결된 불협화음의 가치를 지닌 유적지는 평화의 토대를 구축하려는 유네스코의 광범위한 목적에 부합

하지 않는다.

세계유산위원회는 1979년에 기준 (vi) 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면서 이 취약성을 인정했다.

“특히 역사적 사건이나 유명인에 관한 등재는 세계유산협약의 목적에 어긋나는 민족주의나 기타 

특수주의에 의해 강하게 향을 받을 수 있다.” 137 기준 (vi) 의 사용에 대한 제약은 운  지침의 다음 

버전에서 나타난다. 기준 (vi) 에서 항목화된 6개의 연상(사건, 살아있는 전통, 사상, 신념, 예술 작품, 

문학 작품) 중에서 "사건"과 "아이디어"는 최근 갈등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된 기억이 발생한 장소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두 개의 연계어이다. 기준 (vi) 는 세 가지 개별 평가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독특하

다. 첫째, 사건이나 아이디어의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에 대한 평가; 둘째,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의 연

계성과 유산 간 직접적 또는 유형적 연결을 입증한다. 셋째, 글로벌 관점에서 의미 있는 비교 분석의 

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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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쟁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유적지를 등재할 때 위원회는 특정 불의를 

인정하고 그러한 속성이 어떻게 해방, 시민권 향상, 노예제 반대 노력, 민주주의, 화해 및 평화와 연계

하여 해방, 시민권 향상과 같은 보편적 원칙의 상징 또는 예인지 설명하는 SOUV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세계유산협약의 목적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장소를 나열하는 것임을 상기하는 것이 중

요하다.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것은 관계된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것들이 직접적이고 유형적으로 연

관된 물리적 유산이다. 이것이 최근 분쟁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유적지가 일반

적으로 협약의 범위와 목적에 맞지 않는 이유이다. 아이디어는 목록에 등재된 물리적 장소와 구체적

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세계유산에 중요한 유대관계에는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이 있어야 하며, 유대

관계와 유산 사이에 연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장소에 직접적이거나 유형적인 연결이 있는 유대관

계와 그렇지 않은 유대관계를 구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7.3 진화하는 가치와 SOUV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위원회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 선언문(Statement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을 채택한다. 공공 역사 및 기억 연구에 대한 학문이 보여주듯이 최근 갈등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가치는 안정적이지 않지만, 개인 및 집 단 기억의 변화와 함께 계

속 진화한다. 이러한 유적지의 가치는 변화될 수 있고 일시적이며 아직 등재 준비가 미비하다. 그들은 

과거 사건에 대한 이해와 향을 받은 공동체가 담론을 형성하는 데 참여하려는 의지 모두에서 시간

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유산위원회가 변화하는 가치의 맥락에서 특정 시점의 가

치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세계유산 레이블로 공식 지정하면 갈등과 

관련된 이야기의 단일 버전을 확인할 수 있지만 다른 것들이 배제될 수 있다. 진화하는 담론은 나중에 

해당 지역의 해석 프로그램에 추가될 수 있지만 수정된 등재를 고려하지 않고는 세계유산 가치를 주

장할 수 없다. 

  
특정 시점에 가치가 변하는 유적지를 등재함으로 세계유산위원회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중재, 선택

적 해석 촉진, 대안적 서술 배제 등의 위험을 감수한다.

7.4 공공 역사, 과학 기반 연구 및 윤리 기준

세계유산 활동은 공공 역사의 범위에 속한다. 세계유산 지정과 그 해석 프로그램은 공공 역사의 표

현이며, 이 분야의 원칙과 관행에 따른다. 역사는 과학이자 학문이다. 역사적 사고는 과거에 대한 해

석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는 이해를 핵심으로 한다.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역사적 사건의 의미는 

사회의 다양한 관점과 변화뿐 아니라 새로운 증거에 비추어 재평가된다.

역사 연구는 공공 역사 표준에 따라 기존 연구 이론과 방법을 적용하고 관련 분야의 기존 학문을 참

조한다. 최근 분쟁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장소를 고려할 때 연구는 역사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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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적 평가 과정을 따라야 한다. 작업은 참조한 출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문

화적으로 포괄적이어야 한다. 주제와 관련된 전체 범위의 목소리, 관점 및 경험을 반 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1차 및 2차 출처를 가져와야 한다. 그것은 역사적 이야기가 특정한 세계관에서 쓰

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어야 한다.

문화권 분야의 유엔 특별보고관은 진화하는 담론과 논쟁이 있는 역사를 다룰 때 공공 역사가에게 

가장 높은 윤리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전문적인 행동 강령에 따라 과학적 연구는 정

확성, 객관성, 포괄성, 공평성, 공정성 및 존중을 바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등재신청서에 공공 역사

의 원칙과 관행을 강력하게 적용하는 것은 최근 분쟁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유

적지에 특히 중요하다.

7.5 평화와 화해

최근 갈등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유적지의 경우 화해는 느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이벤트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참가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평화 구축은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에 걸쳐 확장될 수 있다. 기념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불협화음의 목소리와 상충하는 기억을 포함

하기 위한 로드맵이 국제양심유적지연합의 툴킷에 설정되어 있다. 미해결되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가치가 있는 유적지를 나열하면 유네스코와 위원회는 지정된 가치만 승인하고 나머지는 제외하고 진

행 중인 대화 및 화해 프로세스를 중단하는 역할을 한다.

문화권 분야의 유엔 특별보고관은 갈등이 끝나기도 전에 기념이 시작될 수 있다고 언급하지만, 이 

기간이 “성찰의 과정이 성숙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경고한다.138 반성하고 불협화음에 관한 

담론을 해결할 시간이 없다면 조기 등재는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세계유산협약의 목적과 범위와 관련하여, 그리고 등재신청서 준비를 위한 기본적인 단계로서, 최

근 분쟁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유적지가 "과거와 현재, 기억과 행동을 연결한다

"라는 약속을 보여주기 위한 기념화 사업을 구현한 것이 매우 유리하게 다가갈 것이다.139 그러한 접근 

방식이 없다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최근 분쟁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유적지

는 평화와 화해 대신 불화와 폭력을 촉발할 수 있다.

권고 사항

이 연구는 최근 분쟁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유적지가 일반적으로 세계유산협

약의 목적과 범위, 그리고 유네스코가 평화의 토대를 구축하려는 더 넓은 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결론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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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를 지원하고 최근 분쟁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유적에 대한 인식을 높이

기 위한 대안으로 기존의 다른 국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권고되어

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가진 기존 프로그램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과 국제양심유적지연합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유적지의 경우 국제양심유적지연합 프로그램

에 포함되는 것은 모든 세계유산 등재에 유익한 선구자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잠재적 프로그램은 포용, 문화적 다원주의, 문화 간 대화 및 새로운 정체성의 구축에 대한 

성찰을 촉진함으로써 세계의 노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평화 문화에 기여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

네스코의 노예 루트 프로젝트 모델을 살펴볼 수 있다. 시민권. 유네스코와 연계된다면 그러한 프로그

램은 기존의 국제 인권 문서는 물론 공동체, 그룹 및 개인 간의 상호 존중에 대한 요구 사항과도 양립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에 대한 지역적 관점을 모색하기 위해 일련의 지역 회의를 조직하여 최근 갈등 및 기타 부정

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유적지에 관한 연구의 내용과 적용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이러한 지

역 회의는 교육적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광범위한 행위자 그룹이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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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유엔 총회, 인권이사회, “보고⋯기념화 과정”, 13.

139 국제양심유적지연합, "우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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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 총회 결정 (마나마, 2018) 

결정문 42 COM 5A(마나마, 2018), 7항:

7. 최근 분쟁의 기억과 관련된 유적지와 관련된 세계유산 등재 평가에 관한 ICOMOS의 토론문을 

참고할 것, 기억화의 본질, 진화하는 기억의 가치, 기억과 관련된 물질적 속성과 비물질적 속성

간의 상호 관계, 문제에 대한 철학적 및 실천적 성찰을 허용하기 위해 최근 갈등의 기억, 이해관

계자 협의와 관련된 유적에서 전문가 회의 소집을 결정함.; 이러한 유적지가 세계유산협약의 목

적 및 범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방법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예산 외 자금이 이용 가

능하고 당사국이 이를 위해 재정적으로 기여하도록 초대하는 경우에 한함.

결정 42 COM 8B.24(마나마, 2018): 

세계유산위원회,

1. WHC/18/42.COM/8B 및 WHC/18/42.COM/INF.8B1 문서 검토 후,

2. 부정적인 기억과 관련된 유적지 등재와 관련하여 유보를 표명하며,

3. ICOMOS가 수행한 평가는 2021년 45차 세션까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인식하며.

4. 벨기에와 프랑스의 제1차 세계대전의 장례식 및 기념지(서부 전선) 등재에 대한 심의를 포괄적

인 성찰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기함을 결정함,  위원회는 44차 회의에서 최근 분쟁 및 기타 부정

적이고 분열적인 기억과 관련된 장소가 전쟁의 목적과 범위와 관련이 있는 지 여부와 방법을 논

의하고 결정했다.

5. 당사국들이 전문가 회의 주최와 기고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성찰의 착수를 지원함을 격려함.

6. 벨기에와 프랑스의 제1차 세계대전의 장례식 및 기념지(서부 전선) 등재 건은, 위에 언급된 위원

회 결정에 비추어 자문 기구의 추가 검토와 관련 당사국이 제공할 추가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만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음에 주목함.

결정 42 COM 8(마나마, 2018), 단락 4:

4. 포괄적인 성찰이 이루어지고 위원회가 44차 회의에서 이러한 유적지가 세계유산협약 그리고 그

것의 운  지침의 목적 및 범위와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 논의하고 결정한 후 "최근 분쟁과 관

련된 유적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로 함을 또한 결정함.

https://whc.unesco.org/archive/2018/whc18‑42com‑18‑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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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문화유산연구센터∣이현경 연구교수

희의명 국외학술교류에 주요 문서(영문·국문번역본) 검토에 따른 향후 활용 방안 제안

자문일시 2021.11.30 자문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화유산연구센터

참석자
경기문화재단(2명): 조두원, 김도형

자문(1명): 이현경 연구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문화유산연구센터)

▶ 자문 의견

2021년 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정책 의제 : 최근 분쟁 및 기타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기억 관련 유적

최근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 중인 갈등 및 네거티브 기억과 관련된 유산(Sites associated with memories 

of recent conflicts, 이하 갈등유산)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제 42차 세계유산위원회(Manama, 2018)는 

이와 관련한 전문가 회의를 제안하였다. 그 후 유네스코 및 이코모스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갈등유산 관련 

회의 및 연구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표 1 참조).

표 1. 갈등유산 관련한 유네스코 및 이코모스에서 진행된 연구 목록

No Name Date
research institutions and

researchers

1 Interpretation of Sites of Memory
31

January,
2018

International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

2
ICOMOS Discussion Paper: Evaluations of World Heritage 
Nominations related to sites associated with memories of
recent conflicts

2018 ICOMOS

3
Expert meeting on sites associated with recent conflicts and 
other negative and divisive memories

4-6
December,

2019
29 experts

4

ICOMOS Second Discussion Paper: Sites associated with 
memories of recent conflicts and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Reflection on whether and how these might 
relate to the purpose and scope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its Operational Guidelines

February
2020

ICOMOS

5
Study on Sites associated with recent conflicts and other 
negative and divisive memories

May 2020
Dr. Olwen Beazley and

Christina Cameron

이와 진행된 갈등유산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갈등유산이 과연 세계유산의 목적과 범주에 부합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었다. 즉, 갈등유산이 세계유산의 핵심 가치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충족시

키는가, 그리고 세계 인류의 유산으로서 평화 공존에 이바지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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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산 해석에 있어서 특정 기억만이 공인될 수 있어 등재 후에 더 큰 갈등을 일으킬 수 있고, 등재를 특정 

정치 집단이 오용할 수 있다는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가치를 평가하면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미 세계유산에 등재된 아우슈비츠 강제노역소, 

히로시마 원폭 돔, 비키니섬과 같은 갈등유산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고 조심스럽게 상정하였다. 따라서 갈등유산

은 세계유산보다는 유네스코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International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 혹은 European Heritage 같은 다른 방법을 통해 그 가치를 알리고 보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2020년 5월 한국 외교부의 펀딩으로 진행된 Dr. Olwen Beazley와 Christina Cameron의 연구 

역시 공공역사과 기억 연구의 틀에서 갈등유산을 평가를 시도하였지만, 그 논조와 대체 등재에 대한 의견은 기존 

연구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21년 4월에 열린 아프리카 지역의 전문가 회의에서는 그동안 이코모스가 논의한 갈등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에 관련된 내용을 검토한 후, 2021년 제 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통해 브라질 대표와 연합하여 

갈등유산이 세계유산의 목적과 범주에 부합하지 않다는 논의를 재검토해야 함을 강력히 표출하였다. 그리고 아프리

카 연합 및 브라질 대표는 2019년 전문가 회의부터 사용된 용어 “Sites associated with memories of recent 

conflicts and other negative and divisive memories”에서 “other negative and divisive memories”의 

문구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최근 분쟁/갈등의 장소가 반드시 부정적이고 불화를 일으키는 기억을 

담고 있다는 가치판단을 제거하고, 중립적으로 최근 분쟁과 관련된 장소로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아프리카 연합 및 브라질 대표는 제 44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세계유산 협약국들을 중심으로 

한 워킹그룹(open-ended working group)을 형성하여 갈등유산이 세계유산 목적과 범주에 적합한지에 다시 

점검하고,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여 갈등유산에 대한 이해 및 범주를 넓힐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그것이 받아들여진다. 그 결과 2021년 11월 5일 세계유산위원회의 첫 번째 워킹그룹 미팅이 

열렸고, 갈등유산에 대한 논의가 추후 세계유산협약과 협약 운영지침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고민하면서 의장단 

선출을 진행하였다. (의장: 세인트 루시아, 부의장: 일본(일본의 자청을 부의장 국가 선출), 오스트리아, 남아공, 

보고관: 케냐) 아프리카 연합 및 브라질 대표의 제안 및 주장은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된 노예유산(Slavery

heritage)이 갈등유산에 속하며, 이 지역에서 잠정적 세계유산 등재 후보군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갈등유산에 대한 평가가 유럽 중심의 시각에서 이루어져 갈등유산이 세계유산의 

논의에서 예외 사례로 제한적으로 다뤄지고 앞으로의 등재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컸지만, 제 44차 회의를 통해서 

갈등유산 해석에 대해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형태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 가능성은 담보하지만 세계유산에서 갈등유산이 등재되기까지 오랜 시간의 토론과 토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여전히 유네스코는 국제기관으로서 세계유산을 통해 국가 간의 정치적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이는 제 44차 세계유산회의에서 1980년대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 내 공산정권 붕괴에 

영향을 끼친 노동자 파업이 있었던 폴란드 그단스크 조선소 등재 심사에서 최종 보류 결정을 내린 것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폴란드의 그단스크 조선소가 80년대 역사의 평가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등재가 되면 

국제적인 차원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와 같이 정치성을 지닌 유산을 등재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한 것이다.

세계유산 등재를 고려하는 유산이 그 유산 가치 해석에 있어서 근현대 세계사적 관점에서 다른 나라와 충돌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 유산이 갈등의 소지를 뛰어 넘어 인류가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 탁월한 가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갈등유산이 역사, 정치적으로 오용되기보다는 세계 유산이 지향하는 평화의 가치를 창출하

는데 공헌할 수 있는 방향성에 놓여 있는가를 자체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자문위원

성명 직위 및 소속 서명

이현경

연구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화유산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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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곽군사유산
위원회 (ICOFORT) 
기후변화 목록 작성

- ICOFORT MONUMENTAL INVENTORY ON FORTIFICATIONS

보고서 기고 요청문

- ICOFORT 기후변화 목록 _ 수원 화성(국문/영문)

- ICOFORT 기후변화 목록 _ 오산 독산성(국문/영문)

- 제출문건에 관한 자료(송수신 이메일)

2 0 2 1  정 조 문 화 유 산  세 계 유 산 화 사 업  국 외 학 술 교 류  결 과 보 고  자 료 집 ∣ 正 祖 文 化 遺 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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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FORT MONUMENTAL INVENTORY ON FORTIFICATIONS 

보고서 기고 요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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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FORT 기후변화 목록

_ 수원 화성(국문)

PART I – 목록 개요

지역구분: 아시아 & 태평양 지역     Y

소재국: 대한민국

유산명: 수원 화성(Hwaseong Fortress)

유형: 요새(Fortress)

분류: 문화유산

세계유산 등재여부: 등재

등재기준:  (ii), (iii)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등재여부: 없음

잠정목록 보유여부: 없음

건축적 설명:

 - 재료: 석재 및 목재

 -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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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작년도: 1794년

건축 종료년도: 1796년

프로젝트 작성자: 정조대왕  (조선22대 왕; 1776~1800)                                                 

건축 개시 당시 정부: 조선 왕조(Joseon Dynasty)

국적: 대한민국

유산 현존여부: 현존 

역사적 문화적 가치: 

화성은 경기도 수원시 중심부를 둘러싸고 있는 조선시대의 돌과 벽돌로 쌓은 성이다. 18세기 후반

에 정조가 새로운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버지 장헌세자의 유해를 안치 후 수비 목적으로 지었습

니다. 지형에 따라서 길이 5.74km의 거대한 성벽은 130ha의 면적을 둘러싸고 있으며 중심부에는 

수원천이 흐른다.

성벽에는 여러 방어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수문, 통과 

공간이 있는 전망대, 지휘소, 양궁 플랫폼, 포병 포대, 코너 파빌리온, 보조 게이트, 비컨 타워, 감시탑 

및 보초 타워가 포함되며 4개의 주요 성문이 있습니다. 남쪽의 팔달문과 북쪽의 장안문은 석조 기단

의 인상적인 2층 목조 구조로, 측면에는 문이 있고, 벽돌로 지은 반원형 벽으로 가려져 있고 단지를 

관통하는 주요 도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쪽(화서문)과 동쪽(창룡문)은 단층 구조로 외부 공사로 

보호됩니다.

화성은 한국 건축, 도시 계획, 조경 및 관련 예술의 발전에 큰 향을 미쳤습니다. 군사적, 정치적, 

상업적 기능을 겸비했다는 점에서 중국이나 일본의 요새와 달랐다. 실학의 저명한 학자인 정약용의 

설계는 세심한 계획, 주거와 방어의 조합, 최신 과학 지식의 적용이 특징입니다. 18세기 군사 건축의 

정점을 대표하며 유럽과 동아시아 최고의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통합했습니다. 화성은 평지와 구릉을 

모두 덮고 있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방어력을 극대화한 것도 특징이다.

1801년에 제작된 “화성성역의궤” 에는 설계와 건설 과정에 대한 세부 사항과 세부 사항이 나와 있

습니다.

화성건축의 역사: 

- 1794년 건축개시

- 1796년 건축 완료 Conclusion of Construction

- 1975년 ~ 1979년 1차 복원정비

- 1997년 세계유산 등재

- 1998년 수원 화성 보존관리계획 수립

- 2002년 화성 일대 유지보수계획 수립

- 2003년 수원시 화성사업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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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분류: 

시설물 개소 이름 용도

문루 4 장안문, 팔달문, 창룡문, 화서문 동서남북의 성문

수문 2 화홍문, 남수문 수원천의 수문

적대 4 북문 동서적대, 남문 동서적대 성문 좌우의 돌출 된 감시소

노대 2 서노대, 동북노대 성문 좌우의 돌출 된 감시소

공심돈 3 서북공심돈 남공심돈, 동북공심돈 다층구조의 전망대 및 공격소

봉화둑 1 봉화둑 봉화 신호를 전하는 통신소

치성 8
북동치, 서일치, 서이치, 남치, 동삼치, 동이치, 

동일치
성곽에서 돌출 된 감시소

포루 5 북동포루, 북서포루, 서포루, 남포루, 동포루 다층의 벽돌로 된 화포류 공격소

포루 5 동북포루, 북포루, 서포루, 동이포루, 동일포루 군사들의 공격 및 주둔소

장대 2 동장대, 서장대 지휘소

각루 4 동북각루, 서북각루, 서남각루, 동남각루 전망소 및 초소

암문 5 남암문, 동암문, 북암문, 서암문, 서남암문 누각을 두지 않은 비밀출입구

건축 기술: 

미국 토목학회(ASCE)에서“역사적인 건축 구조물(2004)” 선정 되었으며 동서양 건축의 융합이라

는 특성을 갖고 있음

문화적 근거: 

- 화성성역의궤(화성축조 관련 왕실자료)

- 화성 모니터링 보고서(2020)

보존 (유산의 보존 상태, 유산의 완전성, 경관의 보존 상태, 경관의 완전성 상태).

진정성

주성, 4개의 대문, 그 밖의 다양한 방어시설을 포함한 화성의 주요 특징은 온전하고 유산의 경계 내

에 포함됩니다. 수원천은 화홍문 수문에서 도시의 중심부를 계속 흐르고 있으며 정문을 연결하는 도

로는 여전히 도로 시스템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요새는 원래 주요 요새 성문, 환승 공간이 있는 전망대, 지휘소, 양궁 플랫폼, 포병 포대, 모퉁이 정

자, 보조 게이트, 신호 타워, 감시탑 및 보초 타워를 포함하여 48개의 요소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중 

7개소(수문 1개, 전망대 1개, 보조문 1개, 수문대 2개, 벙커 2개)는 1920년대 홍수와 한국전쟁으로 

소실됐다. 구불구불한 성벽은 도시의 교통망을 수용하기 위해 9곳에 뚫렸습니다.

요새의 상태는 양호하지만 보존 및 유지 관리에는 전문 기술이 필요합니다. 화성의 가장 큰 위험 요

소는 건축물의 목재 부품을 손상시킬 수 있는 화재입니다. 또 다른 위험은 요새 벽 및 기타 기능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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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킬 수 있는 잡초입니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4개의 성문이 인근 도로의 스모그와 차량 진동에 노출되어 노후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리해야 합니다.

완전성

성벽과 대부분의 요소(성문, 공심돈, 포사, 치성, 봉돈)는 사이트, 재료 및 기술과 관련하여 완전성

을 유지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성곽의 일부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 장안문과 창룡문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성벽

의 일부가 허물어졌다. 그러나 1964년부터 시작된 복원 및 재건은 “화성성역의궤”에 수록된 철저한 

정보를 바탕으로 베니스헌장과 나라문서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

보존관련 된 요소:

_____ 구조물

_____ 내전

__Y__ 기후변화

__Y___기타(관광객 증가)

보존 관련 실행계획: 없음

법적 보호체계: 있음

소유권: 수원시청

보존관리: 수원시 화성사업소

연락처(보존관리): +82-31-228-4478

업무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8

우편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8

E-MAIL: doowonbonn@naver.com

현재 용도: 관광지

지리적 좌표: N37 16 19.992, E127 0 29.988



165

이미지:

화성 동북공심돈_ Copyright: © 수원시 화성사업소

화성 동북공심돈(1950년대)_ © 수원시 화성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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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문 _ Copyright: © 서한강

화서문과 서북공심돈 _ Copyright: © 서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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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적목록:

- 화성성역의궤(화성축조 관련 왕실자료)

- 수원 화성 세계유산 등재보고서

- 조두원: Die koreanische Festungsstadt Suwon – Geschichte – Denkmalpflege – 
Dokumentation “Hwaseong Seongyeok Uigwe” – nationale und internationale 

Beziehungen. Otto-Friedrich-Universität, Bamberg 13. Juli 2010 (Dissertation).

방문 관련:

운 시간: 09:00 ~18:00

입 장 료: 1천원

기    타:  공개

전화번호: 82-31-231-8527

이 메 일: doowonbonn@naver.com

자료개요

작성기관: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감수기관: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사진작가: 참고

작성일자: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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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기후 변화 목록 작성

Structures

* Stone erosion due to increased acidity resulting 

from CO2 concentrations in the atmosphere.

* Expansion and cracking of construction materials 

from other organic material in the structure.

* New threats to wooden architectural elements as 

termites and other pests expand their reach due 

to longer, warmer summers.

* Increase of the destructive organism at warm 

temperatures (for example, mold, algae) and other 

new or different organisms covering stone 

surfaces.

* Accelerated decomposition of masonry and mortars 

due to increased wetting and drying extremes.

* Increased damage caused by increased wind, 

causing:

* Abrasion of the outer surface.

* Increased cracks.

* Building wear due to accelerated drying.

* Damage caused by debris caused by wind.

* More penetration of wind driven rain on porous 

materials.

Fortified landscape (Environment):

* Change in use or abandonment due to changes in 

access pattern.

* Changes in infrastructure due to changes in access 

roads.

* Changes in historical topography.

Social and Culture:

* Changes in seasonality and phenology causing 

changes in infrastructure. Change to the high 

season of visitors, alterations in the patterns of the 

visitors, including the increase of the pressure of 

the visitors and the carbon footprints.

* Loss of historical character of the structure and / 

or its landscaping due to changes in configuration 

for tourism.

구조

* 대기 중 CO2 농도에 근거한 산성도 증가에 따른 암석 침식.

* 구조물의 다른 유기 물질로부터 건축 자재의 팽창 및 균열.

* 길고 더운 여름에 근거한 흰개미 및 기타 해충의 활동범위 

확장에 따라 목조 건축 요소에 대한 새로운 위협.

* 온난한 기온에서 파괴적인 유기체 증가(예: 곰팡이, 조류) 

및 돌 표면을 덮고 있는 여타 새롭거나 다른 유기체.

* 습윤 및 건조 증가로 인한 석조 및 모르타르의 분해 가속화.

* 증가된 바람으로 인한 피해 증가:

* 외부 표면의 마모.

* 증가된 균열.

* 가속된 건조로 인한 건물 마모.

* 바람에 의한 파편으로 인한 손상.

* 다공성 물질에 바람과 더 많은 비를 동반한 침투.

요새화된 경관(환경):

* 접근 방식 변경에 따른 용도 변경 또는 포기.

* 진입로 변경으로 인한 기반시설 변경.

* 역사적 지형 변화.

사회 및 문화:

* 기반 시설 변화를 일으키는 계절성과 계절의 변화. 최고 방문 

계절 간 변화, 방문자의 압력과 탄소 발자국 증가를 포함한 

방문자 패턴 변경,

* 관광 환경 변화에 따른 건축물 및/또는 조경의 역사적 특성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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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 요새기념물과 기후변화 영향 지표

지역: 동1포루 – 창룡문 일대

지표 참고 사진 보존상태

 

* 대기 중 CO2 

농도에 근거한 

산성도 증가에 

따른 암석 침식

 

철 성분 포함한 

성돌에 이산화탄소 

포함한 비의 

지속적 접촉으로 

인한 

성돌 표면 마모

* 구조물의 다른 

유기 

물질로부터 

건축 자재의   

팽창 및 균열
 

팽창 및 균열

* 길고 더운 여름에 근거한 흰개미 및 기타 해충의 활동범위 확장에 따라 목조 건축 요소에 대한 

새로운 위협
해당사항 없음

* 온난한 

기온에서 

파괴적인 

유기체 

증가(예: 

곰팡이, 조류) 

및 돌 표면을 

덮고 있는 여타 

새롭거나 다른 

유기체

 

상대적 고습도 

지역내(상시 그늘지역 

등)성돌 표면 내 

곰팡이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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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참고 사진 보존상태

 

상대적 고습도 

지역내(상시 그늘지역 

등)성돌 표면 내 식물류 

발생 

증가된 바람과 습도로 인한 피해 증가

* 증가된 

바람으로 인한 

피해 증가

 

목조건축: 

지속적인 햇빛 노출과 

비 노출 부위 

차별 손상

* 습윤 및 건조 

증가로 인한 

석조 및 

모르타르의 

분해 가속화

 

 

여장 접합 재료의 

미완적 접합에 따른 

공극 형성, 지속적인 비 

및 눈의 침투로 인한 

동결 및 해빙기에 

팽창수축과정 반복에 

따른 균열 및 전돌, 

모르타르 분해 가속화

* 바람에 의한 파편으로 인한 손상. 해당사항 없음

* 다공성 물질에 

바람과 더 많은 

비를 동반한 

침투

 

성벽 내 장기적 

비 침투와 배수 

불량으로 인한 배부름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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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전경 (환경적 측면):

지표 참고 사진 보존상태

* 접근 방식 

변경에 따른 

용도 변경 

또는 포기.

성 내 대중교통 

사용도로 조성

* 진입로 

변경으로  

인한 기반 

시설 변경.  

성 내 내탁부분 

내탐방로 조성

* 역사적 지형 변화. 해당사항 없음

사회&문화적: 탄소발자국 / 야간조명 / 화성트램

지표 참고 사진 보존상태

* 방문객 증가 

계절간 

변화,  

방문자의 

압력과 

탄소발자국 

증가를 

포함한 

방문자 패턴 

변경

유산구역(보호구역   

포함) 전 구간에 

28개의 버스정류장이 

위치,지속적인 

온실가스(GHGs) 및 

미세먼지 배출로 인한 

유산구역 내 다양한 

형태 및 재료의 지속 

가능한 보존관리를 

저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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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트램은 수원화성의 주요 관광지를 순환하는 화성관광열차입니다. 순종(27대 왕, 조선왕조)이 쓰던 차와 조선 왕실의 가마를 

조합하여 만들었다.

지표 참고 사진 보존상태

야간조명을 통한 

문화유산 활용은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에는 

일조하고 있지만 

성벽의 마모 및 주변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있어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함

*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건축물 및 / 

또는 조경의 

역사적 특성 

손실

화성트램은 

화성행궁일대와 

연무대 일대를 순환 

운행하는 

이동수단으로 

관람객의 

이동편의성을   

제공하지만 

일부유산구간의방문

을회피케함으로관람

객(특히 학생)의 

현장방문의 효과성을 

저감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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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FORT 기후변화 목록 

_ 수원 화성(영문)

ICOFORT MONUMENTAL INVENTORY ON FORTIFICATIONS

Second Call for Contributions

PART I – INVENTORY FORM

REGION LOCATION:

Region Arab Countries 

Asia and the Pacific Region Y

Europe Regio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Region 

Africa Region 

North America Region (United States and Canada) 

COUNTRY: Republic of Korea

CURRENT NAME: Hwaseong Fortress

OTHER DENOMINATIONS:

TYPOLOGY : Fortress

RESOURCE(S): CULTURAL

DECLARED UNESCO WORLD HERITAGE SITE: Y

PART OF: a System, Cultural Itinerary, Complex, or Landscape Declared World Heritage Site (even 

if the specific property does not have a specific declaration): YES

PART OF: a System, Cultural Itinerary, Complex, or Landscape to which assets already as been 

Declared World Heritage (for extensions of declarations already made) : YES

UNDER WHICH CRITERIA(S) (In case affirm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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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ED IN DANGER:  NO

INCLUDED IN THE TENTATIVE LIST: NO 

ARCHITECTURAL DESCRIPTION

- Materials: Piled-stone and brick. Timber

-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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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INNING OF CONSTRUCTION: 1794

CONCLUSION OF CONSTRUCTION: 1796
ORIGINAL NATIONALITY (If applicable): Republic of Korea

DISAPPEARANCE (If applicable): NO

HISTORIC AND CULTURA HERITAGE VALUE : 

Hwaseong is a piled-stone and brick fortress of the Joseon Dynasty that surrounds the 

centre of Suwon City, of Gyeonggi-do Province. It was built in the late 18th century by 

King Jeongjo for defensive purposes, to form a new political basis and to house the remains 

of his father, Crown Prince Jangheon. The massive walls of the fortress, which are 5.74 

km in length, enclose an area of 130 ha and follow the topography of the land. The 

Suwoncheon, the main stream in Suwon, flows through the centre of the fortress.

The walls incorporate a number of defensive features, most of which are intact. These 

include water gates, observation towers with transit spaces, command posts, archery 

platforms, artillery batteries, corner pavilions, auxiliary gates, beacon towers, lookouts and 

sentry towers. There are four main gates at the cardinal points. The Paldalmun Gate in 

the south and the Janganmun Gate in the north are impressive two-storey wooden 

structures on stone bases, flanked by gated towers and shielded by semi-circular walls 

built of fired brick. They are linked to the main road running through the complex. The 

west (Hwaseomun) and east (Changnyongmun) gates are single-story structures, also 

protected by outworks.

The Hwaseong Fortress has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architecture, urban planning, and landscaping and related arts. It differed from the fortresses 

in China and Japan in that it combined military, political and commercial functions. Its design 

by Jeong Yakyong, a leading scholar of the School of Practical Learning, was characterized 

by careful planning, the combination of residential and defensive features, and the 

application of the latest scientific knowledge. It represents the pinnacle of 18th century 

military architecture, incorporating ideas from some of the best examples in Europe and 

East Asia. Hwaseong is also unique in that it covers both flat and hilly land, making use 

of the terrain for maximum defensive efficacy.

A completion report for the building of Hwaseong Fortress, ,waspublishedin1801,which 

provides the details and particulars about its design and construction process.

FORTRESS’S HISTORY: 

-1794 Beginning of Construction

-1796 Conclusion of Construction

-1975 ~ 1979 1stRestoration

-1997 Inscription to W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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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Establishing a basic plan for maintenance around Hwaseong Fortress in Suwon

-2002 Establishment of a report on the maintenance plan around Hwaseong

-2003 Hwaseong Management office setup

ARTILLERY: 

Facility
No 
of 

unit
Name Usage

Fortress 
gate

(Mullu)
4

Janganmun gate, Paldalmun gate, 
Changnyongmun gate, Hwaseomun gate

Fortress   gate in 4 cardinal direction

Water gate
(Sumun)

2
Hwahongmun Water gate,   Southwest 

Water gate
Water gate of Suwon stream

Flanking 
tower

(Jeokdae)
4

North-West   jeokdae at north gate
North-West   jeokdae at south gate

Protruded Observation post next to 
fortress gate

Archery 
platform
(Nodae)

2
West Nodae,

East & North Nodae
Multiple arrow shooting platform of fotress

Observatio
n tower 

with transit 
spaces

(Gongshim
don)

3
West-North gongsimdon,

South gongsimdon,
East-North gongsimdon

Attacking and observing post multilayered

Beacon 
tower

(Bongdon)
1 Bongdon Signal tower for Communication

Lookout
(Chiseong)

8

North & East chi,  West 1stchi,
West 2ndchi, West 3rd chi, South chi, East 

1stchi,
East 2ndchi,East3rdchi

Protuded observation tower of fotress   
Wall

Artillery   
battery
(Poru)

5
North - East poru, North-West poru,   

West poru, South poru, East poru
Attacking post for Artillery multilayered

Sentry 
tower
(Poru)

5
East-North poru, North poru, West poru, 

East   2ndporu, East 1stporu
Attacking and residential post for soliders

Command 
post

(Jangdae) 
2 East jangdae,  West jangdae Command Post

Corner 
tower 

(Gangnu)
4

East - North gangnu, West-North gangnu,  
 West-South gangnu, East-South gangnu

Observing & Guarding tower at the corner 
of the fortress wall

Auxiliary 
gate

(Ammun)
5

South ammun, East ammun,
North ammun, West ammun,

West-South ammun
Hidden gate in der fortress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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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VE TECHNIQUES: 

It is renowned as a “historical Civil engineering structure (2004)” by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ASCE)

Also, a collaboration of East & Western architecture harmonized with surroundings

REALIZED INTERVENTIONS: NO

CULTURAL REFERENCE: 

-Hwaseong Seongyeok Uigwe: Royal documentation on the report of hwaseong fortress  

 construction

-Suwon Hwaseong World Heritage Registration and Its History

-Doo Won Cho: Die koreanische Festungsstadt Suwon – Geschichte – Denkmalpflege  

 – Dokumentation „Hwaseong Seongyeok Uigwe“– nationale und internationale      

 Beziehungen. Otto-Friedrich-Universität, Bamberg 13. Juli 2010 (Dissertation).

CONSERVATION 

State of conservation of the property, state of integrity of the property, state of conservation 

of the landscape, state of integrity of the landscape. 

The key features of the Hwaseong Fortress, including the main walls, four main gates and 

various other defensive features of the complex are intact and are included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property. The Suwoncheon Stream continues to flow through the heart 

of the city from the Hwahongmun Water gate and the roads linking the main gates still 

function as the core of the road system.

The fortress originally comprised 48 elements, including the main fortress gates, observation 

towers with transit spaces, command posts, archery platforms, artillery batteries, corner 

pavilions, auxiliary gates, beacon towers, lookouts and sentry towers. Seven of these (one 

water gate, one observation tower, one auxiliary gate, two gate-guard platforms, and two 

bunkers) have been lost due to flood in 1920s and Korean war. The meandering fortress 

wall has been pierced in nine places to accommodate the city’s traffic network.

The fortress is in good condition, but its conservation and maintenance require specialized 

skills. The greatest risk factor to Hwaseong is fire, which could damage the wooden 

components of its architecture. Another risk is weeds, which could damage the fortress 

walls and other features.

Rapid urbanization has meant that the four cardinal gates are exposed to smog and vibrations 

from vehicles in nearby streets, which could lead to their deterioration and should be 

man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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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rcuit of walls and most of their elements (gates, towers, batteries, etc.) preserve 

their authenticity with respect to the site, materials and techniques.

Considerable damage was caused to some parts of the Fortress during the Korean War. 

The Janganmun and Changnyongmun Gates were completely destroyed, and sections of 

the walls were demolished. However, restoration and reconstruction measurement, which 

began in 1964 and has continued since that time, has been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Venice Charter and Nara Document, based on the exhaustiv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

FACTORS AFFECTING ITS STATE OF CONSERVATION RELATED TO:

_____ Structural

_____ Conflicts of War

__Y__ Climate Change (Please refer to Climate Change Impact Indicators on

Fortifications at the end of the questionnaire

__Y___ Others

EXISTING PROPOSAL FOR ACTION: NO

LEGAL PROTECTION: Yes

RECENT OWNER: Suwon City

MAINTAINER: Suwon City Hwaseong Management office

MAINTAINER TELEPHONE: +82-31-228-4478

E-MAIL: doowonbonn@naver.com

CURRENT USE: Tourist site

GEOGRAPHIC COORDINATES: N37 16 19.992, E127 0 2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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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S: 

North-eastern view of Hwaseong fortress_ Copyright: © Suwon City Hwaseong Management office

North-eastern Gongsimdon in 1960s_ Copyright: © Suwon City Hwaseong Managemen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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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dalmun Gate _ Copyright: © Seo hyeongangkang 

Hwaseomun Gate  & West & North Gongsimdon_Copyright: © Seo hyeongang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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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OGRAPHY:

-  Hwaseong Seongyeok Uigwe: Royal documentation on the report of hwaseong   

 fortress construction

-  Suwon Hwaseong World Heritage Registration and Its History

-  Doo Won Cho: Die koreanische Festungsstadt Suwon – Geschichte – Denkmalpflege  

 – Dokumentation „Hwaseong Seongyeok Uigwe“– nationale und internationale     

 Beziehungen. Otto-Friedrich-Universität, Bamberg 13. Juli 2010 (Dissertation).

VISITING:

Opening Hours: 09:00 ~18:00

Enterance Fee: USD 1

Information about visiting Fortaleza:  open to public annually

Telephone: 82-31-231-8527

Email: not applicable

File:

prepared by: GyeongGi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dvisor (s): GyeongGi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uthor (s): Photographs:

Author (s): GyeongGi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Date:  3rd  Dec,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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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 CLIMATE CHANGE IMPACT INDICATORS IN FORTIFICATIONS 

AND MILITARY HERITAGE

Area: Eastern Guard Pavilion 1 / Northeastern Archery Platform

Indicator Photo Status of 
Conservation

 

* Stone 
erosion due 
to   
increased 
acidity 
resulting 
from CO2 
concentratio
ns in the 
atmosphere

 

containing iron
carbon dioxide in 

stone
rain including

in constant contact
Due to

stone surface wear

* Expansion 
and cracking 
of   
construction 
materials 
from other 
organic 
material in 
the structure

 

Expansion and 
cracking

* * New threats to wooden architectural elements as termites and other pests expand 
their reach due to longer, warmer summers.

Not reported

* Increase of 
the 
destructive 
organism at 
warm 
temperature
s, other new 
or different 
organisms 
covering 

 

In a relatively high 
humidity area 

(always in the shade, 
etc.) On the surface 

of the stone
Mold out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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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or Photo Status of 
Conservation

stone 
surfaces

 

Occurrence of  
Plants on the surface 
of seongdol in areas 
with relatively high 
humidity (regular 

shade areas, etc.)

Accelerated decomposition of masonry and mortars due to increased wetting and drying extremes.

* Increased 
damage 
caused by 
increased 
wind, 
causing:  

Wooden 
construction: 

continuous sunlight 
exposure and 
discriminatory 

damage to 
non-exposed areas

* Building wear 
due to 
accelerated 
drying

 

 

Formation of voids 
due to incomplete 

bonding of 
cross-dress bonding 

materials, and 
acceleration of 

cracking and rolling, 
and mortar 

decomposition due 
to repeated 

expansion and 
contraction 

processes during 
freezing and thawing 
due to continuous 

rain and snow 
penetration

* 바람에 의한 파편으로 인한 손상. Not reported

* More 
penetration of 
wind driven 
rain on porous 
materials

 

L o n g - t e r m 
non-penet ra t i on 
within the city walls 
and satiety due to 
poor drai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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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ified landscape (Environment):

Indicator Photo Status of 
Conservation

* Change in 
use or   
abandonme
nt due to 
changes in 
access 
pattern

Creation of roads 
for public 

transportation 
within the castle

* Changes in 
infrastructu
re due to 
changes in 
access 
roads  

Creation of a trail 
within the inner tak 
part of the castle

* Changes in historical topography. Not 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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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and Culture: Carbon footprints / Night Lighting / The Hwaseong Train

Indicator Photo Status of 
Conservation

* Change to 
the high
season of 
visitors, 
alterations 
in the 
patterns 
of the 
visitors, 
including 
the 
increase 
of the
pressure 
of the 
visitors 
and the 
carbon 
footprints.

The location of 28 
bus stops in all 
sections of the 
heritage area 
(including the 

protected area) 
hinders the 
sustainabl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various types and 
materials in the 

heritage area due 
to the continuous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GHGs) and fine 

dust.

The use of cultural 
heritage through 

night lighting 
contributes to the 
expansion of the 
cultural enjoyment 
of local residents, 

but a 
comprehensive 

management plan 
is needed as it 

affects the 
abrasion of the 

fortress walls and 
the surrounding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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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Hwaseong Train is a train for Hwaseong tourist  that circulates around the main tourist points of Suwon 
Hwaseong. It was made by combining the car used by Sunjong(27th king of Choseon Dynasty) and the royal 
palanquin of the Joseon Dynasty.

Indicator Photo Status of 
Conservation

* Loss of 
aesthetics 
of the 
structure 
and / or its 
landscapin
g due to 
changes in 
configurati
on for
tourism.

The Hwaseong 
Train is a means  
 of transportation 

that circulates 
around Hwaseong 
Haenggung and 

Yeonmudae,   
providing the 

convenience of 
movement for 

visitors.
By avoiding visits 
to some heritage 
sections,   it acts 

as a factor 
reducing the 

effectiveness of 
site visits by 

visitors   
(especiall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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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FORT 기후변화 목록 

_ 오산 독산성(국문)

PART I – 목록 개요

지역구분: 아시아 & 태평양 지역     Y

소재국: 대한민국

유산명: 오산 독산성(Osan Doksanseong Fortress)과 세마대지(Semaedae Command Post)

유형: 요새(Fortress)

분류: 문화유산

세계유산 등재여부: 등재

등재기준:  (ii), (iii)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등재여부: 없음

잠정목록 보유여부: 없음

건축적 설명:

  - 재료: 석재 및 목재

  -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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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작년도: 4세기

건축 종료년도: 4세기

프로젝트 작성자: 미상                                                 

건축 개시 당시 정부: 삼국시대(the three Ancient Kingdoms of Korea (Baekjae))

국적: 대한민국

유산 현존여부: 현존 

역사적 문화적 가치: 

독산성은 다른 이름으로 독성산성이라고도 한다.

선조 25년(1592)12월 임진왜란 중에 권율 장군이 전라도로부터 병사 2만여 명을 이끌고 이 곳에 

주둔하여 왜병 수만 명을 무찌르고 성을 지킴으로써 적의 진로를 차단했던 곳이다.

독산성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원래 백제가 쌓은 성일 것으로 추측되며, 통일신

라시대나 고려시대에도 군사상 요충지로 쓰 을 것으로 본다. 선조 27년(1594) 백성들이 산성을 쌓

고, 임진왜란이 끝난 선조 35년(1602)에 당시 부사 변응성이 다시 보수하고, 그후 정조 16년(1792)

과 20년(1796)에도 다시 공사했다.

성 둘레는 1,100m이고 문도 4개이지만 성 안에 물이 부족한 것이 큰 결점이었다. 이런 결점때문에 

이 곳에는 세마대(洗馬臺)의 전설이 있는데, 권율 장군이 산위로 흰 말을 끌어다가 흰 쌀로 말을 씻기

는 시늉을 해 보이므로 왜군이 성안에 물이 풍부한 것으로 속아서 물러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

다.

독산성 건축의 역사: 

- 4세기  건축개시

- 4세기  건축 완료 Conclusion of Construction

- 1594년 복원사업 

- 1602년 복원사업

- 1996년 ~ 2002년 복원사업

시설 분류: 

시설물 개소 이름 용도

문루 4 동문, 서문, 남문, 북문 동서남북의 성문

치성 8 1치 ~ 8치 성곽에서 돌출 된 감시소

장대 1 세마대 지휘소

사찰 1 보적사 교육, 종교

암문 1 암문 누각을 두지 않은 비밀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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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기술: 

축조시기는 삼국시대로 이후 신라와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수개축을 반복하여 다양한 시대를 

반 하고 있다.

문화적 근거: 

- 화성성역의궤(화성축조 관련 왕실자료)

- 정조실록

- 조선왕조실록

- 승정원일기

보존 (유산의 보존 상태, 유산의 완전성, 경관의 보존 상태, 경관의 완전성 상태).

오산 독산성의 가치발굴 및 보존관리를 위한 주요한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1964년 : 사적 제140호 지정

- 1999년 / 2014년 : 독산성 일원 지표 및 시굴조사(한신대,기전,고려)

- 2016년 10월 25일 : 문화재위원회 심의(지표조사 및 발굴계획 보완)

- 2016년 10월 26일 : 정밀지표조사 실시

- 2016년 12월 29일 : 문화재위원회 재심의(조건부 허가)

- 2016년 12월 29일 : 발굴허가(제2016-1604호)

- 2016년 12월 30일 ~ 2018년 12월 04 : 남문 평탄지 시굴 및 발굴조사

- 2019년 04월 17일 ~ 2019년 12월 21일 

   : 북동치 정밀발굴조사 + 북문지 일대 시굴조사

   : 북문지 일대 조선시대 층 정밀발굴조사 필요

- 2020년 03월 : 변경허가(5차)→북문지 주변 일대 정밀발굴조사 진행 중

보존관련 된 요소:

_____ 구조물

_____ 내전

__Y__ 기후변화

__Y___기타(관광객 증가)

보존 관련 실행계획: 있음

법적 보호체계: 있음

소유권: 오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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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관리: 오산시청

연락처(보존관리): +82-31-228-4478

업무주소: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62-1

우편주소: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62-1

E-MAIL: doowonbonn@naver.com

현재 용도: 문화재(사적140호), 관광지

지리적 좌표: N37 16 19.992, E127 0 2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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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독산성 전경_ Copyright: © 오산시

세마대_ Copyright: ©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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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적목록:

- 화성성역의궤(화성축조 관련 왕실자료)

- 정조실록

- 조선왕조실록

- 승정원일기

방문 관련:

운 시간:  09:00 ~18:00

입 장 료:  무료

기      타:  공개

전화번호:  82-31-231-8527

이 메 일: doowonbonn@naver.com

자료개요

작성기관: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감수기관: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사진작가: 참고

작성일자: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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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기후 변화 목록 작성

Structures

* Stone erosion due to increased acidity resulting 

from CO2 concentrations in the atmosphere.

* Expansion and cracking of construction materials 

from other organic material in the structure.

* New threats to wooden architectural elements as 

termites and other pests expand their reach due 

to longer, warmer summers.

* Increase of the destructive organism at warm 

temperatures (for example, mold, algae) and other 

new or different organisms covering stone 

surfaces.

* Accelerated decomposition of masonry and mortars 

due to increased wetting and drying extremes.

* Increased damage caused by increased wind, 

causing:

* Abrasion of the outer surface.

* Increased cracks.

* Building wear due to accelerated drying.

* Damage caused by debris caused by wind.

* More penetration of wind driven rain on porous 

materials.

Fortified landscape (Environment):

* Change in use or abandonment due to changes in 

access pattern.

* Changes in infrastructure due to changes in access 

roads.

* Changes in historical topography.

Social and Culture:

* Changes in seasonality and phenology causing 

changes in infrastructure. Change to the high 

season of visitors, alterations in the patterns of the 

visitors, including the increase of the pressure of 

the visitors and the carbon footprints.

* Loss of historical character of the structure and / 

or its landscaping due to changes in configuration 

for tourism.

구조

* 대기 중 CO2 농도에 근거한 산성도 증가에 따른 암석 침식.

* 구조물의 다른 유기 물질로부터 건축 자재의 팽창 및 균열.

* 길고 더운 여름에 근거한 흰개미 및 기타 해충의 활동범위 

확장에 따라 목조 건축 요소에 대한 새로운 위협.

* 온난한 기온에서 파괴적인 유기체 증가(예: 곰팡이, 조류) 

및 돌 표면을 덮고 있는 여타 새롭거나 다른 유기체.

* 습윤 및 건조 증가로 인한 석조 및 모르타르의 분해 가속화.

* 증가된 바람으로 인한 피해 증가:

* 외부 표면의 마모.

* 증가된 균열.

* 가속된 건조로 인한 건물 마모.

* 바람에 의한 파편으로 인한 손상.

* 다공성 물질에 바람과 더 많은 비를 동반한 침투.

요새화된 경관(환경):

* 접근 방식 변경에 따른 용도 변경 또는 포기.

* 진입로 변경으로 인한 기반시설 변경.

* 역사적 지형 변화.

사회 및 문화:

* 기반 시설 변화를 일으키는 계절성과 계절의 변화. 최고 방문 

계절 간 변화, 방문자의 압력과 탄소 발자국 증가를 포함한 

방문자 패턴 변경,

* 관광 환경 변화에 따른 건축물 및/또는 조경의 역사적 특성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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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 요새기념물과 기후변화 영향 지표

지역: 독산성 일대

지표 참고 사진 보존상태

 

* 대기 중 CO2 

농도에 근거한 

산성도 증가에 

따른 암석 침식

 

철 성분 포함한 

성돌에 이산화탄소 

포함한 비의 

지속적 접촉으로 

인한 

성돌 표면 마모

* 구조물의 다른 

유기 

물질로부터 

건축 자재의   

팽창 및 균열  

팽창 및 균열

* 길고 더운 여름에 근거한 흰개미 및 기타 해충의   활동범위 확장에 따라 목조 건축 요소에 대한 

새로운 위협
해당사항 없음

* 온난한 

기온에서 

파괴적인 

유기체 

증가(예: 

곰팡이, 조류) 

및 돌 표면을 

덮고 있는 여타 

새롭거나 다른 

유기체

 

상대적 고습도 

지역내(상시 그늘지역 

등)성돌 표면 내 

곰팡이류 발생 

 

상대적 고습도 

지역내(상시 그늘지역 

등)성돌 표면 내 식물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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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참고 사진 보존상태

증가된 바람과 습도로 인한 피해 증가

* 증가된 

바람으로 

인한 

피해 

증가
 

목조건축:   

지속적인 햇빛 

노출과 

비 노출 부위 

차별 손상

* 습윤 및 

건조증가

로 인한 

석조 및 

모르타르

의 분해 

가속화

 

 

여장 접합 재료의 

미완적 접합에 

따른 공극 형성, 

지속적인 비 및 

눈의 침투로 인한 

동결 및 해빙기에 

팽창수축과정 

반복에 따른 균열 

및 전돌, 모르타르 

분해 가속화

* 바람에 의한 파편으로 인한 손상. 해당사항 없음

* 다공성

물질에 

바람과 

더 많은

비를 

동반한 

침투

 

성벽 내 장기적 

비 침투와 배수 

불량으로 인한 

배부름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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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전경 (환경적 측면):

지표 참고 사진 보존상태

* 접근 방식 

변경에 따른 

용도 변경 

또는 포기.

 

 

독산성 근접 주차장 

조성

* 진입로 

변경으로 

인한 기반

시설 변경.

 

성 내 내탁부분 

내탐방로 조성.

 

본래의 기능(치)을 

상실, 산책로의 기능.

* 역사적 지형 변화. 해당사항 없음

사회&문화적: 탄소발자국 / 종합적 관리계획

지표 참고 사진 보존상태

* 방문객 

증가 

계절간 

변화, 

방문자

압력과  

탄소

발자국 

증가를 

포함한 

방문자 

패턴

변경

 

유산구역(보호구역   

포함) 내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경관저해 및 

온실가스(GHGs) 및   

미세먼지 배출로 인한 

유산구역 내 다양한 형태 

및 재료의 지속 가능한 

보존관리를 저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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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참고 사진 보존상태

* 관광

환경변

화에 

따른 

건축물 

및/또는  

조경의 

역사적 

특성 

손실

 

 

독산성 산림욕장, 유아 숲 

체험장 ,음식문화거리 

안내도 등 인근 시설은 

관람객의 효용성을 

제공하지만 독산성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희석함으로   

일부관람객(특히 학생)의 

현장방문의 효과성을 

저감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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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FORT 기후변화 목록 

_ 오산 독산성(영문)

ICOFORT MONUMENTAL INVENTORY ON FORTIFICATIONS
Second Call for Contributions

PART I – INVENTORY FORM

REGION LOCATION:

Region Arab Countries 

Asia and the Pacific Region Y

Europe Regio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Region 

Africa Region 

North America Region (United States and Canada) 

COUNTRY: Republic of Korea

CURRENT NAME: Doksanseong  Fortress

OTHER DENOMINATIONS: NO

TYPOLOGY : Fortress

RESOURCE(S): CULTURAL

DECLARED UNESCO WORLD HERITAGE SITE: N

UNDER WHICH CRITERIA(S) (In case affirmative):  

DECLARED IN DANGER:  NO

INCLUDED IN THE TENTATIVE LIST:  NO

ARCHITECTURAL DESCRIPTION :

-Materials: Piled-stone and brick. Ti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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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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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INNING OF CONSTRUCTION: 4 Century

CONCLUSION OF CONSTRUCTION: 4 Century

ORIGINAL NATIONALITY (If applicable): Republic of Korea

DISAPPEARANCE (If applicable): NO

HISTORIC AND CULTURA HERITAGE VALUE : 

Doksanseong  Fortress is also called : Dokseongsanseong  Fortress by another name.

This is where General Kwon Yul led about 20,000 soldiers from Jeolla-do during 

the Imjin War in December of the 25th year of King Seonjo (1592) and was stationed 

here, defeating tens of thousands of Japanese soldiers and blocking the enemy's 

path by defending the castle.

It is not clear when Doksanseong Fortress was built, but it is presumed that it was 

originally built by Baekje, and it is believed that it was used as an important military 

base during the Unified Silla and Goryeo periods. In the 27th year of King Seonjo 

(1594), the people built the fortress, and in the 35th year (1602) of King Seonjo 

(1602) when the Japanese Invasion of Imjin ended, Byeon Eungseong was repaired, 

and then it was built again in the 16th (1792) and 20th (1796) years of King Jeongjo.

The circumference of the castle is 1,100m and there are 4 gates, but the lack of 

water in the castle was a major drawback. Because of this defect, there is a legend 

of the Semadae Command post here. It is said that General Kwon Yul dragged a 

white horse up a mountain and pretended to wash the horse with white rice, so 

the Japanese were deceived by the abundance of water in the castle and retreated. 

is being passed on

FORTRESS’S HISTORY: 

-4C   Beginning of Construction

-4C   Conclusion of Construction

-1594 Reconstruction

-1602 Reconstruction

-1996 ~ 2002 2nd rest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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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LLERY: 

Facility
No of 
unit

Name Usage

Fortress 
gate

(Mullu)
4

East Gate, West Gate, South Gate, Noth 
Gate

Fortress   gate in 4 cardinal direction

Lookout
(Chiseong)

8 1stchi  - 8thChi
Protuded observation tower of fotress   

Wall

Command 
post

(Semadae)
1 Semadae Command Post

Temple
(Bojeoksa)

1 Bojeoksa Buddhist   Temple Education, Religion, Military

Auxiliary 
gate

(Ammun)
1 ammun

Auxiliary gate 
in  fortress wall

CONSTRUCTIVE TECHNIQUES: 

The period of construction is the Three Kingdoms period, after which Silla, Goryeo, 

and the Joseon Dynasty are repeated several times to reflect various eras.

REALIZED INTERVENTIONS: NO

CULTURAL REFERENCE: 

-Hwaseong Seongyeok Uigwe(Royal report on Hwaseong fortress construction)

-Annals of King Jeongjo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Seungjeongwon 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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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RVATION 

The main progress for value discovery and conservation management of Osan Doksanseong 

Fortress is as follows.

- 1964 : Designated as historic site No. 140

- 1999 / 2014 : Doksanseong area index and drilling survey (Hanshin University, Jeonnam,  

 Goryeo)

- 2016. Oct 25th : Deliberation by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surface survey and  

 excavation plan supplementation)

- 2016. Oct 26th: Conducting a detailed index survey

- 2016. Dec 26th: Cultural Heritage Committee re-examination (conditional permission)

- 2016. Dec 29th: Excavation permit (No. 2016-1604)

- 2016. Dec 30th ~ 2018. Dec 4th: Prospecting and excavation of the flatland of  the South  

 Gate

- 2019. Apr 17th ~ 2019. Dec 21th: 

  Precise excavation of Bukdongchi lookout  

  Prospecting around the site of ‘Bukmunji’ North gate

  Precise excavation and investigation of the Joseon Dynasty layers in the site of ‘Bukmunji’ 

North gate

- 2020. Mar.: Change permission (5th) → Precise excavation investigation in the area around  

 the site of ‘Bukmunji’ North gate is in progress

FACTORS AFFECTING ITS STATE OF CONSERVATION RELATED TO:

_____ Structural

_____ Conflicts of War

__Y__ Climate Change (Please refer to Climate Change Impact Indicators on

Fortifications at the end of the questionnaire

__Y___ Others

EXISTING PROPOSAL FOR ACTION: NO

If yes, please identify organization responsible of the proposal, dates of execution, description of 

the proposal, and / or any additional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project:

LEGAL PROTECTION: Yes

RECENT OWNER: Osan City

MAINTAINER: Osan City

MAINTAINER TELEPHONE: 82-31-8036-7605

E-MAIL: : doowonbonn@naver.com

CURRENT USE: Tourist site

GEOGRAPHIC COORDINATES: N37 11 1.992, E127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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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S: 

Doksanseong Fortress _ Copyright: © Osan city

Semadae Command Post_ Copyright: © Os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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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OGRAPHY:

-  Hwaseong Seongyeok Uigwe(Royal report on Hwaseong fortress construction) (UNESCO  

 Memory of the World)

-  Annals of King Jeongjo(UNESCO Memory of the World)

-  Annals of the Joseon Dynasty(UNESCO Memory of the World)

-  Seungjeongwon Diary(UNESCO Memory of the World)

Visiting

Opening Hours: 09:00 ~18:00

Enterance Fee: Free

Information about visiting Fortaleza:  open to public annually

Telephone: 82-31-231-8527

Email:  not applicable

File:

prepared by: GyeongGi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dvisor (s): GyeongGi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uthor (s): Photographs:

Author (s): GyeongGi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Date:  21stOct,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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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 CLIMATE CHANGE IMPACT INDICATORS IN FORTIFICATIONS 

AND MILITARY HERITAGE

Area: Doksanseong Fotress

Indicator Photo Status of 
Conservation

 

* Stone 
erosion due 
to   
increased 
acidity 
resulting 
from CO2 
concentratio
ns in the 
atmosphere

 

The iron containing 
Stone wall surface 

wearing  due to rain 
water containing 
carbon dioxide

* Expansion 
and cracking 
of   
construction 
materials 
from other 
organic 
material in 
the structure

 

Expansion and 
cracking

* * New threats to wooden architectural elements as termites and other pests expand 
their reach due to longer, warmer summers.

Not reported

* Increase of 
the 
destructive 
organism at 
warm 
temperature
s, other new 
or different 
organisms 
covering 
stone 
surfaces

 

Occurrence of Moss 
on the stone wall 

surface in a relatively 
high-humidity area 

(always in the shade, 
etc.)

 

Occurrence of  
Plants on the stone 

wall surface in a 
relatively high 
humidity area 

(regular shadowed  
 areas, etc.)

Accelerated decomposition of masonry and mortars due   to increased wetting and drying extr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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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or Photo Status of 
Conservation

* Increased 
damage 
caused by 
increased 
wind, 
causing

 

Wooden 
construction: 

constant exposure to  
 sunlight. The parts 
hit by the rain were 

differentially 
damaged.

* Building wear 
due to 
accelerated 
drying

 

 

Formation of voids 
due to incomplete 

bonding of 
cross-dress bonding 

materials, and 
acceleration of 

cracking and rolling, 
and mortar 

decomposition due 
to repeated 

expansion and 
contraction 

processes during 
freezing and thawing 
due to continuous 

rain and snow 
penetration

* Damage caused by debris caused by wind. Not reported

* More 
penetration 
of wind 
driven rain 
on porous 
materials

 

Long-term 
non-penetration 

within the city walls 
and satiety due to 

poor drai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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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ified landscape (Environment):

Indicator Photo Status of 
Conservation

* Change in 
use or 
abandonme
nt due to 
changes in 
access 
pattern  

Creation of Parking 
Lot

 within the historic  
 cultural 

environmental 
preservation area

* Changes in 
infrastructu
re due to 
changes in 
access 
roads  

Creation of a trail 
within the inner 

earthen wall of   the 
fortress

The original 
function (chi, 

Lookout) is lost, and  
 the function of the 

trail.

* Changes in historical topography. Not reported

Social and Culture: Carbon footprints / Management Plan

Indicator Photo Status of 
Conservation

* Change 
to the 
high
season 
of 
visitors, 
alteratio
ns in the  
patterns 
of the 
visitors, 
including 
the 
increase 
of the
pressure 
of the 
visitors 
and the 
carbon   
footprints.

It is hindering the 
sustainabl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various types and 
materials in the 

heritage area due to 
the disturbance of 
the landscape due 

to disordered 
parking in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rea and 

the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GHGs) and fine 

d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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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or Photo Status of 
Conservation

* Loss of 
aesthetics 
of the 
structure 
and / or 
its 
landscap
ing due 
to 
changes 
in 
configur
ation for
tourism.

 

Nearby facilities 
such as 

Doksanseong 
fortress’ Forest 
Bathing Park, 

Children’s Forest 
Experience Center, 

and food and 
culture street guide 

map provide the 
usefulness of 

visitors. However, 
by diluting the 

historical meaning 
and value of 
Doksanseong 

fortress, it acts as a 
factor that reduces 
the effectiveness of 
site visits by some 
visitors (especiall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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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건에 관한 자료(송수신 이메일)

Dear Mr. Doo Won Cho:

This is to acknowledge receipt of the Hwaseong Fortress and Doksanseong Fortress contribution 

to the ICOFORT Monumental Inventory of Fortifications and Military Heritage.

We appreciate you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if any questions arise as we process the Inventory 

Forms, we will be communicating with you.

My warmest regards,

Milagros Flores Roman, Ph.D.

Coordinator ICOFORT Monumental Inventory on Fortifications and Military Heritage

P.O. Box 20,000 PMB-399

Canovanas, Puerto Rico 00729

Tel. 787.414.1916

www.icofor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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