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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Osan Doksanseong Fortress International Symposium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장 장덕호 입니다.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도, 오늘 심포지엄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

다. 특별히 해외에서 발제로 참여해 주시는 행뻐우 캄보디아 압사라관광청 부청장님, 얀 헤이밍 중국 

세계유산위원회 부국장님, 응유엔 반 푹 베트남 후에 관광부 부국장님, 인도 재단법인 드로나 시카제

인 대표님께 감사 드리며 국내에서 참여 해 주시는 이동주 백제세계유산센터 센터장님과 이창환 상지

대 교수님, 신동욱 한양대학교 연구교수님 그리고 토론의 진행을 맡아주실 노영구 교수님, 지정토론자

로 함께 해 주시는 김영수 서울시립대 교수님, 오선화 수원화성사업소 학예연구사님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산 독산성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국내외 세계유산 전문가를 섭외하여 기획되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2021 오산 독산성 국제학술심포지엄”은 지난해 기초자료조사연구, 고지도 및 사료를 통한 연구, 

국내성곽비교연구, 국내학술심포지엄 등의 산출물을 통해 “왕조유적으로서의 가치성 연구”라는 관점에

서 국내외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수원, 화성 등 인근 역사문화유산과의 연계성을 통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조명함으로 향후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방향성을 제공하는 주요한 시금석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국제학술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

를 드리며 이번 오산 독산성 국제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오산시 

곽상욱 시장님 수원시 염태영 시장님, 화성시 서철모 시장님, 오산시의회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관

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산독산성의 연구, 보존, 활용을 위해 저희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산 독산성 국제학술심포지엄에 참가 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30.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장 장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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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장 장덕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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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오산 독산성 국제학술심포지엄

Greeting

I’m Chang Duck-ho, Director of Gyeonggi Cultural Properties,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I would like to sincerely thank you for attending the international symposium despite the 
ongoing pandemic. In particular, my thanks go to Mr. Hang Peou, Director General of Apsara 
National Authority Cambodia, Mr. Yan Haiming, Deputy Director of China World Heritage Center, 
Chinese Academy of Cultural Heritage, Mr. Nguyen Van Phuc, Deputy Director of Hue Dept. of 
Tourism Vietnam and Ms. Jain Shikha, Director of DRONAH India who are participating online as 
presenters. I would also like to thank Mr. Lee Dong-ju, Director of Baekje World Heritage Center, 
Mr. Lee Chang-hwan, Professor of Sangji University, Mr. Shin Dong-wook, Research Assistant 
Professor of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Hanyang University, Mr. Roh Young-koo, chair of the 
discussion session as well as Mr. Kim Young-su, Research Professor of University of Seoul Institute 
of Seoul Studies, and Ms. Oh Seon-hwa, Curator at Hwaseong Management Office of Suwon City, 
who will serve as discussants. 

We invited international World Heritage experts to the international symposium in order to share 
the OUV of Doksanseong Fortress in Osan. However, we decided to organize a hybrid edition of 
the symposium in order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I would like to ask for your 
understanding.

During this 2021 International Symposium on Doksanseong Fortress in Osan, we will review 
international cases from the perspective of “research on the value of the fortress as a dynastic site.” 
For this, we will refer to last year’s basic study of documents, study of ancient maps and historical 
records, comparative study of Korean fortifications and domestic symposium. We will also shed 
light on the historical meanings and values of the fortress by connecting it to historic and cultural 
heritage in its vicinity such as Suwon and Hwaseong. In this way, the international symposium is 
expected to be a meaningful occasion to set the direction for the World Heritage inscription of the 
fortress.

I would like to thank all the presenters and discussants who are here with us despite their busy 
schedule. I would also like to thank Mr. Kwak Sangwook, mayor of Osan City, Mr. Yeom 
Tae-young, mayor of Suwon City, Mr. Seo Cheol-mo, mayor of Hwaseong City, Mr. Jang Insu, 
chairman of the Osan City Council and all those who have actively supported the organization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To conclude, Gyeonggi Cultural Heritage Institute at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will join your 
effort to study, conserve and utilize Doksanseong Fortress. I wish you all the best.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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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독산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지금까지 애써 주신 오산시와 경기문화재단의 노고에 감사드

립니다.

끝으로 준비를 도와주신 여러 전문가분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국제학

술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30.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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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오산 독산성 국제학술심포지엄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입니다.

오늘 '오산 독산성의 왕조유적으로서의 가치성 연구'를 주제로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국제학술심포지엄에 참가해 주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멀리 해외에서 함께 해주시는 행뻐우 캄보디아 압사라관광청 부청장님, 얀 헤이밍 중국 세계유산

위원회 부국장님, 응유엔 반 푹 베트남 후에 관광부 부국장님, 인도 드로나 재단법인 시카제인 대표

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종합토론 좌장을 맡아주실 노영구 교수님과 함께 토론해주실 전문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산 독산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2019년부터 경기도, 오산시, 경기문화재단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세계유산등재 추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산 독산성은 백제때 축성된 고성으로 신라나 고려시대에도 군사상 중요한 요지로 인식되어 왔으

며 임진왜란 때 세마대로 권율장군이 주둔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정조대왕과 관련해서 정조는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온양온천에 행차했다가 장마 때문에 이곳에 묵

었었다고 하여 정조 16년인 1792년과 20년인 1796년에도 수개축을 하여 오히려 독산성을 더 견고

하게 쌓았다고 하는데 지금의 독성산성은 정조 당시의 축성 형태라고 합니다.

지난 해 진행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오산 독산성 기초조사 연구’를 통해 오산 독산성과 함께 

18세기 인근지역에 조성된 세계유산 융·건릉, 수원 화성, 이외 관개시설과의 연계성 검토가 이루어졌

고, 가칭 ‘정조문화유산’이라는 타이틀을 도출하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잠재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국제학술포럼은 오산 독산성의 독자적 가치뿐만 아니라 ‘정조대왕의 왕조유적’으로서의 가치

성을 국내외 전문가들을 통해 다시 한번 조명하는 뜻깊은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오산 독산성을 비롯한 ‘정조문화유산’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수원시, 화성시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가치발굴로 향

후 세계유산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향유를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아가서는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산 독산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앞으로

의 여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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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ress a World Heritage site.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invite you to actively support the 
journey of Doksanseong Fortress to World Heritage.

I would like to thank Osan City and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which have made great 
effort to inscribe Doksanseong Fortress on the World Heritage List.

To conclude, my thanks go to the experts and all those who contributed to the organization of 
the symposium. I sincerely wish for its success. Thank you.

September 30, 2021

KIM JENGI
 Directo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Bureau of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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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Speech

I’m Kim Jen-gi, Directo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Bureau of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I find it very meaningful to organize the international symposium under the theme of “Research 
on the Value of Doksanseong Fortress in Osan as a Dynastic Site.” I would like to extend a warm 
welcome to all the international participants. 

My thanks go to Mr. Hang Peou, Director General of Apsara National Authority Cambodia, Mr. 
Yan Haiming, Deputy Director of China World Heritage Center, Chinese Academy of Cultural 
Heritage, Mr. Nguyen Van Phuc, Deputy Director of Hue Dept. of Tourism Vietnam and Ms. Jain 
Shikha, Director of DRONAH India. I would also like to sincerely thank Professor Roh Young-koo, 
chair of the discussion session, and the discussants. 

In an attermpt to inscribe Doksanseong Fortress on the World Heritage List, Gyeonggi Province, 
Osan City and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signed an agreement of cooperation in 2019 and 
started working on the World Heritage inscription of the fortress in 2020. 

An ancient fortress built in the kingdom of Baekje, Doksanseong used to be regarded as an 
important military hub in Silla and Goryeo. Its Semadae pavilion is famous for being stationed by 
General Gwon Yul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On his way to the hot springs in Onyang, Crown Prince Sado stayed in this fortress because of 
the heavy rain. So his son King Jeongjo reconstructed the fortress in 1792 (16th year of King 
Jeongjo) and 1796 (20th year of King Jeongjo) to strengthen it. Today’s Doksanseong Fortress is 
the result of the reconstruction that took place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Last year’s “Basic Study of Doksanseong Fortress for Its World Heritage Inscription” led to 
reviewing the connection of the fortress to the World Heritage Yunggeolleung royal tombs and 
Hwaseong Fortress as well as irrigation facilities that were built in its vicinity in the 18th century. 
The study resulted in the working title of “King Jeongjo’s Cultural Heritage” encompassing all these 
sites. This allowed us to confirm the potential value of the fortress as World Heritage.

Today’s international symposium will be a great occasion to shed light not only on the unique 
value of Doksanseong Fortress but also on its value as a “dynastic site of King Jeongjo,” thanks to 
the international experts attending the symposium. 

The World Heritage inscription of “King Jeongjo’s Cultural Heritage” including Doksanseong 
Fortress requires close cooperation with Suwon City and Hwaseong City. In this regard, the 
symposium will serve as an important occasion for the cities to closely cooperate with Gyeonggi 
Province. It will also lead to seeking sustainable enjoyment of cultural heritage by discovering new 
values of the fortress for its World Heritage inscription. Finally, it will form a basis for mak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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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복원성벽 아래에 석성으로 축조된 삼국시대 성벽이 확인된 발굴성과는 독산성의 새로운 역사

적 가치를 기대하게 하는 중요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모쪼록 금번에 진행하는 오산 독산성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세계유산, 역사학적인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견해를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정조문화유

산’이 세계유산등재까지 한발 더 다가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30.

오산시장 곽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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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영 사

2021년 오산 독산성의 세계문화유산 관련 국제학술심포지엄에 참석하신 석학관계자 및 전문가, 모

든 분들을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산시에서는 독산성에 본래 모습을 찾기 위해서 2016년도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발굴조

사 및 정비보수공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독산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여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전 세계와 공

유하고, 나아가 주변 역사문화유적과 연계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문화유산을 관광자

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큰 흐름을 타고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은 2020년 세계유

산등재 기초조사 연구용역 결과 반영에 따른 ‘정조문화유산’이라는 타이틀에 대한 연구를 한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19년도에는 경기도·오산시·경기문화재단이 ‘독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추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해 10월에는 북한산성 국내학술심포지엄에서 오산 독산성의 가치성 연구에 대한 발

표를 통해서 국내 연구자들과 오산 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들에게 독산성에 대한 역사 문화적 의미

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2019년도 체결한 협약을 토대로 2020년도에 세계유산 등

재를 위한 오산 독산성 기초조사 연구, 국내성곽비교연구 및 사료총서 발간, 국내학술심포지엄 개최 

등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독산성의 세계유산등재의 다양한 가치성 중에 ‘정조문화유산’으로 방향성이 

결정되었습니다. 

더욱이 괄목할만한 성과로 현재는 경기도·경기문화재단은 물론 수원시·화성시와 ‘정조문화유산’이라

는 타이틀로 세계유산등재 공동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진행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에 따

라, 2022년 잠정목록 등재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작성 연구용역 및 

전문가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발간된 사료총서1권(사료·고지도)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사료총서2권(인물)에 대한 발

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조문화유산’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독산성의 세계유산등재 추진과 동시에 독산성에 대한 학술조사 및 보수정비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독산성 정밀지표조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6차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

고, 2017년도에는 남문지 주변에 대한 시굴조사를 진행하여 건물지 기단석, 석렬과 계단, 터다짐 흔

적 등 건물지와 관련된 유구를 집중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시굴조사를 토대로 2017~2018년도에 진

행한 1·2차 발굴조사는 시굴조사가 진행된 구역 중 석렬과 계단이 확인된 구역을 중심으로 진행하였

으며, 발굴조사에서는 조선시대 축대, 건물지, 석축유구, 집수시설 등이 관아터로 추정되어지는 유물과 

함께 조선시대 전기 및 통일신라시대의 존재를 확인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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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moving forward to inscribe Doksanseong Fortress on the World Heritage List, Osan City 
continues its academic studies and repair and maintenance work regarding the fortress. Since our 
detailed surface survey at Doksanseong Fortress in 2016, we have run six excavations. In 2017, we 
carried out trial digging in the vicinity of the south gate site of the fortress, focusing on the 
building site’s stylobate, stone alignment, stairs and traces of foundations. Based on the trial 
digging, we conducted the first and second excavations in 2017 and 2018, mostly in the area where 
the stone alignment and stairs were found during the trial digging. The excavations led to 
discovering an embankment from the Joseon period, a building site, remains of stonework and water 
catchment facilities along with remains that would have been the site of a government office. In 
sum, the excavations resulted in confirming the traces of the early Joseon period and the Unified 
Silla period.

In addition, a stone wall dating from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of Korea was found 
below the restored wall of Doksanseong Fortress. This is a particularly important discovery that 
suggests the new historical value of the fortress.

I hope th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serves as a venue for experts of World Heritage and 
historical studies to discuss different views. I also hope that this occasion enables “King Jeongjo’s 
cultural heritage” to take a step forward to be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Thank you.

September 30, 2021

KWAK SANGUK
Mayor of Os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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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ing Remarks

I would like to sincerely welcome and thank all scholars, experts and participants for attending 
the 2021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World Heritage Inscription of Doksanseong Fortress in 
Osan.

In an attempt to restore Doksanseong Fortress to its original form, Osan City has conducted 
excavation projects and maintenance work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2016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The city is willing to inscribe Doksanseong Fortress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in 
order to share its diverse cultural values with the entire world. Going beyond this, the city is also 
planning to utilize the cultural heritage as a resource of tourism by running experience and 
education programs linked to the historic and cultural site in the vicinity of the fortress. In this 
contex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will be a great occasion to discuss the research on “King 
Jeongjo’s cultural heritage,” a concept derived from the basic study of the fortress’ World Heritage 
inscription which was carried out in 2020.

In 2019, Gyeonggi Province, Osan City and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signed the 
“Agreement on Cooperation for the World Heritage Inscription of Doksanseong Fortress.” In October 
of the same year, the Symposium on Bukhansanseong Fortress included a presentation on the value 
of Doksanseong Fortress. This presentation played an important role of shedding light o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meaning of Doksanseong Fortress not only for Korean researchers and citizens 
of Osan but also for all residents of Gyeonggi Province. Based on the agreement that was reached 
in 2019, Osan City carried out the following activities in 2020: basic study for the World Heritage 
inscription of Doksanseong Fortress, comparative study of Korean fortifications, publication of the 
Series of Historical Records on Doksanseong Fortress and organization of a symposium. 
Consequently, the value of Doksanseong came to be focused on “King Jeongjo’s cultural heritage,” 
among the fortress’ differenet values as World Heritage.

Osan City has achieved an even more remarkable result: cooperation not only with Gyeonggi 
Province and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but also with Suwon City and Hwaseong City. In the 
framework of this cooperation, the city is accelerating its effort to form a consultative body for the 
World Heritage inscription of Doksanseong Fortress as part of “King Jeongjo’s cultural heritag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city is conducting research on the inscription of the fortress on the 
Tentative List and having meetings with experts in order to apply for the inscription on the 
Tentative List in 2022. 

Meanwhile, Osan City published the first volume (historical records and ancient maps) of the 
Series of Historical Records on Doksanseong Fortress in 2020 and is planning to publish its second 
volume (people) this year. In this regard, we look forward to more research on “King Jeongjo’s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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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Osan Doksanseong Fortress International Symposium

Welcoming Remarks

I would like to sincerely congratulate you on the organization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which will share the true worth of Doksanseong Fortress in Osan.

I’m Yeom Tae-young, mayor of Suwon City.

Doksanseong Fortress, where the legend of the Semadae pavilion is still alive, used to be a 
ferocious battlefield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Back in those days, General Gwon Yul defeated the Japanese with his wisdom.

In addition, King Jeongjo rebuilt the fortress regardless of his subjects’ opposition in order to 
commemorate his father Crown Prince Sado, expressing his filial piety.   

Osan, Suwon and Hwaseong are located in the “cultural sphere of King Jeongjo.”

The three cities not only have Doksanseong Fortress but also Hwaseong Fortress, Yunggeolleung 
royal tombs, Jijidaebi monument, Manseokgeo reservoir, Yongjusa Buddhist temple, Mannyeonje 
embankment and Gwollisa shrine. With all these sites, the cities show traces of King Jeongjo’s love 
for his parents and for his people.

The sites are still with the citizens as precious cultural heritage. 

I believe th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will serve as an occasion to rediscover the historical 
and cultural meanings and values of Doksanseong Fortress. 

Going beyond this, I hope that the three cities’ precious historic assets become one as “King 
Jeongjo’s cultural heritage,” to be a priceless gift for our descendants who will live in the “cultural 
sphere of King Jeongjo.” 

I will also join this endeavor with 2.3 million citizens of Osan, Suwon and Hwaseong.

Thank you.

September 30, 2021

YEOM TAEYOUNG
Mayor of Suwo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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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오산 독산성 국제학술심포지엄

환 영 사

오산 독산성의 진면목을 보여줄 국제 학술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세마대 전설’이 살아있는 오산 독산성은 임진왜란 당시 권율장군의 지혜로 왜병을 물리친 격전지

였습니다. 또한, 정조대왕께서 사도세자의 뜻을 기리기 위해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을 고쳐 쌓

았을 만큼 지극한 효심이 드리워진 곳이기도 합니다. 

오산, 수원, 화성, 우리 세 도시는 ‘정조대왕 문화권’입니다. 

독산성을 비롯해 수원화성과 융건릉, 지지대비, 만석거, 용주사, 만년제, 궐리사까지 정조대왕의 효

심과 애민정신이 도시 곳곳에 서려 있고, 지금도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시민들 곁에 남아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이, 독산성의 역사적 ·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

습니다. 

나아가, 세 도시의 소중한 문화재가 ‘정조 문화유산’으로 하나되어, ‘정조대왕 문화권’에서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오산, 수원, 화성, 230만 시민들과 한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30.

수원시장 염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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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ing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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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ing Remarks

I’m Seo Cheol-mo, mayor of Hwaseong City.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you on the organization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Doksanseong Fortress in Osan, an attempt to share the historical meaningfulness and OUV of 
Doksanseong Fortress.

Constructed in the kingdom of Baekje, Doksanseong Fortress used to be a strategic point 
defending Korea’s capital during the periods of Unified Silla, Goryeo and Joseon.

It was also a military hub rebuilt by King Jeongjo to plan a new town. 

I hope th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serves as a starting point for recognition of King 
Jeongjo’s dynastic sites, which include Doksanseong Fortress, as global assets.

I also look forward to sharing the historical identity of Hwaseong and Osan, starting from this 
occasion.   

 Thank you.

September 30, 2021

SEO CHEOLMO
Mayor of Hwasung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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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영 사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장 서철모입니다.

독산성의 역사적 의의와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공감하기 위한 「오산 독산성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산 독산성은 백제 때 축성된 이래로 통일신라와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한양 도성 방어의 요

충지였고, 정조대왕이 새로운 도시 구상을 위해 중수한 군사 요지입니다.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오산 독산성을 포함한 정조대왕 왕조유적이 세계인의 자산으로 인식되고 화

성시와 오산시가 역사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30.

화성시장 서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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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Osan Doksanseong Fortress International Symposium

Congratulatory Address

I am Jang In-soo, the chairman of the Osan City Council.

With 240,000 citizens of Osan City, I would like to sincerely congratulate you on the 
organization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Doksanseong Fortress in Osan for the World 
Heritage inscription of the fortress, in this fruitful and happy season of fall.

Historically, Doksanseong Fortress used to be a military hub in the south of Gyeonggi Province 
in Korea. For example, its Semadae pavilion embodies the wisdom of General Gwon Yul who won 
his battle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The fortress is also a historic place symbolizing 
King Jeongjo’s filial piety.

In an attempt to conserve such a precious historic site, Osan City has conducted a phased 
restoration project. The excavations that were carried out in this process led to the first discovery a 
fortress dating from the Three Kingdoms of Korea. In addition, the excavations resulted in finding 
diverse relics from the Goryeo and Joseon periods.

Moreover, many documents including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describe Doksanseong 
Fortress and explain its important role in the national defense system.

In particular, Doksanseong Fortress has been regarded as increasingly meaningful as an important 
historical asset linked to King Jeongjo’s cultural heritage which is at the center of cultural revival 
in the late Joseon period.

We are now working on the World Heritage inscription of Doksanseong Fortress. This is to find 
how to restore the fortress to its original form based on our research and historical records. This is 
also to conserve and enjoy this great cultural heritage with all global citizens after its restoration.

The inscription of Doksanseong Fortress on the World Heritage List will require the combination 
of three factors: first, historical records from ancient documents and newly discovered relics, second, 
the effort we are making right now, and third, the fortress restored as a result of our effort. When 
these three factors are strengthened with the cooperation of the local community, academia and local 
government conserving the cultural heritage together, the fortress will be able to become a World 
Heritage site.

Organized as part of this effor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is expected to be an occasion to 
find and recognize the OUV of Doksanseong Fortress by sharing international cases and to set the 
direction for sharing this precious history with future generations.

To conclude, my thanks go to Mr. Chang Duck-ho, Director of Gyeonggi Cultural Properties,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nd all those who made great effort to organize this symposium 
despite many challenges. Thank you.

17

2021 오산 독산성 국제학술심포지엄

축  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산시의회 의장 장인수입니다.

가을의 풍성함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시기에 독산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하여 「오산 독산

성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24만 오산시민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독산성은 임진왜란때 권율장군의 승전의 지혜가 담긴 세마대지를 포함하여 역사적으로 경기 남부

지역의 거점성으로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조의 효심이 깃든 유서 깊은 장

소이기도 합니다.

우리시는 이런 소중한 역사 장소를 계승 보존하고자 복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진행된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성곽을 처음으로 확인하였으며 이 밖에도 고려시대와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물을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 등 많은 문헌에서도 독산성의 모습과 협수체계로서 그 중요한 역할에 대해 서

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독산성은 조선후기 문화부흥의 중심에 있는 정조문화유산과 연계된 중요한 역사자산으로 그 

의미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학술조사 성과와 문헌자료 내용 등을 결합하여 이를 바탕으로 독산성의 옛 모

습을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또 복원된 훌륭한 문화유산을 모든 세계인과 함께 보존하고 향

유하기 위해 독산성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산성의 세계유산 등재는 우리가 발굴 축척하고 있는 과거 유물과 문헌에 남아있는 기록, 현재 

우리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 그리고 우리의 이런 노력의 결과가 보여 줄 미래 독산성 복원 모습, 이 

세가지를 결합하고 여기에 유산 보존을 위한 지역공동체와 학계 그리고 자치단체의 단합된 노력을 더

할 때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에 개최되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의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세계유산 등재에 필요한 독산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찾아 그 가치를 인정받

고 후대에 소중한 역사가 전달되고 공유될 수 있는 방향성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번 심포지엄을 위해 수고하신 장덕호 경기문화재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30.

오산시의회 의장 장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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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Osan Doksanseong Fortress International Symposium

Congratulatory Address

I am Jang In-soo, the chairman of the Osan City Council.

With 240,000 citizens of Osan City, I would like to sincerely congratulate you on the 
organization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Doksanseong Fortress in Osan for the World 
Heritage inscription of the fortress, in this fruitful and happy season of fall.

Historically, Doksanseong Fortress used to be a military hub in the south of Gyeonggi Province 
in Korea. For example, its Semadae pavilion embodies the wisdom of General Gwon Yul who won 
his battle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The fortress is also a historic place symbolizing 
King Jeongjo’s filial piety.

In an attempt to conserve such a precious historic site, Osan City has conducted a phased 
restoration project. The excavations that were carried out in this process led to the first discovery a 
fortress dating from the Three Kingdoms of Korea. In addition, the excavations resulted in finding 
diverse relics from the Goryeo and Joseon periods.

Moreover, many documents including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describe Doksanseong 
Fortress and explain its important role in the national defense system.

In particular, Doksanseong Fortress has been regarded as increasingly meaningful as an important 
historical asset linked to King Jeongjo’s cultural heritage which is at the center of cultural revival 
in the late Joseon period.

We are now working on the World Heritage inscription of Doksanseong Fortress. This is to find 
how to restore the fortress to its original form based on our research and historical records. This is 
also to conserve and enjoy this great cultural heritage with all global citizens after its restoration.

The inscription of Doksanseong Fortress on the World Heritage List will require the combination 
of three factors: first, historical records from ancient documents and newly discovered relics, second, 
the effort we are making right now, and third, the fortress restored as a result of our effort. When 
these three factors are strengthened with the cooperation of the local community, academia and local 
government conserving the cultural heritage together, the fortress will be able to become a World 
Heritage site.

Organized as part of this effor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is expected to be an occasion to 
find and recognize the OUV of Doksanseong Fortress by sharing international cases and to set the 
direction for sharing this precious history with future generations.

To conclude, my thanks go to Mr. Chang Duck-ho, Director of Gyeonggi Cultural Properties,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nd all those who made great effort to organize this symposium 
despite many challenges.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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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산시의회 의장 장인수입니다.

가을의 풍성함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시기에 독산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하여 「오산 독산

성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24만 오산시민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독산성은 임진왜란때 권율장군의 승전의 지혜가 담긴 세마대지를 포함하여 역사적으로 경기 남부

지역의 거점성으로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조의 효심이 깃든 유서 깊은 장

소이기도 합니다.

우리시는 이런 소중한 역사 장소를 계승 보존하고자 복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진행된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성곽을 처음으로 확인하였으며 이 밖에도 고려시대와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물을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 등 많은 문헌에서도 독산성의 모습과 협수체계로서 그 중요한 역할에 대해 서

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독산성은 조선후기 문화부흥의 중심에 있는 정조문화유산과 연계된 중요한 역사자산으로 그 

의미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학술조사 성과와 문헌자료 내용 등을 결합하여 이를 바탕으로 독산성의 옛 모

습을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또 복원된 훌륭한 문화유산을 모든 세계인과 함께 보존하고 향

유하기 위해 독산성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산성의 세계유산 등재는 우리가 발굴 축척하고 있는 과거 유물과 문헌에 남아있는 기록, 현재 

우리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 그리고 우리의 이런 노력의 결과가 보여 줄 미래 독산성 복원 모습, 이 

세가지를 결합하고 여기에 유산 보존을 위한 지역공동체와 학계 그리고 자치단체의 단합된 노력을 더

할 때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에 개최되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의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세계유산 등재에 필요한 독산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찾아 그 가치를 인정받

고 후대에 소중한 역사가 전달되고 공유될 수 있는 방향성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번 심포지엄을 위해 수고하신 장덕호 경기문화재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30.

오산시의회 의장 장인수

16



2021 오산 독산성 국제학술심포지엄

September 30, 2021

JANG INSOO
Chairman of O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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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세계유산 앙코르 : 동남아시아 역사도시의 관점을 중심으로(HANG PEOU)

세계유산 앙코르 : 동남아시아 역사도시의 관점을 중심으로
Angkor World Heritage Site – Viewed in the Context of Historical City in Southeast Asia

HANG PEOU
Director General of Apsara National Authority Cambodia

캄보디아 압사라관광청 부청장

동아시아 역사도시라는 맥락에서 앙코르 유적에 대해 발표하게 된 것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하

며, 해당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앙코르 유적 자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앙코르 유적 북쪽과 남쪽에는 각각 프놈 쿨렌 산과 톤레삽 호수가 있습

니다. 이 위성 사진은 1999년에 촬영된 것으로, 붉은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1존이고 노란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2존입니다. 존별 크기는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앙코르 

유적의 전반적인 구성을 알 수 있는데, 서쪽에 보이는 파란색 부분이 서 바라이(baray, 저수지)입니

다. 중간에 있는 붉은색 선 영역 안에 있는 작은 네모 상자가 앙코르 와트이고 그 위가 앙코르 톰입

니다. 이렇게 이 위성사진에서 앙코르 와트, 앙코르 톰, 이 고대 도시 중심부의 자연 자원 등을 한 눈

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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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에는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UNESCO나 각국 정부의 간섭 없이 앙코르 유

적 관리에 참여하는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보존 분야’와 ‘지속적인 발전 분야’인 두 분야의 전문가들 

입니다.

아래 모식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ICC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참가자 현장 답사를 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끝내면서 권고를 채택합니다. 이 권고는 캄보디아 정부와 앙코르 유적에서 활동하는 국제 협

력팀들이 이행합니다. 이 팀들은 다음 회의에 권고 이행 결과를 보고합니다. 여기 모식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업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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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코르 유적은 199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험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당시 캄보디아에는 공식 정

부가 없었습니다. 1992년은, 전쟁은 끝났지만 정부는 수립되기 전으로, 1993년이 되어서야 공식 정부

가 수립되었습니다.

앙코르 유적은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앙코르 유적은 단지 사원 건축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수자원 체계, 그리고 유적 공원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물론이

고 캄보디아 전역에서 찾아와 행하는 무형유산 전통 등도 포함합니다. 앙코르 유적은 화면에서 보시

는 것과 같이, 건축물, 수자원 관리 체계, 무형유산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앙코르 유적과 관련된 두 개의 주요 기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협력 기구인 ICC에 대해 말씀드리면, '앙코르 역사유적 보호와 개발을 위한 조정 위원

회'라는 의미의 ICC는 1993년에 창설되었고, 앙코르 유적 관리 기구로 압사라청(APSARA)이 1995년

에 설립되었습니다. 

ICC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ICC는 프랑스와 일본이 공동 의장을 맡고 있고, UNESCO

가 사무국 역할을 하며 압사라청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ICC는 앙코르 유적 관리에 27년 이

상의 경험이 있으며 UNESCO 문화부문 국제협력의 모범 사례로 손꼽힙니다. 내전 이후 캄보디아 정

부에도 좋은 표본이 되었습니다. 

ICC의 구성을 시각적으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랑스와 일본이 ICC의 공동 의장을 맡고, 캄

보디아 정부와 협력하고 있으며 UNESCO가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두 번의 회의를 개

최하는데, 한 번은 6월에 있는 기술회의이고, 다른 한 번은 12월에 있는 총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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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을 라이다(Lidar)로 촬영한 결과입니다. 지형의 높낮이가 나타나 있고, 여러 저수지와 수로

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앙코르에서 어떻게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이 공존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앙코르의 사원 외부를 보면, 어떤 사원이든지 물이 사원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해자'

라고 부르는데, 해자는 방어 시설이라기 보다는 사원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주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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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코르 유적 관련 국제 협력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4개 국가가 앙코르 유적 보존에 참여합니

다. 한국은 2014년에 새로운 협력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화면에서 어떤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보존과 지속가능한 협력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한국은 두 분야 모두에 참여합니다. 

여기서는 한-캄보디아 협력 사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2014년에 

협력 파트너가 되었는데, 당시 앙코르 톰에 있는 프레아 피투 사원 복원을 맡았습니다. 

현재는 두 번째 협력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코끼리테라스 사업

으로, 코끼리테라스는 과거에 왕이 공식적인 행사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 협력 사업도 있습니다. 한국의 KOICA가 진행한 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앙

코르 톰 내부의 교통량이 많아 문제가 컸는데, KOICA가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우회도로를 건설

해 주었습니다. 이 덕분에 교통량, 특히 대형 트럭으로부터 유적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의 지

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지역 사람들의 빈곤이 줄었습니다. 

이제 앙코르 유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자들은 앙코르를 '물의 도시'라고 부릅니다. 화

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동남쪽에 롤레이 바라이부터, 동 바라이 그리고 서 바라이가 있고, 마지막으

로 북 바라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저수지 이외에도, 앙코르 와트와 앙코르 톰 주변에 축조된 대

형 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 많은 수로와 작은 저수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앙코르 고대 도시 

전체가 아니라 중심부입니다. 도시는 이것보다 더 큽니다. 여기 도심의 수로망을 보면 어떻게 앙코르 

고대 도시의 전체 인구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물을 공급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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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지도에서 예시로 서 바라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주요 수로는 고대 관개 

수로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의 주요 생계인 농업에 수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크메르 조상들은 도시를 만들면서 복잡한 수로망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수로망은 사원을 안정

적으로 유지하고, 관개를 가능하게 하여 도시에 식량 공급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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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을 지을 때 크메르 조상들은 흙을 파내고 그 자리에 모래를 채운 다음, 지하수로 모래를 축축

하게 만들었는데, 지하수로 모래의 습도를 유지함으로써 지상 구조물의 무게를 견디게 한 것입니다. 

위의 사진에서 보셨듯이 사원은 돌로 축조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튼튼

한 기초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메르 조상들은 어떻게 하면 지반을 튼튼하게 

만들어 지상 구조물의 무게를 견디게 할까를 고민했고, 그 결과로 해자를 만든 것입니다. 해자는 사

원에서 나오는 물을 모으기 때문에 사원의 홍수를 예방해 주면서, 사원의 모래층에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앙코르 도심에는 수로망이 발달해 있고 저수지가 많은 것입니다. 저수지에 대

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사원 주위는 항상 물이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물은 사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사원을 수백, 수천년 동안 안정적으로 지속시켜주는 원동력

입니다. 

사원의 안정성 유지 이외에도, 크메르 조상들은 관개를 위해 수로망을 건설했습니다. 

다음 지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앙코르 유적에는 많은 저수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남쪽 모서

리에 보이는 롤레이 바라이를 보면, 롤레이 바라이에서 나오는 수로가 있고 이들 수로가 이 지역의 

농지에 물을 댑니다. 동 바라이를 봐도 그렇고, 가장 마지막에 축조된 관개망 중에 하나인 서 바라이

도 마찬가지입니다. 북 바라이는 관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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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발표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앙코르 수로망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원의 안정성 유지와 지역의 경관 유지를 가능하게 했

을 뿐만 아니라 500년 이상 앙코르가 수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운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수로망

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농경지에 물을 댄 것 역시 저수지와 수로망입니다. 또한 수자

원 관리를 돕는 측면도 있을 뿐 아니라 고대 수로망을 이용해서 고대 도시, 사원, 그리고 남쪽 지역

에 있는 신도시까지, 홍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제 발표가, 고대 앙코르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보존과 발전을 위해 자연 자원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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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수로 복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수로망이 현재의 수자원 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고대 

수로 복원을 통해 지역의 홍수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 년 전에 축조된 시설이지만, 집수를 

통해 홍수를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엠립은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2009년, 2010년, 2011년 모두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고대 수로망을 복원하고 난 이후인, 2012년과 2013년에 집중호우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붉은색 화살표 방향으로 물이 분산된 것입니다. 즉, 남쪽으로 30%, 동

쪽으로 30%, 그리고 서쪽으로 40% 정도씩 물이 분산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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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세계유산 앙코르 : 동남아시아 역사도시의 관점을 중심으로(HANG PEOU)

이제 발표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앙코르 수로망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원의 안정성 유지와 지역의 경관 유지를 가능하게 했

을 뿐만 아니라 500년 이상 앙코르가 수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운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수로망

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농경지에 물을 댄 것 역시 저수지와 수로망입니다. 또한 수자

원 관리를 돕는 측면도 있을 뿐 아니라 고대 수로망을 이용해서 고대 도시, 사원, 그리고 남쪽 지역

에 있는 신도시까지, 홍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제 발표가, 고대 앙코르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보존과 발전을 위해 자연 자원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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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과 청 시대의 황릉 :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등재 과정(YAN HAI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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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문화유산연구원 세계문화유산센터

부소장

[요약문]

'명과 청 시대의 황릉'은 1368년부터 1915년까지 축조되었다. 해당 유산은 중국 대륙 마지막 두 

왕조의 최상위 능묘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베이징시, 난징시, 안후이성 등에 위치한 명나라

(1368~1644) 능묘와 허베이성과 랴오닝성에 위치한 청나라(1644~1911) 능묘로 구성된다. 2000년 

최초 등재 이후로 2003년과 2004년에 확대 등재되었다. 

명과 청 시대의 황릉은 풍수지리 원칙에 따라 엄밀하게 선택된 지형환경에 위치하며, 전통적인 의

장을 보여주는 수 많은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다. 무덤과 건축물은 중국의 서열 원칙에 따라 배치되었

고, 망자의 영혼 통행과 제례 수행을 위해 만든 신도(神道)를 포함하고 있다. 신도 양 옆으로는 석상

이 줄지어 있다. 5세기에 걸쳐 축조된 이들 능묘는 중국 황제들이 거대한 무덤 축조를 얼마나 중요하

게 여겼는지 보여준다. 거대한 무덤 축조는 사후세계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권

위를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명과 청 시대의 황릉은 문화유산 등재기준 6개 중 5개를 충족하는 세계유산으로, 중국 전통 건축 

및 의례의 최고 성과를 보여주는 탁월한 유산이다. 

등재기준(i) : 명과 청 시대의 황릉은 풍수지리 원칙에 따라 선정된 자연환경에, 뛰어난 건축물이 

조화롭게 통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유산으로 인간의 천재적 창조성을 보여주는 걸작이다. 

등재기준(ii) : 해당 유산은 이전 시대의 전통이 명과 청 왕조의 전통과 통합되고, 나아가 다음 시

대 발전의 기초를 놓는 발전 단계를 보여준다. 

등재기준(iii) : 해당 유산은 500년 이상 동안 중국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문화 및 건축 전

통을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이다. 

33



1. 명과 청 시대의 황릉 :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등재 과정(YAN HAIMING)

명과 청 시대의 황릉: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등재 과정

YAN HAIMING
중국문화유산연구원 세계문화유산센터

부소장

[요약문]

'명과 청 시대의 황릉'은 1368년부터 1915년까지 축조되었다. 해당 유산은 중국 대륙 마지막 두 

왕조의 최상위 능묘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베이징시, 난징시, 안후이성 등에 위치한 명나라

(1368~1644) 능묘와 허베이성과 랴오닝성에 위치한 청나라(1644~1911) 능묘로 구성된다. 2000년 

최초 등재 이후로 2003년과 2004년에 확대 등재되었다. 

명과 청 시대의 황릉은 풍수지리 원칙에 따라 엄밀하게 선택된 지형환경에 위치하며, 전통적인 의

장을 보여주는 수 많은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다. 무덤과 건축물은 중국의 서열 원칙에 따라 배치되었

고, 망자의 영혼 통행과 제례 수행을 위해 만든 신도(神道)를 포함하고 있다. 신도 양 옆으로는 석상

이 줄지어 있다. 5세기에 걸쳐 축조된 이들 능묘는 중국 황제들이 거대한 무덤 축조를 얼마나 중요하

게 여겼는지 보여준다. 거대한 무덤 축조는 사후세계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권

위를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명과 청 시대의 황릉은 문화유산 등재기준 6개 중 5개를 충족하는 세계유산으로, 중국 전통 건축 

및 의례의 최고 성과를 보여주는 탁월한 유산이다. 

등재기준(i) : 명과 청 시대의 황릉은 풍수지리 원칙에 따라 선정된 자연환경에, 뛰어난 건축물이 

조화롭게 통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유산으로 인간의 천재적 창조성을 보여주는 걸작이다. 

등재기준(ii) : 해당 유산은 이전 시대의 전통이 명과 청 왕조의 전통과 통합되고, 나아가 다음 시

대 발전의 기초를 놓는 발전 단계를 보여준다. 

등재기준(iii) : 해당 유산은 500년 이상 동안 중국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문화 및 건축 전

통을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이다. 

33



1. 명과 청 시대의 황릉 :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등재 과정(YAN HAIMING)

The Ming and Qing Imperial Tombs: 
Outstanding Universal Values and the Nomination

YAN HAIMING
Deputy Director of 

China World Heritage Center, Chinese Academy of Cultural Heritage

[Abstract]

The Imperial Tombs of the Ming and Qing Dynasties were built between 1368 and 1915. They 
are a series of highest-ranking mausoleum in the last two dynasties in imperial China. These tombs 
comprise Ming tombs in Beijing, Nanjing and Anhui, and Qing tombs in Hebei and Liaoning. They 
were first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00, then extended in 2003 and 2004 
respectively.

The property is located in topographical settings carefully chosen according to principles of 
Fengshui (a Chinese notion of harmonious geomancy, and comprise numerous buildings of 
traditional architectural design and decoration. The tombs and buildings are laid out according to 
Chinese hierarchical rules and incorporate sacred ways lined with stone monuments and sculptures 
designed to accommodate ongoing royal ceremonies as well as the passage of the spirits of the 
dead. They illustrate the great importance attached by the Ming and Qing rulers over five centuries 
to the building of imposing mausolea, reflecting not only the general belief in an afterlife but also 
an affirmation of authority.

The tombs meet 5 out of 6 criteria for cultural heritage, which demonstrates the tombs’ 
spectacular representation of best achievements in traditional Chinese architectural and ritual thoughts. 

Criterion(i): The harmonious integration of remarkable architectural groups in a natural 
environment chosen to meet the criteria of geomancy (Fengshui) makes the Ming and Qing Imperial 
Tombs masterpieces of human creative genius. 

Criterion(ii): The tombs represent a phase of development, where the previous traditions are 
integrated into the forms of the Ming and Qing Dynasties, also becoming the basis for the 
subsequent development. 

Criterion(iii): The imperial mausolea are outstanding testimony to a cultural and architectural 
tradition that for over five hundred years dominated this part of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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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기준(iv) : 명과 청 시대의 황릉 건축물은 자연환경에 완벽하게 통합된 모습을 보이는 독특한 

문화경관이다. 해당 유산은 고대 중국 능묘를 보여주는 특출난 예이다. 

등재기준(vi) : 명과 청 시대의 황릉은 봉건시대에 유행했던 신앙, 세계관, 풍수지리 원칙 등을 보

여주는 눈부신 예이다. 해당 유산은 유명한 인물이 매장되어 있는 무덤이기도 하면서, 중국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배경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명과 청 시대의 황릉'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대해 논하겠다. 또한 여러 지역

에 흩어져 있는 능묘가 어떻게 하나의 유산으로 설명될 수 있었는지, 유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에 대해서도 소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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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명과 청 시대의 황릉'은 1368년부터 1915년까지 축조되었다. 해당 유산은 중국 대륙 마지막 두 

왕조의 최상위 능묘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베이징시, 난징시, 안후이성 등에 위치한 명나라

(1368~1644) 능묘와 허베이성과 랴오닝성에 위치한 청나라(1644~1911) 능묘로 구성된다. 2000년 

최초 등재 이후로 2003년과 2004년에 확대 등재되었다. 해당 유산은 문화유산 등재기준 6개 중 5개

(i, ii, iii, iv, vi)를 충족하는 연속유산이다. 본고에서는 '명과 청 시대의 황릉'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에 대해 논하겠다. 또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능묘가 어떻게 하나의 유산으로 설명될 수 

있었는지, 유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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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erion(iv): The architectures of the Imperial Tombs integrated into the natural environment 
perfectly, making up a unique ensemble of cultural landscapes. They are the exceptional examples 
of the ancient imperial tombs of China. 

Criterion(vi): The Ming and Qing Tombs are dazzling illustrations of the beliefs, world view, 
and geomantic theories of Fengshui prevalent in feudal China. They have served as burial edifices 
for illustrious personages and as the theatre for major events that have marked the history of China.

This paper will illustrate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s of the Ming and Qing Imperial 
Tombs. It will also discuss how the scattered tombs in different regions could be narrated into a 
systematic framework for the nomination for World Heritage. Also, the current management and 
monitoring system of the property will be introduced and analyzed as to give an example for other 
similar cases.

36



1. 명과 청 시대의 황릉 :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등재 과정(YAN HAI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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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과 청 시대의 황릉 :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등재 과정(YAN HAIMING)

명나라는 몽골족의 원나라가 멸망하고 난 후 1368년부터 1644년까지 중국 대륙을 지배한 왕조이

다. 명나라는 중국 대륙을 지배한 마지막 한족 왕조이고, 청나라는 중국 역사상 마지막 왕조이다. 청

나라는 1636년 건립되어, 1644년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전, 1911년까지 중국을 지배했다.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청나라는 거의 3세기 동안 건재했으며 오늘날 중국 영토의 기초가 되었다. 

중국은 영토도 넓고 한 왕조 내에서도 시기에 따라 수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중국의 황릉은 한 지

역에 모여 있지 않다. 명과 청의 황릉도 중국의 북동부 지역(만주족이 번성하기 시작한 지역)에서부터 

양쯔강(명나라가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에 처음으로 도읍을 두었던 지역)에 이르기까지 5개의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걸쳐있다. 

이렇게 위치도 다르고 축조된 시기도 다르며 한족과 만주족이라는 서로 다른 민족이 축조했다는 

차이점이 있었지만, 등재된 명과 청의 능묘는 공통점이 있고, 이러한 확실한 공통점을 기초로 하나의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이다. 

명과 청 시대의 황릉은 풍수지리 원칙에 따라 엄밀하게 선택된 지형환경에 위치하며, 전통적인 의

장을 보여주는 수 많은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다. 무덤과 건축물은 중국의 서열 원칙에 따라 배치되었

고, 망자의 영혼 통행과 제례 수행을 위해 만든 신도(神道)를 포함하고 있다. 신도 양 옆으로는 석상

이 줄지어 있다. 5세기에 걸쳐 축조된 이들 능묘는 중국 황제들이 거대한 무덤 축조를 얼마나 중요하

게 여겼는지 보여준다. 거대한 무덤 축조는 사후세계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권

위를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명과 청 시대의 황릉'은 자연과의 유기적인 조화를 통해 천재적 창조성을 보여주는 걸작이며 중국 

마지막 왕조들의 문화적ž건축적 전통을 보여주는 독특한 증거이다. 한족과 만주족의 건축 기술이 결합

하여 탄생한 작품이다. 황릉의 입지, 설계, 디자인 등은 풍수지리 원칙에 따른 인간과 자연의 조화뿐

만 아니라 사회적 서열을 반영하며, 고대 중국 사회의 마지막 시기에 유행한 세계관과 권력관도 보여

준다. 

Ⅱ. 주요 특성 : 풍수지리 사상에 따른 입지 환경

오래 전부터 중국의 지도자들은 거대한 무덤을 축조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를 통해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권위를 공고하게 했다. 1368년 명이 건국되었을 때, 황릉의 전반적

인 디자인이 결정되었으며 청의 황제들을 포함한 이후 황제들은 기본 구조에 약간의 변화만을 주며 

이를 충실히 따랐다. 

명 초기에 도입된 황릉 다자인의 핵심은 정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연 입지와 체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건축물들 간의 조화이다. 자연 입지는 평지 또는 넓은 계곡으로 북으로 산이 있어 산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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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명과 청 시대의 황릉’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명과 청 시대의 황릉'은 1368년부터 1915년까지 베이징시, 허베이성, 후베이성, 장쑤성, 랴오닝성 

등에 축조되었다. 다음의 표는 어떤 구성요소가 언제 등재되었는지 보여준다. 

해당유산 구성요소 분포

왕조 구성요소 위치 등재 연도 

명

현릉(显陵) 후베이성 징먼 2000

효릉(孝陵) 장쑤성 난징 2003

명십삼릉(明十三陵) 베이징시 2003

청

청동릉(清東陵) 허베이성 탕산 2000

청서릉(清西陵) 허베이시 바오딩 2000

선양삼릉(영릉 永陵, 복릉 福陵, 소릉 昭陵) 랴오닝성 선양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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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과 청 시대의 황릉 :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등재 과정(YAN HAIMING)

Ⅲ. 등재기준

해당 유산은 (1) 풍수지리 조건을 충족하는 자연 환경, (2) 명과 청 왕조의 건축 축조 기술, (3) 

황릉의 건축 형태, (4) 명과 청 황실의 제례 전통, (5) 인간과 자연의 조화 등 5개 특성이 있고, 이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 시에 문화유산 등재기준 6개 중 5개를 충족했다. 

등재기준(i) : 명과 청 시대의 황릉은 풍수지리 원칙에 따라 선정된 자연환경에, 뛰어난 건축물이 

조화롭게 통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유산으로 인간의 천재적 창조성을 보여주는 걸작이다. 

등재기준(ii) : 해당 유산은 이전 시대의 전통이 명과 청 왕조의 전통과 통합되고, 나아가 다음 시

대 발전의 기초를 놓는 발전 단계를 보여준다. 

등재기준(iii) : 해당 유산은 500년 이상 동안 중국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문화 및 건축 전

통을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이다. 

등재기준(iv) : 명과 청 시대의 황릉 건축물은 자연환경에 완벽하게 통합된 모습을 보이는 독특한 

문화경관이다. 해당 유산은 고대 중국 능묘를 보여주는 특출난 예이다. 

등재기준(vi) : 명과 청 시대의 황릉은 봉건시대에 유행했던 신앙, 세계관, 풍수지리 원칙 등을 보

여주는 눈부신 예이다. 해당 유산은 유명한 인물이 매장되어 있는 무덤이기도 하면서, 중국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배경이기도 하다. 

명십삼릉에서 출토된 예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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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으로 무덤을 축조할 수 있어야 하며 남쪽은 고도가 낮아야 한다. 동서로 언덕이 있어야 하며 물길

은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풍수지리에서는 이러한 입지를 '사신(四神)의 땅'이라고 부르며 살아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살기에 모두 이상적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주진입로를 따라 일련의 건축물이 

축조된다. 이 주진입로는 신도라고 불리는데, 신도는 다른 능묘로 이어지는 다른 길로 가지를 뻗기도 

한다. 최대 5개까지 문을 낼 수 있는 주랑 구조물(석패루 石牌樓)이 신도의 시작을 알린다. 주랑 구조

물을 지나면 정문, 황제의 업적을 기리는 비석이 있는 건물(신공성덕비정 神功聖德碑亭), 쌍을 이룬 

동물과 문무 관료들을 새긴 돌기둥과 석상 등 여러 건축물이 나온다. 이어 하나 이상의 돌다리와 용

봉문(龍鳳門)을 지나면 신도는 위령탑을 포함한 일련의 건축물로 발길을 이끈다. 위령탑은 벽으로 둘

러 싸인 무덤으로 이어지며, 무덤 아래에는 묘실이 있다. 

명과 청 시대의 황릉의 가치는 굉장히 구체적인 조건을 갖춘 자연 입지와 다양한 제례 건물 사이

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조화에 기인한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문화경관은 신성한 느낌을 주는 세계관을 

보여준다. 

명십삼릉 중 정릉. 뒤로 산이 온전히 보이는 모습으로 풍수지리적으로 알맞은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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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과 청 시대의 황릉 :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등재 과정(YAN HAIMING)

 2. 베이징 명십삼릉(2003년 등재)

명십삼릉은 명나라가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긴 후 축조된 명나라 황제 13명의 무덤을 뜻한다. 명십

삼릉은 베이징 북쪽에 있는 천수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명십삼릉 축조는 베이징으로 천도를 단행

한 3대 황제 영락제의 무덤 장릉이 1409년 건설되면서 시작되었다. 향후 200년 동안 명의 황제들은 

장릉 양쪽으로 자신들의 무덤을 축조했다. 이들 무덤은 천수산 봉우리를 북쪽에 둔 계곡에 위치하고 

있다. 이 평지 지역에는 강과 호수가 있다. 장릉은 천수산 중앙 봉우리 기슭에 남향으로 축조되었다. 

나머지 무덤은 계곡 양쪽에 자리 잡았다. 계곡을 따라 난 7.3km의 주진입로를 따라 가면 개별 무덤

에 다다를 수 있다. 남쪽 방향에서부터 유산으로 진입하면, 먼저 석패루가 나오고, 이후 의례를 위한 

길, 대홍문(大紅門), 신공선덕비정, 용봉문 등으로 이어진다. 명십삼릉의 석패루는  중국에 있는 석패

루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아랫부분에 조각을 한 거대한 돌기둥을 가로로 연결하여 5개의 문을 만들

고 문마다 작은 지붕을 올렸다. 명십삼릉의 건축 배치는 효릉과 유사하다. 

 3. 후베이 징먼 현릉(2000년 등재)

현릉은 명 황릉 중에서 특별한 경우이다. 무덤 주인은 주우원으로 그의 아들 가정제가 황제가 된 

이후(선왕이 후계가 없어 황실이 선정) 추존된 황제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릉은 베이징도 아니고 

난징도 아닌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징먼에 있는 종샹은 상징적으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 주우원

에게 주어진 땅으로 베이징에서 1,000km떨어져 있다. 현릉 축조는 1519년부터 1566년까지 지속되

었으며 독특한 반월형 성채의 모습으로 건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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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구성요소

명과 청 시대의 황릉은 명을 세운 주원장이 만든 풍수지리 원칙을 일관성 있게 따르고 있다. 명태

조 주원장은 과거 전통을 깨고 능묘의 기본 디자인을 만들어 효릉을 축조했으며, 이 기본 디자인은 

명십삼릉과 현릉 그리고 청서릉과 청동릉에까지 이어졌다. 17세기에 청 황제와 그 조상들을 위해 축

조된, 랴오닝성 있는 청나라 3개 황릉(영릉, 복릉, 소릉)은 예전 왕조의 전통과 만주 전통을 통합하여 

축조한 것으로 여기서는 독특한 특성이 발견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유산 구성요소를 등재 순서가 아니라 축조 순서에 따라 설명하도록 하겠다. 

 1. 장쑤성 난징 효릉(2003년 등재)

효릉은 명태조 주원장(1328~1398)과 황후의 무덤이다. 효릉의 대부분은 1381년부터 1398년까지 

축조되었으나, 후대에 이 지역에 추가 매장이 있었다. 입지는 유교와 도교 등 중국 전통 사상에 따른 

풍수지리 이념(땅 위에 드러나 형태를 보고 초자연적으로 숨겨진 것들을 알고자 하는 점술)에 따라 

황제 자신이 직접 선택했다. 경관은 엄격하게 정해진 의례 절차에 따라 자연의 형상을 상징적으로 표

방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의례를 위한 길은, 말에서 내리는 아치문에서 시작해서 주봉분까지 이어

진다. 이 길은 2,600m에 달하고, 길에는 약 30개의 건축물이 있다. 

효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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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의례를 위한 길은, 말에서 내리는 아치문에서 시작해서 주봉분까지 이어

진다. 이 길은 2,600m에 달하고, 길에는 약 30개의 건축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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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허베이성 탕산 청동릉(2000년 등재) 

청동릉은 베이징에서 북동쪽으로 125km 떨어진 준화에 위치한 청나라 황제의 무덤군이다. 이 곳

에는 총 황제 5명(순치제, 강희제, 건륭제, 함풍제, 동치제), 황후 15명, 황비 136명, 왕자 3명, 공주 

2명이 묻혔다. 청동릉은 청왕조의 장례 건축과 건축 전통의 발전을 보여주는 탁월한 유산이다. 청동

릉의 중심에는 순치제(집권 : 1638~1661)의 효릉(명의 효릉과 다름)이 있다. 효릉은 청동릉에서 가장 

먼저 축조되었으며 뒤이어 축조된 능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효릉은 청동릉에서 가장 화려한 무덤

으로 세 공간(신도, 궁궐, 제례 준비 공간)으로 이루어진 황릉의 기본 배치를 가지고 있다. 청 황제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인물인 강희제(집권 : 1661~1722)의 경릉도 청동릉에 있기는 하지

만 경릉은 효릉에 비해서 소박한 편이다. 

 6. 허베이 바오딩 청서릉(2000년 등재)

청서릉은 베이징에서 남서쪽으로 140km 떨어진 허베이성 바오딩 이셴에 위치한다. 청서릉에는  

4개의 황릉이 있고, 청 황제 4명과 황후, 황비, 왕자, 공주 등 78명이 묻혀 있다. 청서릉은 전통을 깨

고 청동릉에 묻히기를 거부한 옹정제에 의해 축조되기 시작하였다. 후에 옹정제의 아들 건륭제는 본인

은 청동릉에 묻히기로 결정하고, 후대 황제들은 청동릉과 청서릉에 번갈아가면서 묻히도록 했는데 이 

원칙은 지속적으로 준수되지는 않았다. 청서릉에 축조된 첫 번째 황릉인 태릉은 옹정제 집권이 끝나고 

2년 후인 1737년에 완성되었다. 청서릉에서의 마지막 장례는 광서제가 숭릉에 묻힌 1913년이다. 

청동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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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랴오닝성 청나라 초기 삼황릉(2004년 등재)

중국 북동쪽 랴오닝성에 있는 청왕조 삼황릉은 영릉, 복릉, 소릉이다. 이들 황릉은 모두 만주족이 베이

징으로 진입하기 이전인 17세기에 축조되었다. 영릉은 청태조 누루하치(1559~1626) 조상의 무덤으로 누

루하치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묻혀 있다. 복릉(동릉)은 누르하치와 황후의 무덤이다. 복릉

은 지형이 동쪽에서 북쪽으로 높아지도록 축조되었으며, 중심축을 기준으로 양쪽의 건축이 완전한 대칭을 

이룬다. 소릉은 청나라 2대 황제인 숭덕제와 황후의 무덤으로 세 무덤 중에 제일 크다. 이들 세 무덤은 

만주 문화와 연관이 깊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풍수지리 원리에 따라 축조되었다. 이들 무덤은 

석상과 조각상 등이 풍부하며 용무늬 기와로 장식되어 있어, 청나라 장례 건축의 발전을 보여준다. 

현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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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등재기준을 개별 구성요소에 모두 적용할 수 있었다. 이는 개별 구성요소에 OUV가 있는 것이 아

니라 구성요소의 합에서 하나의 종합적인 OUV가 도출되는 다수의 연속유산과는 차별되는 점이다. 

Ⅵ. 보존관리 문제

 1. 보존, 관리, 모니터링

해당 유산의 보존은 모든 단계의 문화유산 기관의 지원(기술지원과 재정지원)을 받으며, 유산의 관

리 체계는 중앙과 지방 차원을 모두 포함한다. 첫째, 모든 단계에 있는 문화유산 행정 부서는 유산의 

과학적인 감독과 관리를 담당한다. 둘째, 개별 구성요소를 담당하는 행정 기구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

하며, 직접적인 관리자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명황릉 관리 기구는 문화유산, 안전 및 보안, 점검, 

문화유산 관리 센터 등의 역할을 하는 부서로 구성된다. 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유산의 물리적인 훼손

을 감시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수립되어 있다. 

관리 기구는 강풍, 폭우, 기타 극단적인 기상 현상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

고 순찰을 강하며 피해 방지를 위해 애쓴다. 구성요소는 대부분 벽돌과 돌 구조물이기 때문에, 강풍, 

비, 눈, 햇빛, 먼지, 큰 일교차 등은 침식, 침투, 백화 현상, 변색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뱀, 쥐, 

흰개미, 해충, 이끼 등도 유산을 파괴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유산을 보호하고 시의 적절한 조치를 취

하기 위해 순찰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에는 자국내 모든 세계유산을 위한 국가 차원의 모니터링 플랫폼이 있다. '중국 세계문화유산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시스템 계획'은 중국문화유산연구원이 작성한 것으로, 유산 구성요소를 관리하

는 행정 기구가 이 계획의 표준안을 연구해서 개별 상황에 맞는 자신들의 모니터링 체계를 개발하였

다. 명효릉에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퇴적, 균열, 쏠림, PH 수치 등 여러 

모니터링 지표가 이미 개발되었고, 이들 지표는 앞으로 조정되고 최적화될 것이다. 

운영을 위한 재원은 정부 보조금과 입장료 수입이다. 운영비와 보조금 및 입장료 수입이 거의 균

형을 이루고 있으며, 사업비는 정부 특별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행정 기구는 보수정비 사업을 사업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서 정부 특별 보조금을 신청한다. 

낙서와 도굴과 같은 행위는 빠르게 찾아내서 해결해왔다.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방문객의 인식도 

높아졌다. 관리 기구는 지도 강화, 예방 조치 개선, 관리 체계 고도화, 긴급 대응 계획 개선 등의 노

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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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등재 신청

해당 유산의 등재 신청은 4년에 걸쳐 3단계로 일어났다는 점이 흥미롭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등

재 신청 순서가 무덤의 축조 순서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무덤 주인이 살아 있는 동안 황제의 자

리에 앉지 못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황릉인 현릉이 제일 처음 등재되었다. 뒤돌아 생각해보면, 등재 

신청을 할 때 OUV(최종적으로 모든 구성요소가 OUV를 충족했다) 뿐만 아니라(혹은 OUV보다 더 

중요하게) 보존관리 상태를 고려했던 것이 분명하다. 즉, 중국은 '준비된' 구성요소부터 먼저 등재 신

청하고 다른 구성요소의 준비를 위해 노력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ICOMOS는 2000년 첫 번째 등재 신청에 대한 평가서에서 현릉 이외에 다른 구성 요소에 

대한 확대 등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명 황릉 등재에 대해 어떠한 오해도 없어야 한다. 다른 명 황릉이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 하나의 황릉만 등재 신청되었으며, 이러한 접근 방법은 칭찬할 만 하다. 하

지만 나머지 명 황릉 중에서 명 황제 13명이 묻혀 있는 창핑 지역도 있다. 창핑은 베이징과 

가까운 곳으로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곳이다. ... ICOMOS는 ... 적절한 시기에 다른 명 황

릉, 즉 단기적으로는 장쑤성 난징에 있는 명효릉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창핑에 있는 황릉군

을 확대 등재하고자 하는 당사국의 의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4년에 걸친 등재 신청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은 유산 가치의 일관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일단 첫 번째 구성요소가 등재되고 난 이후로 확대 추가되는 구성요소는 기존의 OUV에 따라서, 해당 

구성요소가 이미 정해 놓은 등재기준을 어떻게 충족하는지를 보여주면 되었다. 해당 유산에서는 OUV

청서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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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체계는 중앙과 지방 차원을 모두 포함한다. 첫째, 모든 단계에 있는 문화유산 행정 부서는 유산의 

과학적인 감독과 관리를 담당한다. 둘째, 개별 구성요소를 담당하는 행정 기구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

하며, 직접적인 관리자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명황릉 관리 기구는 문화유산, 안전 및 보안, 점검, 

문화유산 관리 센터 등의 역할을 하는 부서로 구성된다. 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유산의 물리적인 훼손

을 감시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수립되어 있다. 

관리 기구는 강풍, 폭우, 기타 극단적인 기상 현상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

고 순찰을 강하며 피해 방지를 위해 애쓴다. 구성요소는 대부분 벽돌과 돌 구조물이기 때문에, 강풍, 

비, 눈, 햇빛, 먼지, 큰 일교차 등은 침식, 침투, 백화 현상, 변색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뱀, 쥐, 

흰개미, 해충, 이끼 등도 유산을 파괴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유산을 보호하고 시의 적절한 조치를 취

하기 위해 순찰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에는 자국내 모든 세계유산을 위한 국가 차원의 모니터링 플랫폼이 있다. '중국 세계문화유산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시스템 계획'은 중국문화유산연구원이 작성한 것으로, 유산 구성요소를 관리하

는 행정 기구가 이 계획의 표준안을 연구해서 개별 상황에 맞는 자신들의 모니터링 체계를 개발하였

다. 명효릉에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퇴적, 균열, 쏠림, PH 수치 등 여러 

모니터링 지표가 이미 개발되었고, 이들 지표는 앞으로 조정되고 최적화될 것이다. 

운영을 위한 재원은 정부 보조금과 입장료 수입이다. 운영비와 보조금 및 입장료 수입이 거의 균

형을 이루고 있으며, 사업비는 정부 특별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행정 기구는 보수정비 사업을 사업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서 정부 특별 보조금을 신청한다. 

낙서와 도굴과 같은 행위는 빠르게 찾아내서 해결해왔다.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방문객의 인식도 

높아졌다. 관리 기구는 지도 강화, 예방 조치 개선, 관리 체계 고도화, 긴급 대응 계획 개선 등의 노

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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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등재 신청

해당 유산의 등재 신청은 4년에 걸쳐 3단계로 일어났다는 점이 흥미롭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등

재 신청 순서가 무덤의 축조 순서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무덤 주인이 살아 있는 동안 황제의 자

리에 앉지 못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황릉인 현릉이 제일 처음 등재되었다. 뒤돌아 생각해보면, 등재 

신청을 할 때 OUV(최종적으로 모든 구성요소가 OUV를 충족했다) 뿐만 아니라(혹은 OUV보다 더 

중요하게) 보존관리 상태를 고려했던 것이 분명하다. 즉, 중국은 '준비된' 구성요소부터 먼저 등재 신

청하고 다른 구성요소의 준비를 위해 노력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ICOMOS는 2000년 첫 번째 등재 신청에 대한 평가서에서 현릉 이외에 다른 구성 요소에 

대한 확대 등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명 황릉 등재에 대해 어떠한 오해도 없어야 한다. 다른 명 황릉이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 하나의 황릉만 등재 신청되었으며, 이러한 접근 방법은 칭찬할 만 하다. 하

지만 나머지 명 황릉 중에서 명 황제 13명이 묻혀 있는 창핑 지역도 있다. 창핑은 베이징과 

가까운 곳으로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곳이다. ... ICOMOS는 ... 적절한 시기에 다른 명 황

릉, 즉 단기적으로는 장쑤성 난징에 있는 명효릉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창핑에 있는 황릉군

을 확대 등재하고자 하는 당사국의 의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4년에 걸친 등재 신청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은 유산 가치의 일관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일단 첫 번째 구성요소가 등재되고 난 이후로 확대 추가되는 구성요소는 기존의 OUV에 따라서, 해당 

구성요소가 이미 정해 놓은 등재기준을 어떻게 충족하는지를 보여주면 되었다. 해당 유산에서는 OUV

청서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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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만 그루가 넘는 소나무와 사이프러스 나무를 심었다. 또한 예전 경관을 회복하기 위해 청동릉관

리위원회를 설립했고, 수목관리를 책임지는 동릉산림회도 두었다. 사유지 개간, 불법 벌목, 수목 피해, 

밀렵,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노거수는 모두 등록하여 정보를 저장하고 

보호 조치를 취했다. 조림 사업에 많은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을 투입해 70,000㎡에 달하는 새로운 

녹지를 만들었다. 일련의 환경 복원 사업은 유산의 주변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유산 공간 구성

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3. 연속유산 관리

해당 유산은 많은 구성요소를 포함한 연속유산으로 OUV를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현장 관리 사무소를 연결하는 조정 체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19년 

정릉현장박물관 개관 60주년을 기념하는 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렸을 때, 유산의 모든 구성요소 간 협

력이 요구되었다.

이 회의에서 14개 관련 기관은 명청릉보존발전연합을 발족하고 명청릉보존발전협약을 공표했다. 

첨부 문서에 나와 있듯이 이 협약은 OUV에 따라 하나의 유산으로 보존관리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세계유산제도의 최신 보존관리 원칙도 따르고 있으며, 보존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 방식과 문

화경관으로서의 특성 관리도 강조하고 있다. 

Ⅶ. 결론

명과 청 시대 황릉은 중국 마지막 두 왕조의 최상위 능묘로 세 번에 걸쳐 등재된 연속유산이며, 

개별 구성요소가 모두 동일한 OUV를 가진다. 유산 축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풍수지리 원칙은 학

자들과 관리자들 모두 가장 관심을 갖는 주요한 특성이다. 따라서 유산 자체의 물질성뿐만 아니라 산

의 스카이라인 관리, 주변 농촌 지역의 개발 관리, 인근 도시 개발 관리 등 주변환경 관리도 필요하

다. 또한 구성요소가 여러 지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관리와 활용에 있어 다양한 관리 기구 간의 조정

이 더 중요하다. 

49

2021 오산 독산성 국제학술심포지엄

 2. 주변환경 개선

풍수지리가 유산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보존 대상에는 유산 자체의 물리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주변환경도 포함된다. 

개발과 유산 보존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등재 당시 이들 황릉은 농지 근

처에 있었고, 구성요소마다 농촌 개발과 유산 보존 사이에 다양한 수준의 갈등을 겪었으며, 이러한 

갈등은 구성요소의 안전과 보존 상태에도 영향을 준다. 명효릉을 예로 들 수 있다. 등재 신청 당시에 

명효릉 주변에는 2개의 자연 촌락, 9개의 생산 기업과 신도를 가로지르는 주 교통로가 있었다. 복릉 

근처에는 농업용 관개, 전기, 통신 시설이 여러 개 있었고, 새로운 도로가 많이 생기면서 유산의 경관 

일부분이 영향을 받았다. 

황릉은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이 지역의 행정 관할이 각기 다르다. 예를 들어, 청동릉의 일

부는 톈진에 속하고 또 다른 부분은 청더 싱룽에 속한다. 이 때문에 의사결정의 일관성이 부족해져 

유산의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기존의 보존관리계획은 유산 보호에 큰 기여를 했지만 유산 보호와 관광 관리 기간이 10년이 넘

어 가면서 주변 환경 보호 문제가 제기되었다. 한 가지 주요한 문제는 보호구역이 중요한 특성을 모

두 포괄하기에 다소 협소하다는 점이었다.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명확한 경계가 있기는 했지만, 일

부가 주변 산의 분수령에 위치하고 있어 황릉 유적 전체의 조망의 완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

다. 예를 들어, 명현릉 주변에는 천더산 비각, 치위 비각, 황릉 근위대 자리 등 고정 건축물이 있다. 

이들은 황릉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유산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2011년 창핑정부는 명십삼릉 지역에 대해 행정 조정을 실시했다. 장릉타운 관할에 있던 마을 22개

를 십삼릉타운으로 통합했다. 명십삼릉에 속하는 모든 지역이 십삼릉타운에 속하게 된 것이다. 행정구

역 조정으로 명십삼릉 보존관리는 크게 향상되었다. 토지 소유권을 밝히고 농지 보상을 할 때 권리가 

분산되어 있고 제도가 다양해서 겪었던 문제들을 해결했다. 행정구역 조정은 명십삼릉 지역 보존관리, 

관광 관리, 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명효릉 주변환경 복원을 위해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난징 정부는 유산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쳤

던 자연 촌락 2개를 없애고 1,746명의 주민을 이주시키고 9개의 생산 시설을 이전시켰다. 346,000㎡의 

지역을 확보하고, 1,500 무(1무 = 1ha.의 15분의 1)의 녹지를 회복했으며, 말에서 내리는 지점인 아

치문 주변환경을 복원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명효릉 입구에 있는 세 무리의 조각상 보호를 위한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다. 

등재 이후에도 청동릉의 환경 복원 노력은 지속되었다. 2003년 10월 청동릉을 둘러싸는 20.88km

의 고속도로가 완공되면서, 그 동안 유산 보호에 영향을 미쳤던 큰 트럭 문제를 해결해주었다. 도로 

완공 이전에 이들 트럭은 신도 위를 지나다녔었다. 경관을 회복하기 위해서 효릉의 주진입로 양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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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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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세계유산제도의 최신 보존관리 원칙도 따르고 있으며, 보존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 방식과 문

화경관으로서의 특성 관리도 강조하고 있다. 

Ⅶ. 결론

명과 청 시대 황릉은 중국 마지막 두 왕조의 최상위 능묘로 세 번에 걸쳐 등재된 연속유산이며, 

개별 구성요소가 모두 동일한 OUV를 가진다. 유산 축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풍수지리 원칙은 학

자들과 관리자들 모두 가장 관심을 갖는 주요한 특성이다. 따라서 유산 자체의 물질성뿐만 아니라 산

의 스카이라인 관리, 주변 농촌 지역의 개발 관리, 인근 도시 개발 관리 등 주변환경 관리도 필요하

다. 또한 구성요소가 여러 지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관리와 활용에 있어 다양한 관리 기구 간의 조정

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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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변환경 개선

풍수지리가 유산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보존 대상에는 유산 자체의 물리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주변환경도 포함된다. 

개발과 유산 보존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등재 당시 이들 황릉은 농지 근

처에 있었고, 구성요소마다 농촌 개발과 유산 보존 사이에 다양한 수준의 갈등을 겪었으며, 이러한 

갈등은 구성요소의 안전과 보존 상태에도 영향을 준다. 명효릉을 예로 들 수 있다. 등재 신청 당시에 

명효릉 주변에는 2개의 자연 촌락, 9개의 생산 기업과 신도를 가로지르는 주 교통로가 있었다. 복릉 

근처에는 농업용 관개, 전기, 통신 시설이 여러 개 있었고, 새로운 도로가 많이 생기면서 유산의 경관 

일부분이 영향을 받았다. 

황릉은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이 지역의 행정 관할이 각기 다르다. 예를 들어, 청동릉의 일

부는 톈진에 속하고 또 다른 부분은 청더 싱룽에 속한다. 이 때문에 의사결정의 일관성이 부족해져 

유산의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기존의 보존관리계획은 유산 보호에 큰 기여를 했지만 유산 보호와 관광 관리 기간이 10년이 넘

어 가면서 주변 환경 보호 문제가 제기되었다. 한 가지 주요한 문제는 보호구역이 중요한 특성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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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명현릉 주변에는 천더산 비각, 치위 비각, 황릉 근위대 자리 등 고정 건축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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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이전에 이들 트럭은 신도 위를 지나다녔었다. 경관을 회복하기 위해서 효릉의 주진입로 양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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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과 청 시대의 황릉 :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등재 과정(YAN HAIMING)

<첨부 : 명과 청 시대의 황릉 보존 및 개발을 위한 권고>

1. 유산의 가치, 특히 보호를 정당화하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배우고 이해하라. '먼저 보호하고, 먼

저 구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 유산의 문화경관으로

서의 특성, 문화와 자연 그리고 인간이 공존하는 거대 도시 환경 등에도 신경 쓰라. 모든 황릉을 통합

하여 보호하고, 체계적인 보존 목표를 세우라. 

2.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필요한 최신 요구조건을 완전히 이해하라. 목표가 있는 관리 체계를 수립

하라. 관리 기능을 정하고, 유산 보호를 위한 과제를 설정하라. 유산 보호와 지역 보호 간에 원활한 관

계를 만들어라. 보수정비, 인력지원, 관리 역량 강화 등의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

록 지방정부를 설득하라. 

3. 문화유산 현장과 지역에 어떤 개발과 변화가 있는지 동향을 파악하라. 유산 특성에 어떠한 긍정

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심화 연구를 진행하라. 보존과 개발 관련 미래 정책을 수립하라.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시행하라. 일상 보수관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유산 보호를 위한 

과학기술의 향상을 도모하라.

4. 도시 계획, 경관 관리, 녹지화, 도로 교통, 토지 자원 등을 담당하는 다양한 부서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라. 합의와 협력 도출을 용이하게 하라. 유산 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분쟁을 해결하라. 유산

의 통합보존관리를 위하여 다른 명승 및 다른 보존 기구와 협력하며, 관련 부서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

고, 기술 자원을 확보하라. 

5. 심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산의 가치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해석하라. 가치 확산을 위한 통로

와 방식을 확대하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더 많은 사람들이 유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황릉의 통합관

리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적절한 방식을 찾으라.

6. 공동체와 협력을 확대하여, 공동체가 유산 보존에서 수익을 얻고 유산 보존에 참여할 수 있게 

하라. 대중, 특히 젊은 세대에 관심을 쏟으라. 유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유산 가치 

보호 및 확산과 관련한 행사와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라. 

7. 유산 보호와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사이에 일관성을 담보하라. 역사 환경에서 일어나는 건설 

및 생산 활동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과학을 기준으로 삼으라. 되도록, 유산의 가치

에 집중하여 다양한 자원과 방식을 통합하여 사용하라. 유산을 합리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보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라. 

8. 명과 청 시대의 황릉은 하나의 유산이다. 각 문화유산 현장에 있는 행정 기관과 지방정부는 유

산의 연구, 보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협력하고 경험과 재원을 공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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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과 청 시대의 황릉 :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등재 과정(YAN HAIMING)

Ⅰ. The Outstanding Values of the Ming and Qing Imperial Tombs

The Imperial Tombs of the Ming and Qing Dynasties were built between 1368 and 1915 in 
Beijing Municipality, Hebei Province, Hubei Province, Jiangsu Province and Liaoning Province of 
China. The following table shows the year of inscription of each component of the property.

Spatial distribution of property components

Dynasty Component Location Inscription Year

Ming

Xianling Jingmen, Hubei 2000

Xiaoling Nanjing, Jiangsu 2003

Ming Tombs (13 tombs) Beijing 2003

Qing

Eastern Qing Tombs Tangshan, Hebei 2000

Western Qing Tombs Baoding, Hebei 2000

Three Tombs of Shenyang
(Yongling, Fuling, Zhaoling) Shenyang, Liaonin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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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ng and Qing Imperial Tombs: 
Outstanding Universal Values and the Nomination

Ⅰ. The Outstanding Values of the Ming and Qing Imperial Tombs  
Ⅱ. A key attribute: The Fengshui setting
Ⅲ. Criteria
Ⅳ. Components
Ⅴ. The Nomination
Ⅵ. Issue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Ⅶ. Conclusions

Introduction

The Imperial Tombs of the Ming and Qing Dynasties were built between 1368 and 1915. They 
are a series of highest-ranking mausoleum in the last two dynasties in imperial China. These tombs 
comprise Ming (1368-1644) tombs in Beijing, Nanjing and Anhui, and Qing (1644-1911) tombs in 
Hebei and Liaoning. They were first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00, then extended 
in 2003 and 2004 respectively. The property meets five criteria (i, ii, iii, iv, vi) out of six for 
cultural heritage. The tombs should be seen as a typical example of “serial heritage” of World 
Heritage. This paper will illustrate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s of the Ming and Qing Imperial 
Tombs. It will also discuss how the scattered tombs in different regions could be narrated into a 
systematic framework for the nomination for World Heritage. Also, the current management system 
of the property will be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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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overall design was characterized by the attempt to achieve great harmony between a natural 
site meeting precise selection criteria and a complex of buildings fulfilling codified functions. The 
natural site, a plain or broad valley, must offer the perspective of a mountain range to the north, 
against which the tombs would be built, with a lower elevation to the south. It must be framed on 
the east and west by chains of hills, and feature at least one waterway. Geomancy (fengshui) 
categorizes such a site as “the land of the four divinities” and considers it to be an ideal place of 
residence for both the living and the dead. 

In order to harmonize with the natural setting, a number of buildings are constructed along a 
main access road several kilometers in length, known as the Way of the Spirits, which may branch 
off into secondary Ways leading to other mausolea. An entrance portico with up to five doors 
marks the beginning of the Way of the Spirits, which subsequently passes through or alongside a 
number of buildings, in particular a reception pavilion, a pavilion housing the stele of Divine 
Merits, stone columns and sculptures representing animals, generals, and ministers, in pairs. After 
one or more stone bridges and a Portico of the Dragon and the Phoenix, the sacred way arrives at 
a complex of buildings that includes a hall of meditation flanked by side pavilions and a Memorial 
Tower leading to the walled tumulus under which lie the burial chambers. 

The profound significance of the imperial tombs stems from this extraordinary harmony between 
a natural site with highly specific characteristics and the various religious buildings. This cultural 
landscape is imbued with a form of cosmogony that invests it with sacred status.

Dingling of the Thirteen Ming Tombs in Beijing, which shows the Fengshui philosophy as the 
entrance and location of the tomb carefully chosen in perfect view with the mountain 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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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ng dynasty was the ruling dynasty of China from 1368 to 1644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Mongol-led Yuan dynasty. The Ming dynasty was the last imperial dynasty of China ruled by 
Han Chinese. The Qing dynasty was the last dynasty in the imperial history of China. It was 
established in 1636, and ruled China from 1644 to 1911, succeeded by the Republic of China. The 
multiethnic Qing empire lasted for almost three centuries and assembled the territorial base for 
modern China.

Because of the vast territory of China, and because there were different capitals in different 
phases within each dynasty, the mausoleums of the emperors were not concentrated in one area. 
Instead, the Ming and Qing imperial tombs are in five provinces/municipalities, extending from 
northeast part of China (where the Manchus started to thrive) and the Yangtze River area (where 
the Ming set its first capital before relocating to Beijing).

Despite the variety of locations and the large scope of time span, and the distinction between 
the Han people ruling the Ming and the Manchus ruling the Qing, those tombs share common 
characteristics, which provide solid basis for the nomination for World Heritage as a whole.

The Ming and Qing imperial tombs are located in topographical settings carefully chosen according 
to principles of geomancy (Fengshui) and comprise numerous buildings of traditional architectural 
design and decoration. The tombs and buildings are laid out according to Chinese hierarchical rules 
and incorporate sacred ways lined with stone monuments and sculptures designed to accommodate 
ongoing royal ceremonies as well as the passage of the spirits of the dead. They illustrate the great 
importance attached by the imperial rulers over five centuries to the building of imposing mausolea, 
reflecting not only the general belief in an afterlife but also an affirmation of authority.

The Imperial Tombs of the Ming and Qing Dynasties are masterpieces of human creative genius 
for their organic integration into nature, and a unique testimony to the cultural and architectural 
traditions of late imperial China. They are fine works combining the architectural arts of the Han 
and Manchu cultures. Their siting, planning and design reflect both the philosophical idea of 
“harmony between man and nature” according to Fengshui principles and the rules of social 
hierarchy, and illustrate the conception of the world and power prevalent in the later period of the 
ancient society of China.

Ⅱ. A key attribute: The Fengshui setting

From time immemorial, the rulers of China have attached great importance to the building of 
imposing mausolea reflecting not only the general belief in an afterlife but also as an affirmation of 
authority. When the Ming Dynasty came to power (1368), an overall design was adopted which, 
with minor variations, was to be faithfully followed by successive emperors, including those of the 
Qing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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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erion(iii): The imperial mausolea are outstanding testimony to a cultural and architectural 
tradition that for over five hundred years dominated this part of the world.

Criterion(iv): The architectures of the Imperial Tombs integrated into the natural environment 
perfectly, making up a unique ensemble of cultural landscapes. They are the exceptional examples 
of the ancient imperial tombs of China.

Criterion(vi): The Ming and Qing Tombs are dazzling illustrations of the beliefs, world view, 
and geomantic theories of Fengshui prevalent in feudal China. They have served as burial edifices 
for illustrious personages and as the theatre for major events that have marked the history of China.

Ⅳ. Components

The Ming and Qing imperial tombs to a large extent remain consistency of the Fengshui spirit, 
a model set by the first emperor of the Ming. Zhu Yuanzhang, or Hongwu, the first Ming 
Emperor, broke with the past and established the basic design (Xiaoling) for those that followed in 
Beijing, and also the Xianling, as well as the Western Qing Tombs and the Eastern Qing Tombs. 
Some distinctive features could be found, in addition, in the Three Imperial Tombs of the Qing 
Dynasty in Liaoning Province (Yongling Tomb, Fuling Tomb, and Zhaoling Tomb) all built in the 
17th century for the founding emperors of the Qing Dynasty and their ancestors, integrating the 
tradition inherited from previous dynasties with new features from the Manchu civilization.

In the following paragraphs, the components of the property will be illustrated, in the 
chronological order of their construction (not their nomination).

 1. Xiaoling Tomb in Nanjing, Jiangsu (inscribed in 2003)

The Xiaoling Tomb is the burial site of the founding emperor of the Ming dynasty, Zhu 
Yuanzhang (1328-1398) and his wife. The main part of the tomb was built in 1381-1398, but other 
burials were added later in the area. The area was carefully chosen by the emperor himself for its 
significance in reflecting the geomantic concepts (the art of divining; i.e. seeking to know hidden 
things by supernatural means in relation to earthen forms) of traditional Chinese culture 
(Confucianism and Taoism). The landscaping of the area was planned following a precise 
ceremonial sequence, and with symbolic references to natural features. The ceremonial road starts 
from the Xiama (stepping down from the horse) Archway and ends at the main tomb mound, the 
Baocheng (Treasure City). The length of the procession way is 2,600 m, and there are some 30 
structures or buildings on th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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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Criteria

Thanks to five attributes, 1) natural environment chosen to meet the criteria of geomancy 
(Fengshui); 2) construction techniques for official buildings of the Ming and Qing dynasties; 3) 
architectural forms of imperial tombs; 4) sacrificial traditions of the royal families of the Ming and 
Qing dynasties; 5) harmony between man and nature, there are five criteria out of six that the 
property are eligible to meet for its final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Criterion(i): The harmonious integration of remarkable architectural groups in a natural 
environment chosen to meet the criteria of geomancy (Fengshui) makes the Ming and Qing Imperial 
Tombs masterpieces of human creative genius. 

Criterion(ii): The tombs represent a phase of development, where the previous traditions are 
integrated into the forms of the Ming and Qing Dynasties, also becoming the basis for the 
subsequent development.

Some unearthed artifacts of the Ming Thirteen Tom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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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erion(iii): The imperial mausolea are outstanding testimony to a cultural and architectural 
tradition that for over five hundred years dominated this part of the world.

Criterion(iv): The architectures of the Imperial Tombs integrated into the natural environment 
perfectly, making up a unique ensemble of cultural landscapes. They are the exceptional examples 
of the ancient imperial tombs of China.

Criterion(vi): The Ming and Qing Tombs are dazzling illustrations of the beliefs, world view, 
and geomantic theories of Fengshui prevalent in feudal China. They have served as burial edifices 
for illustrious personages and as the theatre for major events that have marked the history of China.

Ⅳ. Components

The Ming and Qing imperial tombs to a large extent remain consistency of the Fengshui spirit, 
a model set by the first emperor of the Ming. Zhu Yuanzhang, or Hongwu, the first Ming 
Emperor, broke with the past and established the basic design (Xiaoling) for those that followed in 
Beijing, and also the Xianling, as well as the Western Qing Tombs and the Eastern Qing Tombs. 
Some distinctive features could be found, in addition, in the Three Imperial Tombs of the Qing 
Dynasty in Liaoning Province (Yongling Tomb, Fuling Tomb, and Zhaoling Tomb) all built in the 
17th century for the founding emperors of the Qing Dynasty and their ancestors, integrating the 
tradition inherited from previous dynasties with new features from the Manchu civilization.

In the following paragraphs, the components of the property will be illustrated, in the 
chronological order of their construction (not their nomination).

 1. Xiaoling Tomb in Nanjing, Jiangsu (inscribed in 2003)

The Xiaoling Tomb is the burial site of the founding emperor of the Ming dynasty, Zhu 
Yuanzhang (1328-1398) and his wife. The main part of the tomb was built in 1381-1398, but other 
burials were added later in the area. The area was carefully chosen by the emperor himself for its 
significance in reflecting the geomantic concepts (the art of divining; i.e. seeking to know hidden 
things by supernatural means in relation to earthen forms) of traditional Chinese culture 
(Confucianism and Taoism). The landscaping of the area was planned following a precise 
ceremonial sequence, and with symbolic references to natural features. The ceremonial road starts 
from the Xiama (stepping down from the horse) Archway and ends at the main tomb mound, the 
Baocheng (Treasure City). The length of the procession way is 2,600 m, and there are some 30 
structures or buildings on th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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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Criteria

Thanks to five attributes, 1) natural environment chosen to meet the criteria of geomancy 
(Fengshui); 2) construction techniques for official buildings of the Ming and Qing dynasties; 3) 
architectural forms of imperial tombs; 4) sacrificial traditions of the royal families of the Ming and 
Qing dynasties; 5) harmony between man and nature, there are five criteria out of six that the 
property are eligible to meet for its final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Criterion(i): The harmonious integration of remarkable architectural groups in a natural 
environment chosen to meet the criteria of geomancy (Fengshui) makes the Ming and Qing Imperial 
Tombs masterpieces of human creative genius. 

Criterion(ii): The tombs represent a phase of development, where the previous traditions are 
integrated into the forms of the Ming and Qing Dynasties, also becoming the basis for the 
subsequent development.

Some unearthed artifacts of the Ming Thirteen Tom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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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The Xianling Tomb in Jingmen, Hubei (inscribed in 2000)

The Xianling Tomb was a special one in the Ming tombs. The master of the tomb, Zhu 
Youyuan, was marked as the emperor posthumously by his son emperor Jiajing once the latter 
became the emperor (selected by the royal authorities as the precedent emperor had no male 
descendant). Given that, it is clear why this component is located neither in Beijing nor Nanjing: 
Zhongxiang, Jingmen was the place assigned to Zhu Youyuan as Duke in his assigned (but 
symbolic) sovereign, over 1000km from Beijing. The work lasted from 1519 to 1566 and was to 
lead to the construction of an unusual feature in the form of the Crescent Castle, which links the 
tumuli of the two mortuary citadels. 

Stone Archway of the Thirteen Tombs

Xian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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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he Ming (13) Tombs in Beijing (inscribed in 2003)

The Ming Tombs refer to the funeral sites of 13 emperors of the Ming Dynasty, after its capital 
was moved to Beijing. The site is located at the foot of Tianshou Mountain, north of Beijing. The 
construction of these tombs started with the tomb of Emperor Chengzu, the third emperor of the 
Ming who relocated the capital to Beijing (Changling), in 1409. The subsequent emperors built their 
tombs on both sides of the first over the period of 200 years. The tombs are situated in a valley 
with the Tianshou Mountain peaks in the north. The plain has rivers and a lake. The tomb of 
Changling was placed at the foot of the central peak, facing south. The other tombs are distributed 
on both sides of the valley. There is one major sacred avenue leading to through the valley, about 
7.3 km long, providing access to the individual tombs. Approaching from the south, there is the 
Stone Archway, which leads to the ceremonial way, the Red Gate, the Sacred Way, Divine Merit 
Stele Pavilion, and the Dragon-phoenix Gate. The Archway, the earliest of its type in China, is 
built with massive stone pillars on carved bases, architraves over five openings, and small roofs 
over each opening. The general layout of the tombs is similar to that of Xiaoling Tomb.

Xia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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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he Ming (13) Tombs in Beijing (inscribed in 2003)

The Ming Tombs refer to the funeral sites of 13 emperors of the Ming Dynasty, after its capital 
was moved to Beijing. The site is located at the foot of Tianshou Mountain, north of Beijing. The 
construction of these tombs started with the tomb of Emperor Chengzu, the third emperor of the 
Ming who relocated the capital to Beijing (Changling), in 1409. The subsequent emperors built their 
tombs on both sides of the first over the period of 200 years. The tombs are situated in a valley 
with the Tianshou Mountain peaks in the north. The plain has rivers and a lake. The tomb of 
Changling was placed at the foot of the central peak, facing south. The other tombs are distributed 
on both sides of the valley. There is one major sacred avenue leading to through the valley, about 
7.3 km long, providing access to the individual tombs. Approaching from the south, there is the 
Stone Archway, which leads to the ceremonial way, the Red Gate, the Sacred Way, Divine Merit 
Stele Pavilion, and the Dragon-phoenix Gate. The Archway, the earliest of its type in China, is 
built with massive stone pillars on carved bases, architraves over five openings, and small roofs 
over each opening. The general layout of the tombs is similar to that of Xiaoling Tomb.

Xia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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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exerted much influence over the tombs to follow. The Tomb of Xiaoling of the Qing is the 
most elaborate at the tomb complex, and set forth a basic layout of three sections: spirit way, 
palaces, and offering kitchens. The Jingling Tomb of Emperor Kangxi (r. 1661-1722), widely 
regarded as the greatest emperor of the Qing Dynasty, also lies amongst the Eastern Qing Tombs, 
though modest in comparisons to the Tomb of Xiao Ling. 

 6. The western Qing tombs in Baoding, Hebei (inscribed in 2000)

The Western Qing tombs are located some 140 km (87 mi) southwest of Beijing in Yi County, 
Hebei Province. They constitute a necropolis that incorporates four royal mausoleums where 
seventy-eight royal members are buried. These include four emperors of the Qing dynasty and their 
empresses, imperial concubines, princes and princesses, as well as other royal servants. Construction 
of the Western Qing tombs was initiated by the Yongzheng Emperor who broke with tradition and 
refused to be buried in the Eastern Qing tombs. Later on his son, the Qianlong Emperor, decided 
that he should be buried in the Eastern Qing tombs and dictated that thereafter burials should 
alternate between the eastern and western sites, although this was not followed consistently. The 
first tomb, the Tailing, was completed in 1737, two years after the end of the Yongzheng reign. 
The last imperial interment was in 1913, when the Guangxu Emperor was entombed in the 
Chongling. 

Eastern Qing Tom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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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The Three Imperial Tombs of the early Qing Dynasty in Liaoning (inscribed in 2004)

The Three Imperial Tombs of the Qing Dynasty in Liaoning Province, north-eastern part of 
China, include the Yongling Tomb, the Fuling Tomb, and the Zhaoling Tomb. The tombs were all 
built in the 17th century, early Qing dynasty before the Manchus entered Beijing. Yongling Tomb 
was built for the ancestors of the first Qing emperor, Nurhachi (1559-1626), and contains the 
burials of his father, grandfather and great-grandfather. Fuling Tomb, the East Tomb, is the tomb of 
Nurhachi (1559-1626) himself, the founder of Qing Dynasty and his empress Yehenala. It has been 
designed so that the terrain rises gradually from south to north. The tomb has a complete 
architectural system aligned symmetrically along the central axis. Zhaoling Tomb, is the tomb of the 
second Qing Emperor Huantaiji (and Empress Xiaoduanwen). It is the largest of the three tombs. 
The designs of the tombs, though of great association to the Manchu culture, followed largely the 
traditional Chinese geomancy and Fengshui theory. They have been provided with rich sculptural 
decoration of stone statues and carvings and decorated tiles with dragons, illustrating the 
development of the Qing Dynasty funeral architecture, witnessing the development of the funeral 
architecture of this dynasty. 

 5. The eastern Qing tombs in Tangshan, Hebei (inscribed in 2000)

The Eastern Qing tombs are an imperial mausoleum complex of the Qing dynasty located in 
Zunhua, 125 kilometres northeast of Beijing. Altogether, five emperors (Shunzhi, Kangxi, Qianlong, 
Xianfeng, and Tongzhi), 15 empresses, 136 imperial concubines, three princes, and two princesses 
of the Qing dynasty are buried here. The Eastern Qing Tombs are a unique testimony to the 
development of the Qing Dynasty’s funerary architecture, as well as to the architectural traditions of 
the last feudal dynasty in China. At the center of the Eastern Qing tomb complex lies the tomb of 
Xiaoling (different from Ming Xiaoling, r. 1638-1661), the first tomb to be constructed and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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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The Three Imperial Tombs of the early Qing Dynasty in Liaoning (inscribed i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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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st feudal dynasty in China. At the center of the Eastern Qing tomb complex lies the tomb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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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sitive part of the serial 4-year nomination lies in the consistency of the value judgement. 
Once the first components were inscribed, the latter ones could easily follow the existing OUV 
justification and demonstrate how the following components could meet the sanctioned criteria. In 
this sense, the OUV and the criteria could be applicable to any individual components. This is 
unlike many other serial properties, in which each single component could not bear the OUV but 
only their aggregation would create a collective one.

Ⅵ. Issue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1. Conservation, Management and Monitoring

The property’s conservation is supported by cultural heritage departments at all levels (including 
technical guidance and financial assistance). The management system covers both national and local 
levels. First, administrative departments of cultural heritage at all levels exercise scientific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 the property. Second, administrative bodies for the component sites 
are direct managers that consist of different functional divisions. For example, the administrative 
body for Ming Tombs include divisions for cultural property, safety and security, inspection brigade, 
and heritage management center.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monitoring system for the physical 
fabrics of the property, in association with management system.

Management bodies take preparedness measures to address strong wind, heavy rainfall and other 
bad weather events and strengthen inspection, to prevent the cultural property from possible damage. 
Most components are brick-and-stone structures. Strong wind, rain, snow, sunlight, dust and big 
temperature difference would cause erosion, seepage, efflorescence, color fading. Snake, rat, termite, 
pest, moss and lichen attacks would also cause destruction to the property. Inspection and 
monitoring have been conducted to protect and maintain the property timely.

In China, there is a national level monitoring platform for all World Cultural Heritage sites. The 
Plan for the Monitoring and Early Warning System for World Cultural Heritage Properties in China 
has been developed by Chinese Academy of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ve bodies for component 
sites learned standards and norms set out in the Plan and developed their own monitoring system 
according to their specific conditions. The monitoring and early warning system is put in place at 
the Ming Xiaoling Tomb. Several monitoring indicators have been developed, including 
sedimentation, fracture, inclining and PH value. Indicators will be adjusted and optimized according 
to monitoring developments.

Funding sources for operation expenditures come from government grants and ticket revenues. A 
balance between operation costs and government grants and ticket incomes can be roughly achieved. 
Funds used for projects are special government grants. Administrative bodies would include repair 
and maintenance projects into the project database to apply for special government 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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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The Nomination

It is interesting to observe that the nomination of the property comprises three phases across 
four years. More interesting is the sequence of nomination did not follow the chronological order of 
history. The Xianling of Ming, the most special one whose master did not claim emperorship 
during life, was the first to be inscribed. In retrospection, it is evident that the nomination considers 
not only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s, which all components have reached finally, but also (or 
even more importantly) the state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In other words, China nominated 
those that were “ready,” then worked for others to be ready for nomination.

In fact, ICOMOS has clarified in the 2000 evaluation report for the first batch of nomination, 
stating that there would be possibilities for extension of other components in addition to the 
Xianling. 

It is important to avoid any misunderstanding as to the inscription of the Ming imperial 
tombs. Only one mausoleum is proposed for inscription, as the others do not yet meet the 
required criteria. The wisdom of this approach is worthy of praise. Among the other sites, 
however, there is the major site of Changping where thirteen Ming emperors are buried. 
The Changping site is close to Beijing and attracts large numbers of visitors. … ICOMOS 
…also proposes to take note of the intention of the State Party to apply in due course for 
the inscription by extension of other Ming tombs – in the short term the Mingshaoling 
Mausoleum at Nanjing (Jiangsu Province) and in the longer term the vast Changping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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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mediating the environment around these tombs, between 2004-2007, Nanjing Municipal 
Government cancelled two natural villages that affected the setting of the property, relocated 1746 
farmers (residents) and 9 industrial enterprises, dismantled an area of 346,000 square meters, 
recovered more than 1500 mu (1 mu = one fifteenth of a hectare) of green land and remediated 
the environment in the park at the Site of Xiamafang to conserve the tomb. These efforts have 
created a nicer setting in order to protect three groups of stone cravings at the southern entrance of 
Ming Xiaoling. 

After the nomination, environmental remediation continued at Eastern Qing Tombs. In October, 
2003, a 20.88 km-long highway was completed to encircle Eastern Qing Tombs. The highway is 
used to resolve the problem of heavy trucks running over the Sacred Way at the site which 
threaten these ancient tombs. In recovering the views and landscape, more than 10,000 pines and 
cypresses have been planted on the two sides of Xiaoling’s Main Sacred Way. Eastern Qing Tombs 
Management Committee has been set up to conserve and recover former landscape and scenery. 
Eastern Tombs Forestry is responsible for the conservation of forest resource at the site. Private 
land reclamation, illegal logging, damage to vegetation cover, game poaching and destruction of 
wildlife habitats are strictly prohibited. Surviving old trees have all been registered, archived and 
protected. Substantial human, material and financial resources have been put in for planting trees, 
greening and afforestation, adding over 70,000 square meters of new green land. The carrying out 
of a range of environmental remediation projects not only greatly improves the immediate setting at 
the site, but also provides a guarantee for the authenticity and integrity of the Ming and Qing 
Imperial Tombs’ spatial pattern.

 3. Coordination as serial property

As a serial property with almost 20 components, it is increasingly acknowledged that a 
coordin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different site managements offices, in order to 
improve the conservation and presentation of the OUV. Such an effort could be seen in 2019 when 
a conference was held in Beijing, to celebrate the 60th anniversary of the Dingling Site Museum, 
for a collaboration between all involved components.

In that meeting, fourteen institutions launched the Alliance of the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for the Tombs of the Ming and Qing Dynasties. Agreement of the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of the Ming and Qing Tombs was announced. The agreement, as illustrated in Appendix, 
emphasizes that the property should be protected and managed as a whole with the OUV. It should 
also follow the up-to-date requirements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World Heritage. An 
integral approach to the conservation and a special focus on its attributes as cultural landscape are 
also undersc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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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bbling behaviors and thefts of cultural property have been timely discovered and handled. 
Tourists’ awareness of heritage conservation enhanced. Management bodies have strengthened 
guidance, improved preventive measures, optimize the governance system, and improved emergency 
response plans. 

 2. Improvement of the Settings

As Fengshui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important attributes of the property, the conservation 
does not only cover the physical fabrics of the property, but also its surrounding environments. 

It is challenging to maintain balance between urban development and the conservation. Due to 
historical reasons, the Ming and Qing Imperial Tombs were close to farmlands during its 
nomination, leading to conflict of varying degrees between rural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of 
the property. It affected the safety and quality of these tombs. Ming Xiaoling was an example. 
During its nomination, the tomb was surrounded by 2 natural villages and 9 industrial enterprises, 
with a major transport route passing through its Sacred Way. Around Qing Fuling were different 
irrigation, power and communication facilities for the farmlands. Together with the growing number 
of new roads, the landscape of the property has been somewhat affected. 

Mausoleum artifacts are distributed in different places across a wide area and subject to 
administrative rules of each site. For instance, in Eastern Qing Tombs some deceased interred 
therein belong to Tianjin’s Ji County, while northern slope of Mountain Changrui and Hou Long 
belong to Xinglong County in Chengde. This has resulted in inconsistent coordination which 
negatively affects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property. 

The original conservation plan has served the protection of the property well. However, after 
more than a decade of heritage conservation and cultural tourism development, scope of protection 
and impact to surrounding environment began to emerge. One of the major problems was that the 
protection area seemed a bit small to cover all important attributes. Although the existing 
construction control area had a clear boundary, some areas were located in the inner side of nearby 
mountains’ watershed, thus it could not ensure the integrity of Mausoleum Complex view. As an 
example. Immovable structures around Ming Xianling were Mountain Chunde Stele Pavilion, Chiyu 
Stele Pavilion and Site of Imperial Mausoleum Guard. These immovable structures are integral part 
of the imperial mausoleum. But they were not included in the heritage property area. 

In 2011, Government of Changping District made an adjustment on the administrative areas of 
the Thirteen Tombs. Former 22 villages under the jurisdiction of Changling Town were combined 
into Thirteen Tombs Town. All areas belong to Thirteen Tombs were brought into Thirteen Tombs 
Town. The result of this administrative zoning adjustment has greatly improved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Thirteen Tombs of Ming Dynasty. It resolves the issues of dispersed rights and 
varying orders when clarifying land right and compensation for occupied farmlands. It is an 
effective agent for the conservation of the artifacts in Thirteen Tombs Zone, as well as tourism 
management, rural zoning, reg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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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Recommendations for the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of the Ming 
and Qing Tombs

1. Using the values of the tombs as the core, learn and understand their heritage values, 
especially their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s behind and the need to protect them. The rule to 
follow is “Protect First, Rescue in the first instance, use reasonably, strengthen managerial 
accountability”. Other suggested areas of priority attention include cultural landscape attributes 
that the Ming and Qing Imperial Tombs may possess, holistic meaning of mega-city environment 
based on the human, culture and nature combined. Protect all tombs as a whole, set 
conservation goals systematically.

2. Understand fully current requirements to protect and manage World Heritage. Set up 
management framework guided by the goal. Draw up management functions, identify each task to 
protect the property. Strike a smooth relationship between protection of the tombs and the 
development of the places where the tombs are located. Appeal to local governments for great 
support to provide long-term backup in conservation works, professional staff and management 
capacity building.

3. Take note of the changes and development trends at the site and places where the tombs 
are located. Study in-depth the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that affect the attributes of the 
property. Draw up forward-looking policies for conservation as well as development. Use 
preventive measures as reference, enforce rules to prevent risk factors. Ensure full support on 
day-to-day maintenance, improve science and technology to protect the tombs.

4. Enhance communication with various departments responsible for urban planning, landscaping 
and greening, road and transportation, land resources. Facilitate consensus building and 
collaboration. Resolve salient conflicts related to protection of the tombs. Work with scenic sites 
and other conservation bodies, establish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with concerned 
departments, technological resources in order to protect and manage the tombs together.

5. Based on in-depth research, interpret the values of the tombs accurately, completely. 
Expand the channels and methods to disseminate their values. Seek creative and appropriate ways 
to present the tombs to allow more audience from different backgrounds to fully understand and 
know the values, and the necessity to protect these imperial mausolea as a whole. 

6. By enhancing community engagement mechanism, let the community get revenue from the 
conservation, share development and participate in the conservation. Give more attention to the 
public, in particular the youngsters. Let more people interested in the values of the Ming and 
Qing Imperial Tombs, let them join events and activities related to the protection and 
dissemination of the values of these imperial tom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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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Conclusions

The Imperial Tombs of the Ming and Qing Dynasties, as the highest-ranking mausoleum in the 
last two dynasties in imperial China, is a serial World Heritage that is inscribed in three different 
years.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s are consistent between the components. The Fengshui 
principle by which the property is built and acknowledged is the major attribute that is attached 
greatest attention by both scholars and the conservation management. This requires not only a 
protection of the physical fabrics but also the surrounding settings, including both the mountain 
skylines and the environment control in adjacent rural areas or urban developments. Also, due to a 
variety of locations, the serial property’s management and public presentation need more 
coordination between different management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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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est attention by both scholars and the conservation management. This requires not only a 
protection of the physical fabrics but also the surrounding settings, including both the mountain 
skylines and the environment control in adjacent rural areas or urban developments. Also, due to a 
variety of locations, the serial property’s management and public presentation need more 
coordination between different management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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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nsure coherence between conservation of tombs, local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Use science as a guide to reasonably and effectively control the construction and production 
activities against the historic setting. Wherever possible, consolidate different resources and modes 
of utilization focusing on the values of the tombs. Promot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site through reasonable use of the tombs. 

8. The Ming and Qing Imperial Tombs is a single whole. Administrative bodies at each site and 
local governments have to cooperate and work closely to study, protect, manage, present and use 
these imperial tombs, to promote the concept, to exchange and share experience and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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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후에관광국

부소장

[요약문]

후에는 투아티엔후에 성의 성도(成都)로 베트남의 중심에 위치한다. 후에는 베트남 역사상 마지막 

왕조인 응우옌 왕조(1802~1945)의 수도였다. 1945년 응우옌 왕조의 몰락으로 국가 정치 중심지로서 

후에의 역할도 끝났지만,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후에의 역사적인 중요성을 기억하며 '후에 고도(古都)'

라고 부른다. 

후에는 근대사의 수난의 겪기는 했지만, 도성, 황릉, 사원 등 왕실 건축과 전통적인 기념물이 낭만

적인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모습을 보이며 아직까지 동양의 고대 도시로서의 본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

다.

응우옌 왕조 시절에 축조된 후에 도성은, 이후 항상 후에 지역 도시계획의 중심에 있었다. 17세기

부터 19세기까지도 후에는 후에 지역의 중심이었다. 왕실 건축과 민속 건축이 혼재되어 있기는 하지

만, 구조, 의장, 좌향 등에서 왕실 건축이 우선한다. 

베트남 건축 역사에서 '경관 건축'은 후에에서 절정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후에 건축은 개방성

이 특징이다. 건축물 자체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주변은 강, 산, 들에 의해 확장된다. 건축물 주변

의 지리적인 특성은 초자연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활용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역 사람들은 후에 

자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지한다. 

동양과 서양 도시계획과 건축 그리고 지역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완성된 후에역사지구는 베트남

인들이 빚은 걸작이다. 

후에의 건축은 베트남의 전통 정신을 잘 반영한다. 1993년 후에 도성, 황릉, 사원 등은 '후에 기념

물 복합지구'라는 이름으로 UNESCO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71



2. 응우옌 왕조 유산으로서 후에의 의미와 가치(NGUYEN VAN PHUC)

응우옌 왕조 유산으로서 후에의 의미와 가치

NGUYEN VAN PHUC
베트남 후에관광국

부소장

[요약문]

후에는 투아티엔후에 성의 성도(成都)로 베트남의 중심에 위치한다. 후에는 베트남 역사상 마지막 

왕조인 응우옌 왕조(1802~1945)의 수도였다. 1945년 응우옌 왕조의 몰락으로 국가 정치 중심지로서 

후에의 역할도 끝났지만,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후에의 역사적인 중요성을 기억하며 '후에 고도(古都)'

라고 부른다. 

후에는 근대사의 수난의 겪기는 했지만, 도성, 황릉, 사원 등 왕실 건축과 전통적인 기념물이 낭만

적인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모습을 보이며 아직까지 동양의 고대 도시로서의 본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

다.

응우옌 왕조 시절에 축조된 후에 도성은, 이후 항상 후에 지역 도시계획의 중심에 있었다. 17세기

부터 19세기까지도 후에는 후에 지역의 중심이었다. 왕실 건축과 민속 건축이 혼재되어 있기는 하지

만, 구조, 의장, 좌향 등에서 왕실 건축이 우선한다. 

베트남 건축 역사에서 '경관 건축'은 후에에서 절정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후에 건축은 개방성

이 특징이다. 건축물 자체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주변은 강, 산, 들에 의해 확장된다. 건축물 주변

의 지리적인 특성은 초자연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활용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역 사람들은 후에 

자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지한다. 

동양과 서양 도시계획과 건축 그리고 지역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완성된 후에역사지구는 베트남

인들이 빚은 걸작이다. 

후에의 건축은 베트남의 전통 정신을 잘 반영한다. 1993년 후에 도성, 황릉, 사원 등은 '후에 기념

물 복합지구'라는 이름으로 UNESCO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71



2. 응우옌 왕조 유산으로서 후에의 의미와 가치(NGUYEN VAN PHUC)

응우옌 왕조 유산으로서 후에의 의미와 가치

Ⅰ. 후에 소개 : 베트남의 고도

Ⅱ. 후에 : 베트남 전통 도시 건축을 대표

Ⅲ. 후에역사지구의 가치 : 베트남 전통 건축과 외래 영향의 탁월한 조합

Ⅳ. 후에역사지구 보존관리 현황  

Ⅴ. 결론

Ⅰ. 후에 소개 : 베트남의 고도

오늘날 베트남에는 200여 개의 크고 작은 도시가 있다. 이 중에서 하노이, 호치민(사이공), 후에는 

역사와 문화 측면에서 베트남에서 가장 중요한 세 도시이다. 후에는 하노이나 호치민보다 크기는 작

지만 역사적ž건축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후에는 투아티엔후에 성의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이다. 후에는 하노이에서부터 남쪽으로 700km 그

리고 호치민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후에는 북쪽으로 꽝찌 성, 남쪽으로는 다

낭, 서쪽으로는 라오스의 살라완 주와 세콩 주, 동쪽으로는 바다를 면하고 있다. 투아티엔후에 성은 

면적이 5,303㎢이고 인구는 약 120만이며, 후에는 면적이 72㎢이고 인구는 약 36만이다. 

후에는 베트남 역사상 마지막 왕조인 응우옌 왕조의 수도였다. 후에는 근대사의 수난을 겪기는 했

지만, 도성, 황릉, 사원 등 왕실 건축과 전통적인 기념물이 낭만적인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모습을 보

이며 아직까지 동양의 고대 도시로서의 본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또한 후에의 건축은 베트남의 전

통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다. 1993년 후에 도성, 황릉, 사원 등은 '후에 기념물 복합지구'라는 이름으

로 UNESCO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등재 이후로, 베트남의 문화와 관광 중심지로써 후에는 국내

외 방문객뿐만 아니라 역사학자, 건축학자, 문화 연구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장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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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aning and Value of the Hue Historic District 
as the Nguyen Dynasty Heritage

NGUYEN VAN PH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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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Tourism, Thua Thien Hue Province, Vietnam

[Abstract]

Hue City is the hub of Thua Thien Hue Province located in the central of Vietnam. Hue was 
the seat of Nguyen Dynasty emperors, the last royal monarchy in the history of Vietnam 
(1802-1945), and the national capital in 1802. With the collapse of Nguyen Dynasty in 1945, Hue 
also ended its role as a political capital of the nation. Until present, in remembrance of its historic 
significance, many people call it with the friendly name of Hue Old Capital. 

Although the city had undergone great sufferings in the period of modern time, it still maintains 
a quite original face of an ancient oriental district, the most visible aspect of which is the citadel, 
royal tombs and temples which constituted a complex of royal constructions and traditional 
monuments built in romantic natural landscapes.

The royal city constructed during the Monarchy's period has always been the core in Hue urban 
planning. From the 17th to the 19th centuries, it had always been the center part of Hue region. 
Although there was an interference between royal and folk architecture in terms of structure, 
decoration and disposition, the latter is considered secondary to the former.

It can be said that "the landscape architecture" has reached its highest level in Hue in Vietnam 
architectural history. Hue architecture tends to be OPEN. The construction itself is not big, however, 
its ambience is likely to be enlarged by a river, a mountain, a plot of grass. The buildings' 
surrounding geopraphical entities have been fully utilized, supernaturalized to become their dependent 
elements. This has resulted in people awareness for protecting Hue natural poetic environment.

As an internmingling of Occidental and Oriental planning and architecture and results of local 
geographical features, the Hue historic district was once a masterpiece of the Vietnamese people.

The planning and architecture of the Hue historic district reflects a deeply Vietnamese traditional 
soul. In 1993, the complex of Hue monuments, incuding the Hue citadel, royal tombs and temples, 
was included in UNESCO list of World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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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년 동안 나라를 세우고 지키는 과정 속에서 수도를 여러 곳으로 옮겼고 수도 방어 시설도 만

들었다. 각각의 도성은 지나온 역사에 따라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가지지만, 이들 도성 중에서 지금까

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응우옌 왕조의 후에 밖에 없다. 

사실, 후에 도성 건설의 역사는 응우옌 가문의 시절로 거슬로 올라갈 수 있지만, 토지 구획에서부

터 도시 건축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도성을 완성시킨 것은 응우옌 왕조의 황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 건축 역사에서 '경관 건축'은 후에에서 절정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후에 건축은 개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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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리적인 특성은 초자연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활용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역 사람들은 후에 

자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지한다. 흐엉 강, 응우 빈 산 등 후에 지역의 지리적인 특

성은 후에 건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고도 후에의 외관을 형성하는 주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성벽 : 도성(Citadel), 황성(Imperial City), 자금성(Forbidden Purple City) 

왕궁 : 응우옌 왕정에서 생활과 업무 공간으로 사용했던 수백 개의 건물. 흐엉 강 북쪽에 이러한 

건물이 축조됨. 

황릉 : 도심의 서쪽 구릉지에 황제의 무덤이 축조됨. 자롱 황제릉, 민망 황제릉, 티에우찌 황제릉, 

뜨득 황제릉, 죽득 황제릉, 동칸 황제릉, 카이딘 황제릉 등 7개의 주요 황릉이 있음.

신전과 사당 : 후에 곳곳에 천단(天壇), 문묘(文廟), 혼쩬단, 황제의 극장 등이 있음. 

후에를 수도로 기획하고 건설할 때 건축물들은 동양 철학, 특히 유교 원칙에 따라 일관적으로 배

치되었다. 후에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인 도성은 응우 빈 산을 안산(案山, 풍수지리 원칙에 따르면 

따라 악귀를 막아주는 역할을 함, '황제의 장막'으로 불림)으로 삼고 남쪽을 바라보고 있다. 

후에 도성 : 수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후에에서 '후에 도성'이라는 말은 3가지 다른 의미로 통용된다. 가장 넓은 의미로, '후에 도성은' 

성벽, 그 안에 있는 모든 건물 그리고 황릉, 신전, 탑, 시장, 항구, 주변 방어 체계 등 수도로서 후에

의 전체 건축을 모두 지칭한다. 즉, 여기에서 '후에 도성'은 수도 자체를 뜻한다. 

조금 더 좁은 의미로 '후에 도성'은 3중으로 이루어진 성벽(도성, 황성, 자금성)과 그 안의 모든 것

들을 의미한다. 황성과 자금성은 도시의 남쪽 중심부에 위치하고, 여기에 주요 궁중 활동이 일어나는 

중요한 건물들이 모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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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도심 형성의 역사

후에에서는 기원전 1,000년 신석기 시대, 철기 시대 유적이 많이 발견되었다. 이들 유적은 남부의 

사 후인 문명과 북부의 바우 쪼 문명의 놀라운 융합을 보여준다. 사 후인 문명은 참족 문화의 전신으

로 생각되며, 바우 쪼 문화와 동 선 문화는 역사적인 시기 면에서 유사점이 많다. 사 후인 문명과 바

우 쪼 문명 유적은 베트남 전역에서 발견된다. 전통 관습과 지역의 생활 방식으로 보아 후에는 고대

부터 다양한 문화가 조우했던 곳으로 생각된다. 

참파 왕국 시절에 투아티엔후에 성은 짜우 오 및 짜우 리 지역으로 분할되어 있었다. 1306년 이 

두 지역이 결혼 선물로 다이 비엣에게 넘어갔는데, 트란 난 통(1225~1440) 재위 시절 후옌 쯔란 공

주가 참파 왕국의 왕 자야 시나파르만 3세와 결혼하면서 이 두 지역을 받은 것이다. 1년 뒤, 1307년 

짠 안 똥 왕이 이 두 지역을 넘겨받으면서, 이름을 각각 투안 성과 호아 성으로 바꾸었다. 이후, 두 

성은 투안 호아라는 하나의 큰 성으로 통합되었다. '후에'라는 말은 지역에서 '호아'를 부르던 발음에

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1687년에 응우옌 가문은 후에를 당 쫑(베트남 남부)의 정치 중심지로 선택했다. 이후, 후에는 떠

이 선 왕조(1802~1819) 설립과 함께 베트남 전체의 수도가 되었다. 

19세기 초에 응우옌 왕조의 초대 황제 자롱(집권 : 1802~1819)은 후에를 베트남 전체의 수도로 

만들기 위해 대규모의 도시 계획과 건설을 단행했다. 자롱 황제의 뒤를 이은 다른 응우옌 왕조의 황

제들, 특히 민망 황제는 후에 도성 제도를 완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45년에 응우옌 왕조의 마지막 황제인 바오 다이 황제가 자리에서 물러난 후, 후에 대신에 사이

공(1945~1975)과 하노이(1945~현재)가 베트남의 정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오늘

날 후에 고도는 베트남에서 중요한 관광과 문화 중심지이다. 

1802년 통일된 베트남의 수도가 된 후에는 1945년까지 응우옌 왕조의 정치뿐만 아니라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였다. 오늘날 후에는 전 세계에서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중요성

이 있는 몇 안되는 고도 중의 하나이다. 

후에 도시계획 원칙

19세기 초, 후에에 베트남의 수도를 건설하면서 응우옌 왕조는 여기에 완전한 도시를 만들고, 흐

엉 강(퍼퓸 강)이 도시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했다. 후에 도성과 왕릉 등 도성 주변에 흩어져 있는 

기념물들은 '도시 시가(詩歌)의 걸작'으로 지칭되며 199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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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벽 : 도성(Citadel), 황성(Imperial City), 자금성(Forbidden Purple City) 

왕궁 : 응우옌 왕정에서 생활과 업무 공간으로 사용했던 수백 개의 건물. 흐엉 강 북쪽에 이러한 

건물이 축조됨. 

황릉 : 도심의 서쪽 구릉지에 황제의 무덤이 축조됨. 자롱 황제릉, 민망 황제릉, 티에우찌 황제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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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과 사당 : 후에 곳곳에 천단(天壇), 문묘(文廟), 혼쩬단, 황제의 극장 등이 있음. 

후에를 수도로 기획하고 건설할 때 건축물들은 동양 철학, 특히 유교 원칙에 따라 일관적으로 배

치되었다. 후에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인 도성은 응우 빈 산을 안산(案山, 풍수지리 원칙에 따르면 

따라 악귀를 막아주는 역할을 함, '황제의 장막'으로 불림)으로 삼고 남쪽을 바라보고 있다. 

후에 도성 : 수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후에에서 '후에 도성'이라는 말은 3가지 다른 의미로 통용된다. 가장 넓은 의미로, '후에 도성은' 

성벽, 그 안에 있는 모든 건물 그리고 황릉, 신전, 탑, 시장, 항구, 주변 방어 체계 등 수도로서 후에

의 전체 건축을 모두 지칭한다. 즉, 여기에서 '후에 도성'은 수도 자체를 뜻한다. 

조금 더 좁은 의미로 '후에 도성'은 3중으로 이루어진 성벽(도성, 황성, 자금성)과 그 안의 모든 것

들을 의미한다. 황성과 자금성은 도시의 남쪽 중심부에 위치하고, 여기에 주요 궁중 활동이 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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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동칸 황제릉, 카이딘 황제릉, 안딘 저택, 끼엔쭝 정자 등 도성 안팍에 있는 오래된 건축물은 

유럽 재료로 교체되었다. 

흐엉 강 북쪽 제방에 연접해 있는 후에 도성은 17~18세기 푸 쑤안 도성의 기초 위에 더 크게 축

조되었다. 북서-남동 중심축은 유지하였고, 응우 빈 산을 안산으로, 꽁 헨, 다 비엔 등 두 섬을 좌청

룡과 우백호로 삼았다. 북서-남동 중심축 이외도 도성에는 남쪽으로 뻗은 축이 하나 더 있다. 이것은 

도성의 깃대탑에서 3km 떨어진 곳에 있는 천단과 도성을 연결하는 축이다. 흐엉 강은 도성을 흐르는 

물길일 뿐만 아니라 도성의 서쪽에 있는 황릉 신전, 남서쪽에 있는 항구, 동쪽에 있는 시장 등을 도

성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도성의 성벽 안에는 황성과 자금성이라는 두 겹의 성벽을 비롯해 다양한 관아, 왕궁, 저택, 사원, 

탑, 학교, 정원, 논밭, 주둔지 등이 있다. 도성 안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운하가 있는데, 이 

운하는 상수, 하수, 교통, 환경적인 조화, 풍수적 요소, 경관적인 목적을 위해 만든 50여 개의 크고 

작은 호수와 연결된다. 이 모든 일이 대부분 자롱 황제와 민망 황제 시기에 완료되었다. 

후에 도성은 건물의 역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i) 황성 및 자금성 : 도성의 남쪽면 가까이 중심축 위에 위치. 도성을 9개의 작은 박스로 분할한

다면, 황성과 자금성은 제일 아래 줄 중심 칸에 위치. 조정과 황실의 주요 활동이 일어났던 

중요한 공간. 

(ii) 도성의 동쪽 지역 : 관아(육조 등), 황실청, 안보위원회, 사료 편찬 사무소, 검열 위원회, 왕립 

학교, 안 단 학교(무관의 자제들에게 무술을 가르치던 학교) 등이 위치. 

(iii) 도성의 서쪽 지역 : 성황(城隍)사, 싸 탁 사원, 암 혼 사원, 린 후 사원, 띠엔 농/띡 디엔 사

원, 시험장, 리 티엔 사원, 천문 사무소, 딴 미에우 사원(19세 후반부터) 등 사원과 기타 관아

가 위치. 

(iv) 도성의 북쪽 지역(북동쪽과 북서쪽) : 띤 땀 호수, 칸 닌 저택, 바오 딘 저택, 투 꽝 정원, 

퉁 마오 정원, 땅 토 정자(황제의 도서관) 등 왕실 정원, 보물, 기타 관아 등이 위치. 

(v) 도성이 북동쪽 : 짠 빈 다이 요새 옆 지역. 투아티엔 구의 고위 관료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

됨. 예전에는 울타리가 있었고, 울타리 안에는 투아티엔 구의 행정책임자, 부책임자, 투아티엔 

구의 군수권 통치자를 위한 세 개의 건물이 있었음. 

도성은 보방식이지만 거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설계된 군사 구조물이다. 도성은 520ha 면적으로 

성벽은 높이 6.6m, 두께 21m, 둘레 10,500m로 톱니바퀴 형태로 축조되었고, 400여 기의 대포로 무

장한 24개의 포대(礮臺)를 갖추고 있다. 형태는 프랑스 보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설계와 축조는 전통 

건축 방식을 따랐다(건축 재료, 좌향, 건축과 자연의 조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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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좁은 의미로 '후에 도성'은 수도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가장 외부의 성벽만을 지칭한다. 

수도 건설의 초석이 놓인 것은 17세기로 응우옌 가문의 역할이 컸다. 1636년에 응우엔 푹 란은 

코친차이나의 수도를 건설하고 호이안에서 들어오는 물자를 받을 탄 하 항구를 지을 곳으로 낌 롱(오

늘날의 후에)를 선택하고, 흐엉 강 근처에 자리를 마련했다. 

이로부터 51년이 지난 1687년 베트남 남부의 5대 지도자 응우옌 푹 타이는 수도를 예전 위치에

서 흐엉 강 하류 쪽으로 5마일 이동한 푸 쑤안 마을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푸 쑤안 수도 건설은 "규

칙에 따라 성벽을 쌓고, 왕궁을 건설하고, 앞에 호수를 만들고, 꽃과 나무를 심는"(The National 

Historiographers’ Office, Dai Nam Thuc luc) 등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찐 가문의 군대가 떠이 선 왕조를 장악했을 때(18세기 말)도 푸 쑤안은 여전히 코친차이나의 수도

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 주요한 건축 행위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나라가 통일되고 응우옌 왕조가 설립되면서(1802), 자롱 황제는 통일된 베트남의 수도로 푸 쑤안

을 선택했다. 수도 건설은 1803년에 시작되어, 자롱 황제 재임 전 기간과 민망 황제(1820~1840) 재

임 기간에 걸쳐 완성되었다. 

자롱 황제는 황성(1804년부터), 바깥 성벽, 건물(1805년부터), 깃대탑(1807년), 도성 성문, 해자와 

방어용 강의 제방 등을 건설했다. 

민망 황제는 황성과 자금성을 재정비(1821년부터)하고 도성의 성벽을 벽돌로 마무리 하였으며 성

문에 망루를 축조하고 도성 내부의 운하(1825)와 해자 건설을 마무리하였다. 또한 바깥 방어용 강을 

건설하였으며 해자와 방어용 강을 건너는 다리를 축조하였다. 더불어 세묘(世廟), 오문(午門) 등 중요

한 기념물도 축조(1833)하였다. 

즉, 후에 도성은 1803년 자롱 황제의 조사 및 입지 선정 등을 거쳐 1805년부터 축조되기 시작했

으며 1837년 민망 황제에 이르러서 완성되었다. 베트남 근대사에서 후에 도성 축조는 아마도 가장 

큰 규모의 토목공사였을 것이다. 후에 도성 축조는 두 황제를 거쳐 32년 동안 지속되었다. 도성 축조

에 수천 명의 인력이 동원되었다. 수백만 큐빅미터의 돌과 흙을 사용하여 해자를 파고, 강을 메웠으

며, 거주민을 이주시키고, 고분을 옮기고, 성벽과 성문을 만들고, 다리를 건설하는 등의 토목공사를 

시행하였다.

티에우찌 황제(집권: 1841~1847)와 뜨득 황제(집권: 1848~1883) 통치 기간 동안 수도 안팍에 건

축물과 왕실 정원이 일부 추가되었다. 응우옌 왕조 초기 4명의 황제가 전통 동양 문화를 반영하는 공

간으로 수도 후에를 완성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칸 황제(집권: 1885~1888)부터 카이딘 황제(집권: 1916~1925)와 바오다이 황제(집권: 

1926~1945) 통치 기간까지 서양 문명의 영향으로 후에 도성 건축 일부에 새로운 재료가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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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우옌 왕조 유산으로서 후에의 의미와 가치(NGUYEN VAN PHUC)

심지어, 동칸 황제릉, 카이딘 황제릉, 안딘 저택, 끼엔쭝 정자 등 도성 안팍에 있는 오래된 건축물은 

유럽 재료로 교체되었다. 

흐엉 강 북쪽 제방에 연접해 있는 후에 도성은 17~18세기 푸 쑤안 도성의 기초 위에 더 크게 축

조되었다. 북서-남동 중심축은 유지하였고, 응우 빈 산을 안산으로, 꽁 헨, 다 비엔 등 두 섬을 좌청

룡과 우백호로 삼았다. 북서-남동 중심축 이외도 도성에는 남쪽으로 뻗은 축이 하나 더 있다. 이것은 

도성의 깃대탑에서 3km 떨어진 곳에 있는 천단과 도성을 연결하는 축이다. 흐엉 강은 도성을 흐르는 

물길일 뿐만 아니라 도성의 서쪽에 있는 황릉 신전, 남서쪽에 있는 항구, 동쪽에 있는 시장 등을 도

성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도성의 성벽 안에는 황성과 자금성이라는 두 겹의 성벽을 비롯해 다양한 관아, 왕궁, 저택, 사원, 

탑, 학교, 정원, 논밭, 주둔지 등이 있다. 도성 안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운하가 있는데, 이 

운하는 상수, 하수, 교통, 환경적인 조화, 풍수적 요소, 경관적인 목적을 위해 만든 50여 개의 크고 

작은 호수와 연결된다. 이 모든 일이 대부분 자롱 황제와 민망 황제 시기에 완료되었다. 

후에 도성은 건물의 역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i) 황성 및 자금성 : 도성의 남쪽면 가까이 중심축 위에 위치. 도성을 9개의 작은 박스로 분할한

다면, 황성과 자금성은 제일 아래 줄 중심 칸에 위치. 조정과 황실의 주요 활동이 일어났던 

중요한 공간. 

(ii) 도성의 동쪽 지역 : 관아(육조 등), 황실청, 안보위원회, 사료 편찬 사무소, 검열 위원회, 왕립 

학교, 안 단 학교(무관의 자제들에게 무술을 가르치던 학교) 등이 위치. 

(iii) 도성의 서쪽 지역 : 성황(城隍)사, 싸 탁 사원, 암 혼 사원, 린 후 사원, 띠엔 농/띡 디엔 사

원, 시험장, 리 티엔 사원, 천문 사무소, 딴 미에우 사원(19세 후반부터) 등 사원과 기타 관아

가 위치. 

(iv) 도성의 북쪽 지역(북동쪽과 북서쪽) : 띤 땀 호수, 칸 닌 저택, 바오 딘 저택, 투 꽝 정원, 

퉁 마오 정원, 땅 토 정자(황제의 도서관) 등 왕실 정원, 보물, 기타 관아 등이 위치. 

(v) 도성이 북동쪽 : 짠 빈 다이 요새 옆 지역. 투아티엔 구의 고위 관료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

됨. 예전에는 울타리가 있었고, 울타리 안에는 투아티엔 구의 행정책임자, 부책임자, 투아티엔 

구의 군수권 통치자를 위한 세 개의 건물이 있었음. 

도성은 보방식이지만 거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설계된 군사 구조물이다. 도성은 520ha 면적으로 

성벽은 높이 6.6m, 두께 21m, 둘레 10,500m로 톱니바퀴 형태로 축조되었고, 400여 기의 대포로 무

장한 24개의 포대(礮臺)를 갖추고 있다. 형태는 프랑스 보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설계와 축조는 전통 

건축 방식을 따랐다(건축 재료, 좌향, 건축과 자연의 조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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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좁은 의미로 '후에 도성'은 수도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가장 외부의 성벽만을 지칭한다. 

수도 건설의 초석이 놓인 것은 17세기로 응우옌 가문의 역할이 컸다. 1636년에 응우엔 푹 란은 

코친차이나의 수도를 건설하고 호이안에서 들어오는 물자를 받을 탄 하 항구를 지을 곳으로 낌 롱(오

늘날의 후에)를 선택하고, 흐엉 강 근처에 자리를 마련했다. 

이로부터 51년이 지난 1687년 베트남 남부의 5대 지도자 응우옌 푹 타이는 수도를 예전 위치에

서 흐엉 강 하류 쪽으로 5마일 이동한 푸 쑤안 마을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푸 쑤안 수도 건설은 "규

칙에 따라 성벽을 쌓고, 왕궁을 건설하고, 앞에 호수를 만들고, 꽃과 나무를 심는"(The National 

Historiographers’ Office, Dai Nam Thuc luc) 등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찐 가문의 군대가 떠이 선 왕조를 장악했을 때(18세기 말)도 푸 쑤안은 여전히 코친차이나의 수도

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 주요한 건축 행위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나라가 통일되고 응우옌 왕조가 설립되면서(1802), 자롱 황제는 통일된 베트남의 수도로 푸 쑤안

을 선택했다. 수도 건설은 1803년에 시작되어, 자롱 황제 재임 전 기간과 민망 황제(1820~1840) 재

임 기간에 걸쳐 완성되었다. 

자롱 황제는 황성(1804년부터), 바깥 성벽, 건물(1805년부터), 깃대탑(1807년), 도성 성문, 해자와 

방어용 강의 제방 등을 건설했다. 

민망 황제는 황성과 자금성을 재정비(1821년부터)하고 도성의 성벽을 벽돌로 마무리 하였으며 성

문에 망루를 축조하고 도성 내부의 운하(1825)와 해자 건설을 마무리하였다. 또한 바깥 방어용 강을 

건설하였으며 해자와 방어용 강을 건너는 다리를 축조하였다. 더불어 세묘(世廟), 오문(午門) 등 중요

한 기념물도 축조(1833)하였다. 

즉, 후에 도성은 1803년 자롱 황제의 조사 및 입지 선정 등을 거쳐 1805년부터 축조되기 시작했

으며 1837년 민망 황제에 이르러서 완성되었다. 베트남 근대사에서 후에 도성 축조는 아마도 가장 

큰 규모의 토목공사였을 것이다. 후에 도성 축조는 두 황제를 거쳐 32년 동안 지속되었다. 도성 축조

에 수천 명의 인력이 동원되었다. 수백만 큐빅미터의 돌과 흙을 사용하여 해자를 파고, 강을 메웠으

며, 거주민을 이주시키고, 고분을 옮기고, 성벽과 성문을 만들고, 다리를 건설하는 등의 토목공사를 

시행하였다.

티에우찌 황제(집권: 1841~1847)와 뜨득 황제(집권: 1848~1883) 통치 기간 동안 수도 안팍에 건

축물과 왕실 정원이 일부 추가되었다. 응우옌 왕조 초기 4명의 황제가 전통 동양 문화를 반영하는 공

간으로 수도 후에를 완성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칸 황제(집권: 1885~1888)부터 카이딘 황제(집권: 1916~1925)와 바오다이 황제(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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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에는 외부의 강과 연결되는 수문(서수문, 동수문)도 두 개 있다. 도성 남쪽 중앙에는 깃대탑

(끼 다이)이 있고, 남서쪽 모서리에는 기상탑(꽌 뜨엉 다이)이 있다. 기상탑은 팔각형의 구조물로 여

덟 방향에 깃발을 꽂고 바람의 방향을 관측했던 곳이다. 

성문 바깥에는 도성과 외부를 이어주는 시설로, 벽돌과 돌로 축조한 다리가 있다. 

▪ 도성의 현황

19세기 말, 후에가 함락되고 난 이후 프랑스 군대는 도성의 동쪽 부분을 장악했다. 그 이후 도성

의 보호관리는 관심을 받지 못했다. 20세기가 시작되고 난 이후, 응우옌 왕조는 움푹 들어간 보루 자

리에 집을 짓고 살 수 있게 허용하기도 했다. 1945년 이후 도성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는 빠르게 증

가했다. 그 후, 베트남전쟁에 따른 군사적인 이유로 성벽 위에 벙커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2012년 통계에 따르면, 도성 보호구역에는 2,548 가구 총 15,000명이 거주한다. 농지로 활용되는 

지역도 많다. 

자연재해와 전쟁의 포화로 많은 건축물이 피해를 입었다. 예를 들어, 여러 차례의 수해로 꽝득 문, 

짠떠이 문, 짠남 문 등이 피해를 입었다. 해자 제방의 80%가 무너졌고, 해자의 깊이가 얕아졌으며, 

석재는 훼손되었다. 

1968년 베트남전쟁 동안 후에 도성은 폭격과 포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당시 짠떠이 문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짠동 문과 동남 문의 망루는 무너졌으며, 성벽의 상당 부분이 훼손되었다. 

이후, 도성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과 인식 부족으로 방치되었다. 이와 동시에 성벽 위와 움푹 들어

간 보루 자리에 거주하는 사람의 숫자는 증가했다. 

1993년 응우옌 왕조의 다른 기념물과 함께 도성이 UNESCO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베트남 정

부의 예산 배분, 다른 국가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 NGO의 도움 등으로 도성 보수복원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열거해 보자면, 깃대탑 복원(1997), 남쪽 해자 제방 복원, 

도성 남동쪽에 거주하던 수백 가구의 이주 등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성문은 보수 또는 복원되었다. 

꽝득 문(2000), 짠박 문(2003~2004), 태논 문(2004), 동남 문(2004), 짠남 문(2004~2005), 떠이박 

문(2006), 떠이남 문(2006~2007), 짠떠이 문(2006-2008), 동박 문(2009), 짠동 문(2009) 등이다. 

▪ 후에 도성의 역사적 가치

후에 도성은 베트남의 마지막 봉건 왕조와 국가 독립을 위한 투쟁을 지켜 본 살아 있는 증거이다. 

후에 도성은 베트남 근대사에서, 왕조시대에 축조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방어 시설이다. 19세기의 

처음 30여 년 동안 많은 인력과 물자를 투자해서 축조했다. 수만 명이 축성이 참여했고 수백만 큐빅 

미터의 돌과 벽돌이 사용되었다. 해자와 운하를 파고, 강을 메우고, 거주민을 이주시키는 데 많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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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롱 황제 통치 기간 후반에 성벽은 흙으로 축조되었으나 이후 흙벽 양쪽에 벽돌을 바르는 방식으

로 변화되어 축조되었다. 성벽 바깥으로는 넓이 8.5m의 통행로와 넓이 30m, 깊이 3~4m의 해자가 

있다(해자의 제방은 산에서 가져 온 돌로 만듬). 이러한 방어체계는 다시 한 번 께 반 강(서쪽), 안 

호아 강(동쪽), 동 바 강(동쪽), 흐엉 강(남쪽) 등으로 보호된다. 11km에 달하는 이러한 물길은 보호

뿐만 아니라 운송의 기능도 한다. 이 중에서 인공 물길(께 반 강, 안 호아 강, 동 바 강)은 7km 이상

을 차지한다. 

후에 도성은 성벽, 성문, 포대, 해자, 다리, 제방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벽과 해자 제방이다. 

▪ 성벽 구조 

520ha 지역을 에워싸는 성벽은 다음과 같은 수치를 보인다. 

성벽은 중간에 흙을 다져 넣는 형식으로 축조되었고 두께가 21m이다. 

성벽은 주로 가로, 세로, 두께가 29cm, 14cm, 6,5cm 인 베트남 전통 벽돌(VO 벽돌)을 사용하여 

축조되었다. 이 벽돌은 품질이 뛰어나 축조한지 200여년이 지났지만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거의 없

다. 이 전통 벽돌은 품질이 뛰어나서 현대식 건물을 축조하는 데 사용해도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전통 모르타르는 석회, 모래, 짚, 식물성 유지 등을 적절한 비율로 배합하여 만든다.(후에기념물보존센

터는 이 배합 비율을 지속적으로 연구, 실험하고 있다). 

▪ 해자 제방 구조 

제방은 밀도가 낮은, 윗면이 1.5m, 아랫면이 2.4m, 높이가 3m인 사다리꼴 모양의 돌을 사용하여 

축조했다. 제방의 제일 바깥쪽 면은 배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모르타르 없이 축조하였다. 기초는 

나무(지름 10cm)와 모래로 보강했다. 

▪ 도성의 성문 

도성에는 남쪽에 4개, 서쪽에 2개, 북쪽에 2개, 동쪽에 2개 등 10개의 성문이 있다. 

이것 이외에, 짠 빈 다이(도성의 북동쪽에 있는 요새, 지역에서는 '작은 아가미 요새'라고 불림) 쪽

에 문이 하나 더 있다. 

구분 길이(전통적인 측정 단위) 길이(미터) 

전체 10,571.28m

남성벽 641 쯔엉 2.724,25m

동성벽 608 쯔엉, 7 트억, 9 탁 2,587.38m

서성벽 625 쯔엉, 6 트억, 8 탁 2,660.03m

북성벽 611 쯔엉, 6 트억, 8 탁 2,599.64m

78



2. 응우옌 왕조 유산으로서 후에의 의미와 가치(NGUYEN VAN PH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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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 후에가 함락되고 난 이후 프랑스 군대는 도성의 동쪽 부분을 장악했다. 그 이후 도성

의 보호관리는 관심을 받지 못했다. 20세기가 시작되고 난 이후, 응우옌 왕조는 움푹 들어간 보루 자

리에 집을 짓고 살 수 있게 허용하기도 했다. 1945년 이후 도성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는 빠르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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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떠이 문, 짠남 문 등이 피해를 입었다. 해자 제방의 80%가 무너졌고, 해자의 깊이가 얕아졌으며, 

석재는 훼손되었다. 

1968년 베트남전쟁 동안 후에 도성은 폭격과 포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당시 짠떠이 문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짠동 문과 동남 문의 망루는 무너졌으며, 성벽의 상당 부분이 훼손되었다. 

이후, 도성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과 인식 부족으로 방치되었다. 이와 동시에 성벽 위와 움푹 들어

간 보루 자리에 거주하는 사람의 숫자는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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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 남동쪽에 거주하던 수백 가구의 이주 등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성문은 보수 또는 복원되었다. 

꽝득 문(2000), 짠박 문(2003~2004), 태논 문(2004), 동남 문(2004), 짠남 문(2004~2005), 떠이박 

문(2006), 떠이남 문(2006~2007), 짠떠이 문(2006-2008), 동박 문(2009), 짠동 문(2009)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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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도성은 성벽, 성문, 포대, 해자, 다리, 제방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벽과 해자 제방이다. 

▪ 성벽 구조 

520ha 지역을 에워싸는 성벽은 다음과 같은 수치를 보인다. 

성벽은 중간에 흙을 다져 넣는 형식으로 축조되었고 두께가 21m이다. 

성벽은 주로 가로, 세로, 두께가 29cm, 14cm, 6,5cm 인 베트남 전통 벽돌(VO 벽돌)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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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이 배합 비율을 지속적으로 연구, 실험하고 있다). 

▪ 해자 제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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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했다. 제방의 제일 바깥쪽 면은 배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모르타르 없이 축조하였다. 기초는 

나무(지름 10cm)와 모래로 보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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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에는 남쪽에 4개, 서쪽에 2개, 북쪽에 2개, 동쪽에 2개 등 10개의 성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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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건축 계획에 따라, 7개 황릉은 도성의 서쪽에 개별적으로 자리한다. 태양이 황제를 상징

하기 때문에, 일몰은 황제의 죽음을 상징한다. 황제는 죽으면 지는 태앙처럼 서쪽으로 가서 낭만적인 

흐엉 강이 흐르는 조용한 구릉지에서 영면한다. 

전통적으로 황릉은 대부분 황제가 권좌에 있을 때 축조되었다. 황릉 축조는 국가 예산과 황제의 

역량을 동원하여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이었다. 황제는 예술적인 장식을 고르고 건축 설계를 승

인하며 정기적으로 공사를 감독했다. 

무엇보다 먼저, 응우옌 왕조의 건축가들은 풍수지리 원칙을 엄수해야 했다. 이것은 예조(禮曹), 천

문관, 기타 관련 관서의 의무였다. 황릉의 영(靈)적인 안정과 황실의 번영이 무덤의 입지, 좌향, 공사 

시작을 위한 길일(吉日) 선택 등에 달려 있었다. 모든 무덤 축조는 강, 산, 호수, 계곡 등과 같은 지리

적인 특성을 반영한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했다.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관의 위치였다. 

황릉 설계의 중심이 되었던 관은 '용의 혈'에 위치해야 했다. 

능숙한 풍수 전문가들은 몇 달 또는 몇 년에 걸쳐 필요한 풍수 요소를 모두 갖춘 입지를 찾았다. 

고대의 풍수지리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와는 관계 없이, 결과적으로는 후에 건축, 특히 황릉 건축에 놀

라운 자연경관을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풍수지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벽 안에 있는 인간이 만든 건축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주

변에 있는 자연 요소도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웅장함과 위대함을 느낄 수 있다. 자롱 황제릉은 규모

가 2,875ha이고 주변 42개 산의 영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티에우찌 황

제릉은 475ha이고 8km 떨어져 있는 산이 악귀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카이딘 황제릉 앞에는 짜우 

애 강이 지그재그로 흐르고 있어, 성수( 聖水)의 역할을 하며, 쫍 붕 산과 낌 손 산은 좌청룡과 우백

호 역할을 한다. 

도성 서쪽 구릉지에 있는 산, 계곡, 호수, 강 등은 거의 모두 황릉 주변환경의 풍수지리적인 요소

로 활용되었다. 자연 요소와 건축 요소는 융합되고 서로 영향을 미쳐 하나의 경관을 만들어냈다. 

여기까지 들으면 황릉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새가 노래하고 꽃이 피고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공원

을 상상할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한 설명을 전체 이야기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깊이 있는 이해

를 위해서는 베트남 황제들이 삶과 죽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들이 영면할 장소에 

만들어 놓은 건축물들 뒤에 인생에 대한 어떤 심도 깊은 철학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상적인 관념에 따르면,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다. 그러므로 무덤은 정지되어 있는 슬픔의 장소가 

아니다. 황릉 축조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1) 매장 장소 : 관이 묻히는 곳이다. 

(2) 사원 공간 : 벽, 삼문, 인사하는 마당, 비각, 사당, 호수, 연못, 정자, 정원 등이 있는 곳으로 

황제가 가끔씩 방문해서 휴식을 취하거나 업무를 봤던 곳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 2의 왕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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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들었다. 도성 축조는 1803년 (자롱 황제 연간) 조사를 시작으로 1837년에(민망 황제 연간) 완

료되었다. 

또한 후에 도성은 1885년 프랑스 침략으로부터 주권을 수호하려던 노력, 응우옌 왕조의 몰락, 

1845년 8월 30일 8월혁명 성공 등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 후에 도성의 군사적 가치

후에 도성은 방어력과 전투력을 갖춘 강력한 군사 시설이다. 

보방 모델은 성벽, 요새, 총안, 성벽 아랫부분을 따라 만든 길, 해자, 경사방벽(glacis) 등을 포함하

는 방어 구조이다. 

후에 도성은 거의 정방형 모양이자만 보방식으로 축조되었다. 보방식 성채는 성벽, 요새, 총안, 성

벽 아랫부분을 따라 만든 길, 해자, 경사방벽 등이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구조물로 별 모양의 

평면을 가진다. 이러한 구조물은 유럽에서 중세와 근대에 매우 위협적인 방어 체계로 기능했다. 응우

옌 왕조 건축가들은 보방식 성채 축조 기술을 베트남 전통 요새 축제에 사용함으로써 강력한 방어 체

계를 탄생시켰다. 

축조 기술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후에 도성은 안정성을 위해서 벽돌 구조물로 축조되었으며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전통적인 축조 기술과 재료를 사용하였다. 흙을 유지하는 성벽, 아치형 구조, 완벽한 

기초 공사 덕분에 자연재해와 역사의 굴곡에도 불구하고 200여 년이 지난 지금, 후에 도성은 여전히 

원래 구조와 구성물을 보유하고 있다. 

다수의 현대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후에 도성은 당시 동남아시아 방어 구조물 중에 가장 크고 

강했다. 19세기 초에 후에를 방문한 프랑스 장교 르 레이는 "후에 도성은 인도차이나에서 진정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비율의 평면을 가졌다. 영국이 축조한 콜카타의 윌리엄 요새나 마드라스의 

성 조지 요새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근대에 군사 산업, 특히 대포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으로 이러한 형식의 방어 시설은 더 이

상 절대적인 방어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지만, 여전히 오늘날 후에 도성은 베트남 축성 기술의 진보

를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다. 

후에 황릉 : 경이로운 유산

응우옌 왕조(1802~1845)에는 13명의 황제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자롱 황제릉, 민망 황제릉, 티

에우찌 황제릉, 뜨득 황제릉, 죽득 황제릉(타인타이 황제와 주이떤 황제의 무덤도 여기에 있다), 동칸 

황제릉, 카이딘 황제릉 등 7개 황릉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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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절대적인 방어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지만, 여전히 오늘날 후에 도성은 베트남 축성 기술의 진보

를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다. 

후에 황릉 : 경이로운 유산

응우옌 왕조(1802~1845)에는 13명의 황제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자롱 황제릉, 민망 황제릉, 티

에우찌 황제릉, 뜨득 황제릉, 죽득 황제릉(타인타이 황제와 주이떤 황제의 무덤도 여기에 있다), 동칸 

황제릉, 카이딘 황제릉 등 7개 황릉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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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후에역사지구의 가치 : 베트남 전통 건축과 외래 영향의 탁월한 조합

예전에는 응우옌 왕조 건축을 중국이나 프랑스 양식의 모방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극단적인 

견해도 있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국가끼리 건축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베트남은 중국의 지배 하에 1,000년 이상(기원전 111~기원후 938) 있었고 프랑스의 지배 하에 80년

(1875~1954)을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프랑스 건축의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하지만 

베트남 건축, 특히 후에 왕실 건축은 독특한 양식과 특징이 있다. 

베트남 건축의 특징

열대기후인 인도차이나반도 국가의 일원으로 베트남 건축은 특징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 건축 재료 : 대나무, 나무, 짚, 돌, 벽돌, 타일, 페인트, 테라코타, 석회 등을 사용한다. 

- 좌향 : 후에의 역사적인 건물은 대게 남향이다. '여자와 결혼하면 남향 집을 지어라'는 속담도 

있다. 남향 건물에서는 겨울에 북동쪽에서 오는 차가운 바람을 피할 수 있고, 여름에 남쪽에

서 오는 신선함 바람을 즐길 수 있다. 

- 건축과 자연의 조화 : 주변 경치를 십분 활용하여 건축물의 심미적 가치를 증대하고, 건축가

의 필요에 따라 자연경관을 조금씩 조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형식의 건축을 '경관 건축'이라고 

한다. 

- 후에 전통 건축물의 장식 문양 : 왕궁, 탑, 황릉 등 후에의 역사적인 건축물을 중국 고대 문

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예를 들어, 4계절(각각 살구, 연꽃, 국화, 버드나무로 표현됨), 4마리의 

성스러운 동물(용, 기린, 거북이, 봉황), 여의주를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두 마리의 용 등이 

있다. 이러한 장식 문양은 건축물의 안팍 그리고 나무, 테라코타, 금속, 천, 종이 등으로 만든 

예술품에서 모두 볼 수 있다. 

베트남 전통적인 건축 원칙 이외에 외국에서 들어온 요소들도 설계와 건축 과정에 반영되었다. 베

트남 건축이, 특히 중국과 프랑스의 지배를 받던 시기에 외래 요소를 받아들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다. 베트남의 문화와 정치 중심지였던 후에도 예외가 아니다. 후에의 건축도 중국과 서양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 중국 건축의 영향

베트남의 문화 활동 전반에서, 특히 후에 건축에서 중국 공자 철학의 영향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

다. 중국 철학의 가장 두드러진 영향은 역경(周易)의 이론, 풍수지리 원리, 장식 문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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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뜨득 황제릉에는 사무실, 숙소, 극장, 강변에 낙시를 할 수 있

는 정자 등이 있다. 황제가 죽으면 후궁들은 황제가 살았을 때 그랬던 것처럼 죽은 황제를 

모시며 여생을 보내야 했다. 동양의 궁궐 전통에 따라 이들의 충성은 의무적인 것이었다. 황

제가 죽으면 그의 무덤이 죽은 황제의 살아 있는 세상이 되었던 것이다. 

후에 황릉 건축은 그것만의 언어가 있고 의미가 있다. 왜 황릉에 복잡한 체계의 왕궁과 공연을 위

한 극장과 후궁이 있는지, 왜 카이딘 황제릉은 내부가 예술품 박물관처럼 생겼는지, 왜 황릉은 '장수', 

'기쁨' 등의 단어로 장식되어 있는지 등을 알려면 심도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황제는 조용하고 편안하게,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다가올 죽음을 기다리며 황릉의 사원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고 바로 옆에 있는, 자신이 묻힐 장소를 아무 걱정이나 슬픔 없이 바라보았다. 황릉은 열

반과 속세를 종합해놓은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후에 황릉에서는 중국의 명십삼릉에서처럼 무서운 그림을 볼 수 없다. 또한 이집트 피라미드가 주

는 중압감에서 느낄 수 있는 왜소함도 느껴지지 않는다. 후에 황릉는 친숙하고 친근한 사진과 같은, 

낭만적인 분위기, 현실과 꿈의 조화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렇게 건축적이고 예술적인 가치가 높은 후에 황릉은 1957년 프랑스에서 발간한 세계의 불가사

의 목록에 포함되었다. 

위와 같은 공통점이 있지만 후에 황릉은 황제의 성격을 반영하는 각각의 예술적인 특성이 있다.

- 자롱 황제릉 : 강함과 평정 

- 민망 황제릉 : 엄숙함과 대칭

- 티에우찌 황제릉 : 자유

- 뜨득 황제릉 : 서정성

- 죽득 황제릉 : 단순함

- 동칸 황제릉 : 섬세함

- 카이딘 황제릉 : 세련됨

사원과 사당 : 후에 도성의 종교적인 흔적

후에 지역에는 천단(황제가 신께 제물을 바치던 곳), 황제의 극장(코끼리와 호랑이가 격투를 하던 

곳), 문묘(유교 학자의 명단이 적힌 32개 비석이 있는 것), 옥 (玉) 그릇 사원(여신께 제사를 지내는 

곳), 기타 알려진 명승 등이 흩어져 있다. 

한때 베트남의 불교 중심지였던 후에에는 오래된 탑이 수십 개에 달한다. 그 중에서 천녀탑(天女

塔)은 조용한 계곡과 외딴 마을에도 세워져 있을 정도로 그 수가 가장 많다. 후에에는 도성 구석구석

에 숨겨진 정원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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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후에역사지구의 가치 : 베트남 전통 건축과 외래 영향의 탁월한 조합

예전에는 응우옌 왕조 건축을 중국이나 프랑스 양식의 모방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극단적인 

견해도 있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국가끼리 건축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베트남은 중국의 지배 하에 1,000년 이상(기원전 111~기원후 938) 있었고 프랑스의 지배 하에 80년

(1875~1954)을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프랑스 건축의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하지만 

베트남 건축, 특히 후에 왕실 건축은 독특한 양식과 특징이 있다. 

베트남 건축의 특징

열대기후인 인도차이나반도 국가의 일원으로 베트남 건축은 특징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 건축 재료 : 대나무, 나무, 짚, 돌, 벽돌, 타일, 페인트, 테라코타, 석회 등을 사용한다. 

- 좌향 : 후에의 역사적인 건물은 대게 남향이다. '여자와 결혼하면 남향 집을 지어라'는 속담도 

있다. 남향 건물에서는 겨울에 북동쪽에서 오는 차가운 바람을 피할 수 있고, 여름에 남쪽에

서 오는 신선함 바람을 즐길 수 있다. 

- 건축과 자연의 조화 : 주변 경치를 십분 활용하여 건축물의 심미적 가치를 증대하고, 건축가

의 필요에 따라 자연경관을 조금씩 조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형식의 건축을 '경관 건축'이라고 

한다. 

- 후에 전통 건축물의 장식 문양 : 왕궁, 탑, 황릉 등 후에의 역사적인 건축물을 중국 고대 문

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예를 들어, 4계절(각각 살구, 연꽃, 국화, 버드나무로 표현됨), 4마리의 

성스러운 동물(용, 기린, 거북이, 봉황), 여의주를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두 마리의 용 등이 

있다. 이러한 장식 문양은 건축물의 안팍 그리고 나무, 테라코타, 금속, 천, 종이 등으로 만든 

예술품에서 모두 볼 수 있다. 

베트남 전통적인 건축 원칙 이외에 외국에서 들어온 요소들도 설계와 건축 과정에 반영되었다. 베

트남 건축이, 특히 중국과 프랑스의 지배를 받던 시기에 외래 요소를 받아들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다. 베트남의 문화와 정치 중심지였던 후에도 예외가 아니다. 후에의 건축도 중국과 서양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 중국 건축의 영향

베트남의 문화 활동 전반에서, 특히 후에 건축에서 중국 공자 철학의 영향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

다. 중국 철학의 가장 두드러진 영향은 역경(周易)의 이론, 풍수지리 원리, 장식 문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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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뜨득 황제릉에는 사무실, 숙소, 극장, 강변에 낙시를 할 수 있

는 정자 등이 있다. 황제가 죽으면 후궁들은 황제가 살았을 때 그랬던 것처럼 죽은 황제를 

모시며 여생을 보내야 했다. 동양의 궁궐 전통에 따라 이들의 충성은 의무적인 것이었다. 황

제가 죽으면 그의 무덤이 죽은 황제의 살아 있는 세상이 되었던 것이다. 

후에 황릉 건축은 그것만의 언어가 있고 의미가 있다. 왜 황릉에 복잡한 체계의 왕궁과 공연을 위

한 극장과 후궁이 있는지, 왜 카이딘 황제릉은 내부가 예술품 박물관처럼 생겼는지, 왜 황릉은 '장수', 

'기쁨' 등의 단어로 장식되어 있는지 등을 알려면 심도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황제는 조용하고 편안하게,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다가올 죽음을 기다리며 황릉의 사원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고 바로 옆에 있는, 자신이 묻힐 장소를 아무 걱정이나 슬픔 없이 바라보았다. 황릉은 열

반과 속세를 종합해놓은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후에 황릉에서는 중국의 명십삼릉에서처럼 무서운 그림을 볼 수 없다. 또한 이집트 피라미드가 주

는 중압감에서 느낄 수 있는 왜소함도 느껴지지 않는다. 후에 황릉는 친숙하고 친근한 사진과 같은, 

낭만적인 분위기, 현실과 꿈의 조화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렇게 건축적이고 예술적인 가치가 높은 후에 황릉은 1957년 프랑스에서 발간한 세계의 불가사

의 목록에 포함되었다. 

위와 같은 공통점이 있지만 후에 황릉은 황제의 성격을 반영하는 각각의 예술적인 특성이 있다.

- 자롱 황제릉 : 강함과 평정 

- 민망 황제릉 : 엄숙함과 대칭

- 티에우찌 황제릉 : 자유

- 뜨득 황제릉 : 서정성

- 죽득 황제릉 : 단순함

- 동칸 황제릉 : 섬세함

- 카이딘 황제릉 : 세련됨

사원과 사당 : 후에 도성의 종교적인 흔적

후에 지역에는 천단(황제가 신께 제물을 바치던 곳), 황제의 극장(코끼리와 호랑이가 격투를 하던 

곳), 문묘(유교 학자의 명단이 적힌 32개 비석이 있는 것), 옥 (玉) 그릇 사원(여신께 제사를 지내는 

곳), 기타 알려진 명승 등이 흩어져 있다. 

한때 베트남의 불교 중심지였던 후에에는 오래된 탑이 수십 개에 달한다. 그 중에서 천녀탑(天女

塔)은 조용한 계곡과 외딴 마을에도 세워져 있을 정도로 그 수가 가장 많다. 후에에는 도성 구석구석

에 숨겨진 정원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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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후에역사지구 보존관리 현황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

현재, 왕궁, 황릉, 사원을 포함하여 세계유산으로서 '후에 기념물 복합지구'의 보존, 관리, 해설은 

모두 국가의 책임이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 

- 응우옌 왕조의 모든 기념물은 성(省)인민위원회의 감독 하에 후에기념물보존센터(HMCC)가 

직접 관리한다. 

- HMCC는 보호구역 설정, 복원 사업 진행, 경관 관리 등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도를 받는다.

- HMCC는  UNESCO 베트남 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UNESCO 세계유산센터의 기술 자문

을 받는다. 

즉, 세계유산으로서 후에 기념물 복합지구의 행정적인 관리 책임은 아래와 같다. 

- 국가 차원의 책임 : 문화체육관광부, 베트남 정부

- 지방 차원의 책임 : 투아티엔후에 인민위원회

- 직접 관리 책임 : HMCC(투아티엔후에 성의 문화체육관광국과 협력) 

후에 기념물 복합지구 보존관리 사업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베트남은 격변의 시기를 맞았고 이로 인해 응우옌 왕조는 1945년 8월 막을 

내렸다. 후에에서는 이후 30년 동안(1945~1975) 전투가 이어졌고, 폭우, 홍수, 폭풍, 폭염, 높은 습

도 등 심각한 기후 문제도 겪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인으로 후에 기념물 복합지구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전체 건축의 50% 가량이 폐허가 되었다. HMCC 통계에 따르면 850개 주요 건축물 중에 현

재 460개가 남아 았는데, 이들의 80%이상이 긴급한 보수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는 후에 기념물의 보수복원을 서둘러 진행했다. 1996년부터 2020년

까지 지속되는 2조 1800억 VND(약 2억 USD) 규모의 장기 계획이 이행되었다. 이 계획은 후에 도

성 구성요소 중 상당수를 포함하여 전체 150여 개의 건축물을 복원하고 재건축하는 것이다. 이 계획

을 진행하는 데, UNESCO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다른 정부, 국제 기구, 개인도 지원을 보냈으며, 

베트남 정부는 이에 감사한다. 

도성과 황릉을 포함한, 후에 기념물 복합지구의 가치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하여 HMCC는 투아티엔

후에 성의 다른 기관과 협력하고 국가문화유산국의 지침을 받아 도성을 포함한 각 기념물의 보호구역 

경계(유산구역, 완충구역)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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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과 풍수지리 : 예전에는 일반 백성과 왕실 모두 벽, 왕궁, 탑, 거주지 등을 축조할 때 입지, 

공사 길일, 좌향, 자연 요소의 활용 등을 결정할 때 역경과 풍수지리 이론을 따랐다. 이것은 주로 풍

수전문가의 일로, 이들은 라 킨(풍수 나침반)을 사용했다. 음양, 오복(五福), 세 가지 풍요 등 후에 건

축물을 짓는 데 많은 동양 철학과 풍수지리 이론이 반영되었다. 후에 도성 축조에도 이러한 고대 철

학이 반영되었다. 도성은 남향으로, 응우 빈 산을 안산으로 삼고 있고, 정화 역할을 하는 흐엉 강에 

있는 두 개의 섬이 좌청룡과 우백호 역할을 한다. 

* 프랑스 건축의 영향

서양 문화는 17세기부터 카톨릭 신부들의 종교 전파에 힘입어 후에를 비롯해 베트남 전역에 들어

왔다. 응우옌 가문 시절(1558~1775) 후에 지역에 몇 개의 성당이 축조되기도 했지만, 서양 건축 양

식이 베트남 건축물에 강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은 응우옌 왕조부터이다. 

엔지니어인 프랑스인 보방(1633~1707)은 군사 건축 전문가로 육군 원수를 역임했으며 프랑스한림

원의 일원이기도 했다. 루이 14세 시절에 보방은 국가 방어를 위한 수백 개의 성과 요새를 축조했다. 

보방은 '요새 도시', '함락할 수 없는 도시' 등으로 불리는 군사 구조물을 만든 사람이다. 떠이 선 왕

조를 장악하고 기사 퓨이마넬, 엔지니어 르브룅 등과 같은 프랑스 군사 건축 전문가와 접촉한 자롱 

황제는 극동의 군주로는 처음으로 보방 모델을 받아 들여 국가의 방어 시설을 축조했다. 사이공 도성

(자딘 도성, 1790), 후에 도성(1805)은 응우옌 가문/왕조가 축조한 가장 중요한 건축물이다. 

후에 도성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후에 기념물 복합지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후에 도성은 역

사, 예술, 건축의 측면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 경관 건축, 유산의 해설 측면에서도 가치

가 크다. 

후에 기념물 복합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을 UNESCO 전문가들은 "후에는, 지금은 사라진 

베트남 봉건 제국이 가장 번성했을 19세기 초의 모습을 보여주는 탁월한 예일 뿐만 아니라, 동양의 

봉건 수도의 탁월한 예이다"라고 평가했다. 

흐엉 강 제방을 따라 있는 건축물들 중에 설계와 입지에 상당한 오류가 있는 예들이 있고 몇몇 기

념물은 보존상태가 불량함(극단적인 기후 현상과 전쟁으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후에의 '경관 건

축'은 잘 보존되어 왔다. UNESCO 사무총장이었던 아마두 마타 음보우가 1981년 후에를 방문했을 

때 후에를 '도시 시가의 걸작'이라고 묘사했다. 후에 기념물은 동양 철학과 베트남 전통에 따라 19세

기 초에 축조되었다. 1993년 등재 시에도 "후에 건축이 자연과 일치를 이루는 모습, 탁월한 건축과 

장식의 아름다움은 베트남 왕궁의 전성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특출난 예이다"라는 평가가 있었다. 후에 

건축은 독특한 특징과 가치를 반영한다. 현재, 베트남 정부와 국제사회가 후에 건축 유산의 보존과 

증진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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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후에역사지구 보존관리 현황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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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국가의 책임이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 

- 응우옌 왕조의 모든 기념물은 성(省)인민위원회의 감독 하에 후에기념물보존센터(HMCC)가 

직접 관리한다. 

- HMCC는 보호구역 설정, 복원 사업 진행, 경관 관리 등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도를 받는다.

- HMCC는  UNESCO 베트남 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UNESCO 세계유산센터의 기술 자문

을 받는다. 

즉, 세계유산으로서 후에 기념물 복합지구의 행정적인 관리 책임은 아래와 같다. 

- 국가 차원의 책임 : 문화체육관광부, 베트남 정부

- 지방 차원의 책임 : 투아티엔후에 인민위원회

- 직접 관리 책임 : HMCC(투아티엔후에 성의 문화체육관광국과 협력) 

후에 기념물 복합지구 보존관리 사업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베트남은 격변의 시기를 맞았고 이로 인해 응우옌 왕조는 1945년 8월 막을 

내렸다. 후에에서는 이후 30년 동안(1945~1975) 전투가 이어졌고, 폭우, 홍수, 폭풍, 폭염, 높은 습

도 등 심각한 기후 문제도 겪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인으로 후에 기념물 복합지구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전체 건축의 50% 가량이 폐허가 되었다. HMCC 통계에 따르면 850개 주요 건축물 중에 현

재 460개가 남아 았는데, 이들의 80%이상이 긴급한 보수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는 후에 기념물의 보수복원을 서둘러 진행했다. 1996년부터 2020년

까지 지속되는 2조 1800억 VND(약 2억 USD) 규모의 장기 계획이 이행되었다. 이 계획은 후에 도

성 구성요소 중 상당수를 포함하여 전체 150여 개의 건축물을 복원하고 재건축하는 것이다. 이 계획

을 진행하는 데, UNESCO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다른 정부, 국제 기구, 개인도 지원을 보냈으며, 

베트남 정부는 이에 감사한다. 

도성과 황릉을 포함한, 후에 기념물 복합지구의 가치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하여 HMCC는 투아티엔

후에 성의 다른 기관과 협력하고 국가문화유산국의 지침을 받아 도성을 포함한 각 기념물의 보호구역 

경계(유산구역, 완충구역)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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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문가의 일로, 이들은 라 킨(풍수 나침반)을 사용했다. 음양, 오복(五福), 세 가지 풍요 등 후에 건

축물을 짓는 데 많은 동양 철학과 풍수지리 이론이 반영되었다. 후에 도성 축조에도 이러한 고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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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에 축조되었다. 1993년 등재 시에도 "후에 건축이 자연과 일치를 이루는 모습, 탁월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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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보존, 복원 분야에서 수십 건의 국가 및 국제 워크숍/회의 개최

- 국내외에서 수십 건의 박물관 전시회 개최 

- 기념물 및 예술품 복원, 연구 및 훈련 교환 등의 분야에서 30여 개 국제 전문 기관과 협력 

- 20여 권의 서적 발간

- 수십 여 개의 궁중음악, 궁중연희, 궁중무용 연구 및 복원; 수십 건의 국내외 전통공연 주관

- 매년 평균 170만 여명의 국내외 관광객 맞이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HMCC는, 2004년 제 2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1993~2004 기간 동

안 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칭송을 받았고, 2006년 베트남 정부로

부터 제 1회 노동메달을 수여받음

▪ 1996년 이후 후에 기념물 복합지구 보존을 위한 행동계획 

베트남 정부는 후에의 가치 보존, 복원, 해설을 위해 1996~2020 장기 계획을 승인했다. 2020년

까지 약 145 개의 보존, 복원, 재생, 해설 프로젝트를 실시했고, 이를 위해 총 7,000억 VND(약 

3,400만 USD)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이 중에는 베트남 정부 예산, 입장료 수입, 국제 사회 지원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도성과 황릉의 복원으로 후에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방문지가 되었다. 1993년부터 2019

년까지 후에를 방문한 방문객은 3,000만명에 달한다(특히, 2019년에는 350만의 방문객이 후에를 찾

았다). 

Ⅴ. 결론

응우옌 왕조 최고의 성취는 UNESCO에 등재된 5개의 문화유산이다. 응우옌 왕조 시절에 축조된 

왕궁, 사원, 능묘, 정원 등을 포함하는 '후에 기념물 복합지구'(1993년 세계유산으로 등재), '냐냑'(베

트남 궁중음악, 2003년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 2009년, 2014년, 2016년 각각 세계기록유산

으로 등재된 응우옌 왕조의 목판, 응우옌 왕조의 궁중 기록, '후에 궁중 건축의 기록물' 등이 그것들

이다. 부단한 노력으로 후에는 고대와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유산의 도시로, 응우옌 왕조의 5개 유산

을 가진 '방문할만 한' 곳이라는 국제적인 이미지를 정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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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민들은 후에 기념물 복합지구를 잘 보존하고 알리는 것이 

이 지역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문화적ž경제적 발전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문화유산의 긍정적인 측면을 깨닫고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는 데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쟁으로 파괴되고 위급한 상태(1981년 UNESCO 사무총장 말했던 것과 같이)에 있던 후에 문화

유산은 안정을 찾았다. 무형유산, 유형유산, 문화경관으로서의 가치는 잘 보존되고 있으며, 후에는 국

내와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방문지가 되었다. 후에를 찾는 방문객의 숫자는 한 해 1백만명이 넘는다. 

강력한 문화 전통을 기반으로, 후에는 1992년부터 문화축제를 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실험적으

로 시작한 행사였으나 점점 발전하여 2000년부터 지금까지는 완전한 축제의 모습으로 열리고 있다. 

1년에 두 번, 국제 축제를 점점 더 큰 규모로 열고 있으며, 예술 기업과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다. 

위에서 말한 베트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과 노력으로 후에 문화유산이 더 잘 보호되고 알

려질 수 있게 되었고 베트남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보존관리 담당 기관 : 후에기념물보존센터

후에기념물보존센터(HMCC)는 투아티엔후에 성 인민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하에, 현장 관리와 유

산 보존에 대한 UNESCO의 지침을 받아 1982년 6월 10일 설립되었다. 

HMCC의 운영진은 센터장 1명(호앙 비엣 쭝)과 부센터장 3명(마이 쑨 민, 판 반 두안, 응우옌 푸

옥 하이 쭝)으로 구성되어 있다. 

HMCC에는 12개 팀, 670명의 직원이 있다. 

▪ 임무

- 1993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후에 기념물 복합지구의 관리, 보호, 해설(도성, 2003년 

UNESCO 세계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등재된 궁중음악, 기념물 복합지구와 관련된 

경관과 주변 환경, 황릉, 사원 등 모두 포함) 

- 역사 연구, 오래된 재료의 보존ž복원ž재생산, 후에 전통 문화의 전시ž해설 

- 후에를 베트남의 문화ž관광 중심지로 만들어 베트남과 전 인류의 문화유산을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

▪ 주요 성과

- 140건이 넘는 건물, 인프라, 경관 보존복원 프로젝트 수행 

- 역사적 보존을 위한 연구 수십 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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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HMCC는, 2004년 제 2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1993~2004 기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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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약 145 개의 보존, 복원, 재생, 해설 프로젝트를 실시했고, 이를 위해 총 7,000억 VND(약 

3,400만 USD)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이 중에는 베트남 정부 예산, 입장료 수입, 국제 사회 지원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도성과 황릉의 복원으로 후에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방문지가 되었다. 1993년부터 2019

년까지 후에를 방문한 방문객은 3,000만명에 달한다(특히, 2019년에는 350만의 방문객이 후에를 찾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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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남 궁중음악, 2003년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 2009년, 2014년, 2016년 각각 세계기록유산

으로 등재된 응우옌 왕조의 목판, 응우옌 왕조의 궁중 기록, '후에 궁중 건축의 기록물' 등이 그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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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80년대 후에 도성 위성 사진

4. 후에 도성 북쪽면 (20세기 초)

5. 1990년대 후에 도성의 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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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19세기 초 후에 도성 그림 

2. 응우옌 왕조 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후에 도성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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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우옌 왕조 유산으로서 후에의 의미와 가치(NGUYEN VAN PHUC)

9. 자롱 황제릉(1대 황제)

10. 민망 황제릉(2대 황제) 

11. 티에우찌 황제릉(3대 황제)

91

2021 오산 독산성 국제학술심포지엄

6. 후에 도성 남쪽 부분과 황성

7. 오문(황성의 정문)

8. 황성 동쪽 부분 항공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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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카이딘 황제릉(12대 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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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Hue Old Capital City, a typically traditional urban architecture of 
Vietnam

Brief on the history of Hue urban area's establishment.

The land of Hue City has made a great number of archaeological finds from the Neolithic Era 
and the Iron Age beginning from 1000 BC. This has created an amazing blending of two different 
old cultures of Sa Huynh Civilization in the South, and Bau Tro Civilization in the North. Sa 
Huynh is a probable precursor of the Cham culture, and Bau Tro and Dong Son have shared many 
similarities in terms of historic timeline, and significance. Many of historical relics of these two 
civilizations have been found widely on the whole of Vietnam. Therefore, from the Ancient History, 
Hue City was considered as the meeting point of a variety of distinctive cultures which is 
obviously manifested by its original traditional customs, and local lifestyles.   

Under the Kingdom of Champa (from 860 to 1693), Thua Thien Hue Province was situated in 
Chau O and Chau Ry. Until 1306, these two territories were presented as a wedding gift for Dai 
Viet under the reign of King Tran Nhan Tong (1225-1440); Princess Huyen Tran was married to 
King of Champa Jaya Sinhavarman III in exchange for the provinces of Chau O and Chau Ry. 
One year later, in 1307, King Tran Anh Tong took over these territories, and changed their names 
into Thuan Province, and Hoa Province. Then, these two provinces were merged into one large 
province called Thuan Hoa (Chinese characters: 順化). The letter “Hue” is probably originated from 
the local pronunciation of the letter”Hoa”.   

In 1687 Hue region was chosen by a Nguyen Lord to be the political center of Dang Trong 
(south of Vietnam). This political center was then turned to be the Capital of the whole country by 
the Tay Son dynasty (1778-1801).

At the beginning of the 19th century, Gia Long (1802-1819), the first Emperor of the Nguyen 
dynasty carried out a large scale planning and new construction, making Hue the Capital of the 
whole country. His successors, especially Emperor Minh Mang, also played an important part in the 
completion of Hue royal architectural system.

After the abdication of Bao Dai, the last Emperor of the Nguyen dynasty in 1945, the role of 
national political center of Hue was taken over by Saigon (1945-1975) and Hanoi (from 1945 
onwards). Nowadays, the Old Capital of Hue has been considered an important tourist and cultural 
center of Vietnam.

Established as the capital of the unified Viet Nam in 1802, Hue city was not only the political 
but also the cultural and religious centre under the Nguyen dynasty (1802-1945) until 1945. Hue is 
one of the few old capital cities of the world that maintains today a cultural heritage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impor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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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on Hue City – The Old Capital of Vietnam 

Today in Vietnam, there are more than 200 cities of different sizes. In terms of history and 
culture however, Hanoi, Ho Chi Minh city (Saigon), and Hue are the most important. Although Hue 
City is much smaller than the former and the latter, it has its own historical and architectural 
qualities.

Hue City is the center of polit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of Thua Thien Hue Province, which 
is approximately 700km far away from Hanoi to the North, and 100km from Ho Chi Minh City to 
the South. Hue City is bordered by Quang Tri Province to the North, Danang City to the South, 
Salavan and Sêkong provinces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to the West, and Eastern Sea 
to the East. The whole area of Thua Thien Hue Province is 5.030 ㎢, and the total population is 
estimated at 1.2 million. The total area of Hue City is 71 ㎢, and the total population is estimated 
at 360,000.     

Hue used to be the Capital of the Nguyen Dynasty, the last royal monarchy in the history of 
Vietnam. Although the city had undergone great sufferings in the period of modern time, it still 
maintains a quite original face of an ancient oriental town, the most visible aspect of which is the 
complex of royal constructions and traditional monuments built in romantic natural landscapes. The 
architecture of the Old Capital of Hue reflects a deeply Vietnamese traditional soul. In 1993, the 
complex of Hue monuments was included in UNESCO list of World Cultural Heritage. Since then, 
Hue - a cultural and tourist center of Vietnam - has become much more attractive to not only 
domestic and international visitors but also historians, architects and cultural resear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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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tadel of Hue – the major component of Hue Old Capital

In Hue, the concept of Hue Citadel is often used with 3 quite different meanings. In the 
broadest sense, this concept refers to the overall architecture of the capital city of Hue, including 
the walls and the entire of architectures inside, the system of royal tombs, temples, pagodas, 
market, even the port and  surrounding defense systems ... It means that the Citadel is equivalent 
to the whole capital. 

More narrow sense, the Hue Citadel refers to the system of architecture which is limited from  
the outer walls of the citadel to the  inside, including 3 circles: the Citadel, Imperial City (or the 
Royal Enclosure), Forbidden Purple City and other architectural structures inside. The Imperial City 
and Forbidden Purple City are located in the centre, near the southern side of the citadel, where 
hold the most important places where major royal activities happened.

And the most narrow sense, a Citadel just means the outermost layer wall providing defense 
functions to the capital of Hue.

The initial bases for the construction of Hue capital was set up from the 17th century with the 
prominent role of Nguyen Lords. In 1636, Lord Nguyen Phuoc Lan selected Kim Long (belonging 
to Kim Long precinct, current Hue City) to build the metropolis of the Cochinchina and to 
construct Thanh Ha Port to receive commodities from Hoi An at once. An urban locating next to 
Huong riverside with clear delineation ideas was done. 

In 1687, after 51 years constructing the metropolis at Kim Long, the fifth Lord of Southern 
Kingdom - Nguyen Phuoc Thai-decided to move the capital to Phu Xuan village that was 5 miles 
from the former location towards the lower river section. The Phu Xuan metropolis construction 
was carried out right after his realization with many activities namely “…heap up the walls, 
construct the palaces, and dig the lakes at the front, and plant flowers and trees with noticeable 
regulations” (The National Historiographers’ Office, Dai Nam Thuc luc). 

During the domination of Trinh’s army to Tay Son dynasty (late 18th century), Phu Xuan was 
still the metropolis of the Cochinchina, then the capital of the independent country. However, almost 
no more considerable construction was found in this period.

Right after the nation’s unity and the establishment of Nguyen dynasty (1802), Emperor Gia 
Long decided to choose Phu Xuan for the capital construction of united Vietnam (renamed as Đai 
Nam from). This work began in 1803, lasted throughout the reign of Emperor Gia Long 
(1802-1820), through most of the reign of Emperor Minh Mang (1820-1840) until its completion.

Emperor Gia Long had the Imperial City (from 1804), the outer walls, concerning architectural 
constructions (from 1805), Flag Tower (1807), the construction of citadel gates, embankments for 
moat and defensive river. 

Emperor Minh Mang had the Imperial City and the Forbidden Purple City rearranged (from 
1821) and continued to complete the construction of the brick walls of the Citadel, buil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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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s for urban planning of Hue Old Capital

On making Hue as the capital of Viet Nam early in the 19th century, the Nguyen Dynasty had 
constructed here a complete urban complex in which the Perfume River took a vital role. The Hue 
citadel and the monuments scattered in the surrounding are, mainly the tombs of the Nguyen 
Dynasty in the Huong (Perfume) river valley upstream of the former capital city, has been cited as 
“a masterpiece of urban poetry” and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1993 by UNESCO.

In Vietnam, after thousands years of founding and safeguarding the nation with various times of 
capital moving, the construction of fortress and fortified city rooted long ago and spent lots of ups 
and downs. Hence, it reflects different identities. Nonetheless, up to now, only the citadel of 
Nguyen Dynasty in Hue city has been relatively well preserved, and recognized as a World 
Heritage.  

In fact, Hue capital city building rooted from the time of Nguyen Lords, but it was Nguyen 
emperors who perfectly constructed the capital in all aspect, from the terrain delineation to the 
urban architectural design.

It can be said that "the landscape architecture" has reached its highest level in Hue in Vietnam 
architectural history. Hue architecture tends to be open. The construction itself is not big, however, 
its ambience is likely to be enlarged by a river, a mountain, a plot of grass. The buildings' 
surrounding geopraphical entities have been fully utilized, supernaturalized to become their dependent 
elements. This has resulted in people awareness for protecting Hue natural poetic environment. The 
natural topographical features of Hue region such as Huong River and Ngu Binh Mount played 
very significant parts in Hue architecture, especially under the monarchy's period.

At present, the main architectural types forming the appearance of the Old Capital of Hue are:

Walls: Citadel, Imperial City, Forbidden Purple City.

Royal palaces: hundreds of buildings where the Nguyen Court worked and lived. Both these 
types of construction were built on northern bank of the Huong River. 

Royal tombs: Emperors' tombs were constructed on a hilly region, west of the city's center.  
There are seven main royal tombs: Gia Long, Minh Mang, Thieu Tri, Tu Duc, 
Duc Duc, Dong Khanh, Khai Dinh. 

Temples and shrines: Located scatterly in Hue region are Nam Giao, Esplanade, Temple of 
Letters, Temple of Military, Hon Chen Temple, Royal Arena.....

During its replanning and construction, the capital city's collection of buildings was placed 
coherently in a way much in accordance with oriental philosophies, especially "the Decree of God" 
of Confucius ideology.  The most important construction, the Hue citadel, faces south, taking Ngu 
Binh Mount as the royal Screen (to prevent evil impacts according to "Feng S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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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ng on the functions of different complexes of architectural constructions, the Citadel of Hue 
could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areas:

(i) The Imperial City-Forbidden Purple City: were located in the central axis, closely to the 
South side of the capital. If we divide the surface of the Capital City into 9 boxes, the 
above area was in the first central box. This used to be the most important area, in which 
main activities of the Court as well as those of the Imperial Family were taken place.

(ii) The East area of the Capital City was where offices, Court mansions such as the Six 
Ministry Offices (6 offices where mandarins from the prime minister, first assessor of a 
minister counselor and honorary minister worked), the Royal Family’s Office, the Security 
Council, the National Historiographers’ Office, the Board of Censorship, the Academy, the 
Royal College (in late period), Anh Danh School (the school that was in charge of training 
martial arts to sons of military mandarins), etc. 

(iii) The West area of the Capital City was where esplanades, temples as well as some other 
offices were placed such as the Do Thanh Hoang Temple, Xa Tac Esplanade, Am Hon 
Esplanade, Linh Huu House, Tien Nong and Tich Dien Esplanade, examination compound, 
Ly Thien House, the astronomical service, and Tan Mieu Temple (from late 19th century).

(iv) The North area of the Capital City (from the Northeast to the Northwest) was for the 
delineation of the royal garden system, treasures and some offices of the Court such as 
Tinh Tam Lake, Khanh Ninh Residence, Bao Dinh Residence, Thu Quang Garden, Thuong 
Mau Garden, Tang Tho Pavilion (the royal library), etc.

(v) The Northeast of the Capital city was next to the Tran Binh Dai Bastion. This area used to 
be reserved for the chief mandarins of Thua Thien District. It had the wall fence, inside of 
which there were three office buildings for the district governor, the commander of the 
provincial army and the vice governor.

The Citadel is a military structure designed in the Vauban style but almost square shaped. The 
citadel covering 520sq. hectares. Its rampart (walls) is 6.6m high, 21m thick and over 10,500m in 
circumference is built in zigzag to provide positions for 24 bastions armed with over 400 cannons. 
Though its shape was influenced by French Vauban style, the Hue citadel was planned and 
constructed in traditional architecture (building materials, building’s direction, the harmony between 
architecture and nature, etc.).

Initially, the rampart was made of earth only until the end of Gia Long’s reign, then it was 
constructed of mallet brick walls on both sides (inside and outside the earthen rampart). 
Surrounding the rampart is the cover way of 8.5 meters wide and the moat (defensive canal) of 30 
meters wide, 3-4 meters deep (with the embankment built of mountain rocks). These systems are 
again surrounded with Ke Van River (to the west), An Hoa River (east), Dong Ba River (east) and 
Huong River (south). The water system of about 11 km in length surrounding the Citadel plays the 
role of not only the protection but also the waterway. The man-made canal accounts for more than 
7 km (Ke Van River, Dong Ba River and An Hoa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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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towers (gazebo) on the gate (1829-1831), completed the Royal Canal within the Citadel (1825) 
and moat system, outside defensive river and the system of bridges over defensive rivers and moats. 
In this year, some other important monuments were built such as The Mieu Temple, the Ngo Mon 
Gate (1833). 

Thus, Hue Citadel was firtsly survey, positioned by Emperor Gia Long from 1803, constructed 
from 1805 and completed in 1837 under the reign of Emperor Minh Mang. In the early modern 
history of Vietnam, the construction of Hue Citadel is probably the most massive work, which 
mobilized to tens of thousands of people involved in the construction, used of millions of cubic 
meters of rock and soil with colossal works: digging moats, filling rivers, relocating of people, 
removing graves, modelling ramparts and gates, building bridges, etc. lasting for 32 years under two 
emperors’reign.

Until the reigns of such emperors as Thieu Tri (1841-1847) and Tu Duc (1848-1883), Hue 
Capital City was added with some more constructions and several royal gardens located inside and 
outside of the capital city. It might be said that the first four Nguyen emperors did create a Hue 
capital city that was complete but could afford to reflect the traditional Oriental culture.

However, from Emperor Dong Khanh’s reign (1885-1888) till other emperors’ periods such as 
Khai Dinh (1916-1925) and Bao Dai (1926-1945), due to the influence of Western civilization, 
some constructions were applied with new kinds of materials. Even the European materials were 
used to replace the old structures located in and out of the capital city, for instance Đonng Khanh 
Tomb, Khai Dinh Tomb, An Dinh Cung Residence, and Kien Trung Pavilion. This diversified the 
architectural appearance of Hue capital city.

Hue Citadel located adjacent to the northern bank of the Huong river, on the old foundation of  
Phu Xuan citadel (in 17th and 18th centuries) was extended to 4 directions and remained on the axis 
of northwest-southeast, in which Ngu Binh Mount is considered as a front screen, two islands of 
Con Hen and Da Vien the two protectors of Left Blue Dragon and Right White Tiger. In addition 
to the main direction of northwest - southeast, Citadel has another one towards the south to link  
the Citadel with the Nam Giao Esplanade (Temple of Heaven), located 3 km south of the Flag 
Tower of the citadel. The Huong river plays the role as not only the water flows across the citadel 
but also a soft axe linking the Citadel, royal tombs, and temples to the west and southwest with 
the system of port, markets etc. to the east.

Inside the Citadel walls, there are 2 interlocking circle of walls known as the Royal Enclosure 
(Imperial City) and the Forbidden Purple City, and a variety of offices of the court, the treasure 
system, additional palaces, residences, temples, pagodas, schools, gardens and rice fields and military 
camps for soldier units, etc. Inside the Citadel there is the Ngu Ha river (Royal Cannal) also 
flowing from the West to the East, connected to a system of more than 50 lakes in various sizes 
for purpose of supplying, drainage, transportation, environmental harmonization and feng shui 
element, creating beautiful scenes for the Citadel. All of these works were mainly completed in the 
period of two emperors Gia Long and Minh 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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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towers (gazebo) on the gate (1829-1831), completed the Royal Canal within the Citadel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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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ituation of the Citadel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fter the fall of Hue Capital, the French troop occupied the 
eastern part of the Citadel. Hence, th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he Citadel became neglect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he Nguyen Dynasty had allowed some families to build 
houses and live in the concave areas of the bastion (demilune or EO Bau in Vietnamese). After 
1945, residents living within the Citadel fast increased. Then due to the military purpose during the 
Vietnam War, some bunkers were built on the upper part of the rampart.

According to the statistics in 2012, there are 2,548 households with the estimated population of 
15,000 people living in the protected zone of the Citadel. Many areas on the upper and Eo Bau 
have been used as agricultural land.

Under the influence of the nature and severity of the war, many constructions were damaged, 
for instance, several terrible floods caused Quang Duc Gate collapsed, Chanh Tay and Chanh Nam 
gates, 80% moat embankment blew off, moat bottom shallow, stones decayed.

In the period from 1975-1994, the During the year 1968 of Vietnam War, Hue Citadel was 
heavily damaged by the bombing and artillery; Chanh Tay Gate was completely destroyed, 
watchtowers on Gates of Chanh Dong and Dong Nam were collapsed, many sections of the rampart 
were damaged. 

Citadel had not been restored or embellished due to the difficulties in national economy and lack 
of awareness. Number of households located on the upper of rampart and in demilunes increased. 

After the recognition of UNESCO for Hue Citadel (an other monuments of Nguyen Dynasty) as 
the World Cultural Heritage in 1993, lots of works of restoration and renovation for Hue Citadel 
have been implemented with the allocation from Vietnam government,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from different countries and NGO. Some major works can be listed such as restoration for 
the Flag Tower (1997), moat embankment of southern rampart embankment and the relocation of 
hundreds of households located on southeastern corner of the Citadel. Most of Citadel gates were 
restored or renovated; Quang Duc Gate (2000), Chanh Bac Gate (2003-2004), The Nhon Gate 
(2004), Dong Nam Gate (2004), Chanh Nam Gate (2004-2005), Tay Bac Gate (2006), Tay Nam 
Gate (2006-2007), Chanh Tay Gate (2006-2008), Dong Bac Gate (2009) and Chanh Dong Gate 
(2009).

Historical value of Hue Citadel

Hue Citadel is a living witness to the reign of the last feudal monarchy of Vietnam and the 
struggle for national liberation. In the history of early modern Vietnam, The Hue citadel is a 
colossal fortification complex, largest and most strongly built in Vietnam’s monarchy. Constructed 
during the first three decades of the 19th century, it called for a lot of mind, materials and toil of 
the whole country. Tens of thousands of people were involved in the construction and millions of 
cubic meters of stones, bricks were used, and a huge amount of work carried out such as moa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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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e Citadel consists of ramparts (walls), gates, bastions, defensive moat, bridges, embankments 
etc. in which the most important part of is the ramparts and embankments.

Rampart structure:

The wall of rampart surrounding the entire area of 520 hectares has the figures as follows

Rampart walls are built with 2 main layers and 1 stepped layer, the middle part is poured with 
ram earth, the total distance from the outer edges of the wall layer is 21m.

The walls are mainly built with VO bricks, a traditional brick in popular size of 29cm x 14cm 
x 6,5cm, which has a very good quality, have spent more than 200 years, but the most of them 
are not degraded (decayed). Some experiments show that these bricks are still good enough for 
building modern works. Traditional mortar for building consists of lime, sand, crushed straw, 
molasses, vegetable oil ... mixed in a proper ratio (mixture ratio has been re-used and continues to 
be studied and experiments by Hue MCC).

Moat embankment structure:

Embankments are constructed with stone rocks of low intensity, trapezium-shaped structure with 
the top of 1.5 m wide, the bottom of 2.4 m wide and the height of 3.0 m. The stones for outside 
layer of embankment are arranged without mortar for easy drainage. Its foundation is reinforced 
with wooden piles (diameter of about 10 cm) and sand cushion.

Gate system of the Citadel:

The Citadel is accessed by 10 gates, including 04 southern gates, 02 western gates, 02 northern 
gates and 02 eastern gates.

Besides, the Citadel has one more gate connecting the Tran Binh Dai (a fortress at the 
northeastern corner of the Citadel, also locally called  Small Fish Gill-shaped bastion.

The Citadel also has two waterways connecting to outside rivers, named Western Sluice-Gate and 
Eastern Sluice-Gate, right in the middle of southern part of the Citadel is the Ky Dai (Flag Tower). 
On the upper part of southwest corner of the Citadel is Quan Tuong Dai (Observatory), a pavilion 
built in octagon in which flags were erected in 8 directions to observe the wind heading.

Outside the gates, there are bridges built of bricks and stone for transportation between the 
Citadel and the outside.

Items Length in traditional measure unit Length in meter
Total perimeter 10,571.28m
Southern wall 641 trượng 2.724,25m
Eastern wall 608 trượng, 7 thước, 9 tấc 2,587.38m
Western wall 625 trượng, 6 thước, 8 tấc 2,660.03m
Northern wall 611 trượng, 6 thước, 8 tấc 2,599.6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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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yal Tombs in Hue, a wonder

The Nguyen Dynasty (1802-1845) had 13 emperors, but for historical reasons, today there are 
only 7 tombs in Hue for such emperors as Gia Long, Minh Mang, Thieu Tri, Tu Duc, Duc Duc 
(the graves of the two emperors Thanh Thai and Duy Tan are also here), Dong Khanh and Khai 
Dinh.

According to the architectural master plan, those 7 tombs lie separately on the western side of 
the capital city. It is factually explained that the sun symbolizes the emperor, the sunset represents 
the king’s death. When they pass away, the emperors go with the sun to the west to rest in peace 
in the quiet hilly area, embellished by the romantic Perfume River.

Traditionally, most of the tombs were built when the emperors were still on the throne. Both the 
government’s budget and the emperor’s ability were mobilized for many years to complete the 
mission. The king initially advanced the artistic motif, approved the architectural design and 
regularly supervised the construction work.

First and foremost, the architects of the Nguyen Dynasty had to comply strictly with the 
principle of Feng-shui. That was the professional duty of the Ministry of Rites, the Astronomic 
Office and some other agencies. The spiritual stability of the tomb, the prosperous future of the 
royal family depended on the location of the burial site, the direction of the tomb and the 
auspicious ground-breaking day. Every tomb had to follow absolutely the regulations closely relating 
to the geomantic features such as river, mountain, lake, and stream. Of particular importance was 
the “casket position” at the central point of the architectural plan which had be located on the 
Dragon Vein.

The most experienced Feng-shui Masters spent months, or even years to locate those sites where 
the required Feng-shui elements had to converge. No matter how that ancient Feng-shui theory 
worked, it really resulted in creating a grand and marvelous natural landscape to architecture of Hue 
in general and for the royal tombs of Hue in particular. 

For a better understanding, one should see not only the man-made structures within the enclosure 
but also the surroundings to fully acknowledge the other related natural geographical elements and 
enjoy its imposingness and greatness. It is little known that the complex of Emperor Gia Long’s 
tomb is 2,875 hectares large and is spiritually guarded by 42 surrounding mountains. The Thieu Tri 
tomb area is 475 hectares, with the mountain functioning as the holy screen, 8km away. In front of 
the Khai Dinh tomb is the Chau E stream flowing zigzag as a “holy water source”; Chop Vung 
and Kim Son mountains serve as “left blue dragon” and “right white tiger”.

Most of the mountains, streams, lakes, rivers in the western hilly area were fully used or 
adjusted, rearranged to fit the Feng-shui background for the tombs. The natural and architectural 
spaces were precisely combined, inserted into each other to help reorganize the general landscape.

Visiting the tombs, one imagines a beautiful park amidst the jungle, full of singing birds, 
blooming flowers, and a flowing stream. But, the above-mentioned is just one facet of the t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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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l digging, river filling, people relocating, etc which lasted more than 30 years, from the start of 
the survey carried out in 1803 (reign of Emperor Gia Long) to its completion in 1837 (the reign of 
Emperor Minh Mang).

Hue Citadel is also the place where happened the struggle to protect the country's sovereignty 
from the French invasion in 1885, witnessed the fall of the Nguyen Dynasty and the victory of the 
August Revolution on the 30th of August, 1945.

Military value of the Hue Citadel:

Hue Citadel is a strong defense system which demonstrating the art of fortifications and the 
perfect military work for fighting.

The Vauban model is a complex of defensive construction which includes ramparts, bastions, 
embrasure, walls of shooting, "berme" (the stretch of land running along the citadel's base), moats, 
"glacis" (the stretch of land linking outer bank of the moat and inner bank of the defesive river).

Hue Citadel has nearly square dimensions, but is structured in Vauban military fortress style. 
This type of fortification is a complex of architectural structures which are closely related each 
other and bear characteristics of highly solid defense, including: ramparts, bastions, embrasure, walls 
of shooting, "berme" (the stretch of land running along the citadel's base), moats, "glacis" (the 
stretch of land linking outher bank of the moat and inner bank of the defesive river) and layout in 
starred-shape. This defensive system proved to be very dangerous and decisive in defense operation 
in the Europe in Medieval - Contemporary period. The then architects in Nguyen Dynasty skillfully 
applied techniques to build a Vauban-styled fortification (star-shape) into Vietnam traditional 
styled-fortress (square-shape) to create a great and solid defense system.

Regarding construction techniques, Hue Citadel is built as a massive brick structure to ensure its 
stability, sustainability with traditional construction techniques and materials. The main types of 
structures: wall structure for retaining earth, arch structure, perfect foundation treatment. So that was 
over 200 years, despite the severity of nature and the ups and down of history, Hue Citadel still  
retains the original elements in structures.

According to many contemporary military experts, Hue Citadel was the biggest and strongest in 
Southeast Asia in that period. At the beginning of the nineteenth century, when visiting Hue, Le 
Rey, a French captain, exclaimed: "Hue Citadel is truly the most beautiful one with the most 
proportioned layout in Indochina, even when comparing with the William fortress in Calcutta and  
Saint Georges fortress in Madrasin which were built by British."

However, in the modern times, with the explosive growth of the military industry, especially 
artillery techniques, this type of defensive fortification has not been longer invincible. Anyhow, Hue 
Citadel still remains a precious heritage, marking a great progress in techniques of fortification 
construction in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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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gious traces in Hue Old Capital: Temples and shrines

Located scatterly in Hue region are the Nam Giao Esplanade (where the emperors offered 
sacrifices to God), Royal Arena (for combats of elephants and tigers), Temple of Literature (with 
32 stone stelae bearing list of doctors), Temple of Jade Cup (dedicated to Goddess) and several 
other well-known beauty spots.

Once the nation’s Buddhist center, Hue boasts dozens of ancient pagodas - the most famous of 
which is the Pagoda of Havenly Lady - scattered through tranquil valleys and remote hamlets. Hue 
is also the city of garden-houses hidden in the quiet corners of the ancient capital.

Ⅲ. Meaning and value of Hue historic district: an excellent blend of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Vietnam and foreign innfluences

Previously, there were some extremist observations on the architecture of the Nguyen Dynasty, 
saying that it was just a copy of Chinese style or French style. In fact, it is normal that mutual 
architectural influences between different countries occur. Furthermore, in its history, Vietnam was 
under the domination of China for more than 1000 years (111BC - 938AD) and France for 80 
years (1875-1954), thus the influences of Chinese and French architecture are unavoidable.  
However, Vietnamese architecture in general and Hue royal construction in particular, has its own 
style and characteristics.

Vietnam national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s one of Indochina peninsula countries which is located in the region of tropical climat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Vietnam can be pointed out as follows

- Building material: Light and locally-made such as bamboo, wood, thatch, stone, brick, tile, 
paint, terrecotta, lime have been used.

- Buildings' direction: Hue historic buildings usually face south, which is in accordance with 
a famed saying "Get married to a woman, build south-facing house". In fact, buildings 
facing south can avoid cold wind from the north east in winter and enjoy fresh wind 
from the south in summer.

- The harmony between architecture and nature: Available sceneries are fully utilized to 
enhance the aesthetic value of constructions, or part of natural landscape would be 
adjusted in accordance with the architects "demands". This type of construction has been 
considered "Landscape Architecture".

- Decorative motifs on Hue traditional architectural structures: Most of Hue historic buildings 
such as royal palaces, pagodas, mausoleums are decorated with Chinese ancient motifs. For 
instance: Four Seasons (represented by apricot, lotus, chrysenthemum, willow), Four Sac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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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 deeper understanding, we should learn more about the emperors’s concept of the worlds of 
the living and the dead, the profound philosophy of life hidden behind the visible objects in their 
final resting places.  

According to the idealistic outlook, death is not the end of life. Thus, the tomb is not just a 
still and sorrowful place. Constructions in each tomb are often arranged in 2 different sections: 

(i)  Burial site: where the casket was buried.

(ii) Temple quarter: wall, triple gate, Salutation Court, Stele House, temples, lakes and ponds, 
pavilions, and gardens, was where the king sometimes came for relaxation and working. 
Thus, it could be considered as the second royal palace. For instance, the tomb of Emperor 
Tu Duc featured an office, accommodation, theater, lakeside fishing pavilion… After the 
king passed away, concubines had to spend the rest of their lives serving him as they had 
when he was still alive. Their loyalty was obligatory as dogmatically regulated by the 
Oriental royal tradition. Obviously, the tomb became a living world of the deceased when 
the emperor passed away. 

The architecture of the royal tombs of Hue has its own language and profound meaning. One 
needs a deep comprehension to understand why there is a complex of palaces for pleasure, theaters 
for art performances and concubines, and why the interior of the Khai Dinh tomb looks like a fine 
arts museum. It also explains why the tombs are decorated with the characters “Longevity” and 
“Joy”. 

The emperor leisurely and calmly waited for the death which would naturally come, enjoyed his 
pleasure in the temple quarter, could see his burial site which is just a thin line away, without any 
worry or sorrow. So it can be said the tomb is a synthesis of nirvana and earthliness.

In these tombs of Hue, ones don’t see the deadly, scary images as in the 13 tombs of the Ming 
dynasty in China, or don’t feel too tiny under the pressure of the heaviness of the Egyptian 
pyramids, but only a friendly, familiar picture, a romantic feeling, a mixture of real life and dream.

Thanks to their special architectural and artistic values, the royal tombs of Hue were included in 
the list of World’s Wonders in “Les Merveilles du Monde” published in 1957 in France.

Apart from the above similarities, each tomb also has its own artistic features in accordance 
with a king’s characters:

- Gia Long tomb: strength and serenity.
- Minh Mang tomb: solemnity and symmetry.
- Thieu Tri tomb: freedom.
- Tu Duc tomb: lyricism.
- Duc Duc tomb: simplicity.
- Dong Khanh tomb: delicacy.
- Khai Dinh tomb: sophist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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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tadel of Hue plays a special role in the Hue monument complex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a Heritage of Humanity. In addition to great significances in history, construction, art 
and military architecture, the Citadel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urban planning, landscape 
architecture of Hue city and in promotion of the value of the monument in tourist activities.

Thus, when Hue monument complex was recognized as a World Heritage, UNESCO experts 
stated “Hue represents an outstanding demonstration of the power of the vanished Vietnamese 
feudal empire at its apogee in the early 19th century; and the complex of Hue monuments is an 
outstanding example of an eastern feudal capital”.

Despite the fact that there are considerable errors in design and position of some new buildings, 
especially those of which are located along the Huong River's banks and the degrading of some 
ancient monuments (due to the local climate extremities and former wars), the Hue "landscape 
architecture" heritage has been well preserved. The city natural enviornment has not been damaged 
as seriously as in other localities in Vietnam and the world. During his trip to Hue in 1981, Mr. 
A.M.M Bow, Former General Secretary of UNESCO regarded Hus as "a masterpiece of urban 
poetry". In 1993, in its Hue monuments... was built at the beginning of the 19th century in line 
with Eastern philosophies and Vietnamese tradition. Its melding with the natural environment, the 
beauty of the exceptional architecture and decorated buildings are a unique reflection of the old 
Vietnamese Empire at its height". Thus, it can be said that Hue architecture has its own 
characteristics and human values. At present, the architecture heritage of Hue is being financially 
invested by Vietnamese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community to be better preserved and 
enhanced.

 

Ⅳ. Situation of management and preservation for Hue historic district

Legal system for heritage management and preservation

At present, the protection, preservation and presentation of the Hue monument complex (World 
Heritage site) including royal palaces, temples and tombs is all under the state manegement in the 
following principles:

- All historic monuments of Nguyen Dynasty are under the direct management of Hue 
Monuments Conservation Centre (HMCC) with the supervision of Provicial People’s 
Committee.

- The HMCC receives the profession guidelines (protection zoning, restoration works, and 
landscaping enhancement) from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The HMCC periodically monitored and technical advised by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via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of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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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s (dragon, griffin, turtle, phoenix), two dragons fighting for a pearl... Such 
decorative motifs can be seen both on interior and exterior decorations of the buildings 
and artifacts made of wood, terracotta, metal, cloth, paper...

Besides the traditional principles, some foreign-integrated architectural elements can be found i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It is natural that Vietnam architecture has absorbed foreign influences, 
especially under Chinese and French periods. Hue - the former cultural and political center of 
Vietnam - is the same. The city's construction more or less has been subject to many foreign 
architectural influences, from both China and the West.

* Chinese architectural influences

In cultural activities in general and in Hue architecture in particular, the influences of Chinese 
Confucius philosophy can be seen clearly. The most visible influence from Chinese philosophies is 
the use of the theory of "Book of Changes", "Feng Shui" and decorative motifs.

The theory of "Book of Changes" and "Feng Shui": For both common people and royal elite 
groups in the old days, when constructing a wall, a palace, a pagoda, a house..., they had to apply 
theory of "Book of Changes" and "Feng shui" such as the choice of building site, good 
construction day, directions, the utilization of natural geographical entities... Normally, these were 
the responsibility of geomancers who would use an instrument called "La Kinh" (geomantic 
compass). Many Eastern philosophies and "Feng Shui" practices were applied to the complex of 
Hue buildings such as theories of "Yin an Yang", "Five Happinesses", "Three Abundances"... This 
application of ancient philosophies can be seen at the construction of Hue Citadel. It faces the 
south, taking Ngu Binh Mount as the Royal Screen. There are two small islands on the Huong 
River "Clear House" playing the roles of Left Dragon and Right Tiger.

* French Architectural Influences

Western culture came to Vietnam in general and to Hue in particular from the 17th century 
through the Catholic bishops' propagation. During the period of the Nguyen Lords (1558-1775) in 
Hue region, some catholic churches were built. However, it was until the period of the Nguyen 
Emperors that many constructions became strongly influenced by Western architectural styles.

Vauban is the name of a French engineer (1633-1707), owing to his expertise in military 
architecture, he was appointed to be Marshal and member of the French Academy in 1699. Under 
Emperor Louis XIV period, Mr. Vauban was in charge of constructing hundreds of strongholds and 
fortresses to defend his country. It was him who created the military construction type called 
"fortified city" or "inalienable city". In Vietnam, after winning over the Tay Son dynasty and 
coming into contact with some French specialist in military construction such as Colonel Oliver de 
Puymanel, engineer Lebrun...Gia Long was the first Emperor in the Far-East who applied the 
Vauban model to the construction of the country's strongholds. For instance: Gia Dinh Citadel 
(1790), Hue Citadel (1805) which is the most important construction of the Nguye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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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basic of its cultural strength, Hue organized experimentally cultural festivals since 1992, 
gradually perfected, from 2000 up to now; international festivals were organized twice a year with 
gradually larger scale which attracted crowded art companies and tourists.

These above policies and effort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Vietnam have been 
being created strong impulses which give Hue Heritage great opportunity to be preserved and 
promoted, deserving one of the most typical heritage sites of Vietnam.

Organization in charge of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the heritage: the Hue Monuments 
Conservation Centre

Hue Monuments Conservation Center was founded on June 10, 1982, directly under the authority 
of TT-Hue Provincial People’s Committee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also with the 
guidance and consultation in conservation and site management from UNESCO.

Its Directorial Board includes 1 director (MA. Hoang Viet Trung) and 03 Vice-Directors (Mr. 
Mai Xuan Minh, Mr. Phan Van Tuan and Mr. Nguyen Phuoc Hai Trung).

The centre comprises of 12 different with 670 staff members in total. 

Its Missions:

- Management, preservation and presentation of values of Hue monument complex (including 
the Citadel and Court Music-UNESCO’s Masterpiece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since 2003, and the landscapes and settings associated to monument complex. 
royal tombs, temples of Nguyen Dynasty)- UNESCO’s World Heritage since 1993, Nha 
Nhac-Vietnamese. 

- Conduct the work of historical research, technical project making, conservation, restoration, 
reproduction of old styled-materials, museology and presentation of Hue traditional cultural 
values.

- Contribute to building Hue city into the country’s cultural and tourist centre, enriching 
cultural properties of the country as well as humanity. 

Some notable achievements since its foundation

- Conservation and restoring over 140 items of buildings, infrastrcutures and landscapes 
associated to monuments.

- Implementing dozens of scientific studies and researches serving the historic preservation.

- Organizing successfully dozens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workshops and conferences 
in fields of history,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 Organizing dozens of museum exhibition and expositions at home and abroad.

- Cooperating and colloborating effectively with over 30 internationally professional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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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ther words, administrative arrangements for monitoring the World heritage in Hue.

- National level responsibilit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 Municipal level responsibility: Thua Thien Hue People’s Committee.

- Direct management and monitoring responsibility.

- In cooperation of management and monitoring: Thua Thien Hue Provincial Department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orks have been done for preservation and presentation for the complex of monuments in Hue

In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many historical upheavals took place in Viet Nam that ended 
with the fall of the Nguyen dynasty in August 1945. Continuously, Hue had witnessed many 
long-lasting fights for over 30 years (1945-1975). This area also suffered from severe climate with 
heavy rains, floods, storms, hot weather and high humidity. These two reasons damaged Hue 
monument complex seriously. Approximately fifty percent of constructions had become ruins. The 
statistics results made by Hue Monuments Conservation Center shows 460 of 850 major buildings 
presently remain with eighty percent units need to be urgently restored. The others are only remains. 

In this situation, the Government of Viet Nam has been accelerated the restoration and 
preservation of Hue monuments. A long-term plan from 1996 to 2020 with the total investment of 
2,180 billionVNDs (equivalent to 200 millions USD) has been carried out to preserve, restore and 
reconstruct over 150 architectural units including many buildings belong to Hue Citadel. In this 
plan, Vietnamese government highly appreciated the role of UNESCO and the great support of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For better protection of heritage values of the monuments complex, including the citadel and 
royal tombs, HMCC in cooperation of relevant bodies in the province and the guidelines of 
National Department for Cultural Heritage, has defined the boundaries of protection zone (core zone 
and buffer zone) for each monument site, especially the Citadel of Hue.

Vietnamese Central Government, local authorities and people deeply realize the important role of 
conservation and presentation of Hue properties in the sustainable cultur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country and regio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has soon realized the incident 
advantages about cultural heritage from there they had appropriate policy as well as great efforts in 
this field. 

Hue Heritage which had been destroyed by war and in urgent state (as in the appeal of UNESCO 
General Director in 1981) was changed to the stable and developed stage. The intangible, tangible and 
landscape values of heritages have been preserved and restored. Hue becomes an attractive site for 
domestic and foreign tourists. About in less than 5 years, the tourists came to Hue monuments are 
over 1 millions people per year (particularly in 2012 is approximately million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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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ther words, administrative arrangements for monitoring the World heritage in H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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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Vietnamese government highly appreciated the role of UNESCO and the great support of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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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e Heritage which had been destroyed by war and in urgent state (as in the appeal of UN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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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and foreign tourists. About in less than 5 years, the tourists came to Hue monuments are 
over 1 millions people per year (particularly in 2012 is approximately million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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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nstitutes in terms of restoration project for monuments and artworks, research and 
training exchange.

- Compiling and publishing over 20 book titles and scientific symposiums.

- Reseaching and revitalizing dozens of piecies of Nha nhac, Royal Theatrical Arts, Royal 
dances; organizing tens of royal and traditional performance trips at home and aborad.

- Welcoming averagely 1.7 million domestic and foreign visitors every year to monument 
sites.

With these oustanding results, Hue MCC was awarded with :

- The congratulation for the excellent works of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heritage 
property of humanity in period 1993-2004 by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in its 
28th session in 2004.

- The First Labour Medal by the Vietnamese State in 2006.

Action Plan for preservation of Hue Monuments Complex since 1996

Government of Việt Nam has approved a long-term plan from 1996 to 2020 to preseve, restore 
and present the monuments’ values. Up to 2020, about 145 items of work for conservation, 
restoration, adaptive reconstruction, presentation have been done with the total budget of 700 billion 
VNDs (approximately 34 milion USDs), including the source allocated from government, income 
from entrance ticket and assistane from international communities.

The restoration of Hue Citadel and royal tombs has enable Hue to become an attractive 
destination for domestic and foreign tourists. In the period of nearly 20 years from 1993 to 2019, 
the tourists came to Hue monuments are about 30 millions pax (particularly in 2019 is 3.5 million). 

Ⅴ. Conclusion

The greatest achievement of the Nguyen Dynasty is the outstanding cultural values represented 
by five UNESCO-recognized heritages. They are the Complex of Hue Monuments including the 
architectural system of palaces, temples, tombs, esplanades which were built up under the Nguyen 
Dynasty (listed as a world cultural heritage site in 1993), “Nha Nhac” (Vietnamese court music) 
which was honoured as represent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n 2003), the Moc ban 
(Wood blocks) of the Nguyen Dynasty, Chau ban (officially Royal records) of the Nguyen Dynasty 
and the “Royal Literature on Hue royal architecture” were all recognized as Documentary Heritage 
by  UNESCO Memory of the World Committee in 2009, 2014 and 2016. With the great effort of 
making an overleap to make Hue City become a heritage city with the crucial principle of 
harmonizing the ancientness, and modernity, enhancing the city’s international image “Hue – one 
destination of five heri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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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anorama photo of the Imperial city and southern part of Hue Citadel

7. Ngo Mon (Southern Gate) – the main entrance to the Imperial City

8. Aerial photo of the eastern part of the Imperial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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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satellite image of the citadel in 1980s

4. The northern side of Hue Citadel
(historic photo in early 20th century)

5. Photo of a bastion of the citadel in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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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Tomb of the 4rd Emperor Tu Duc

13. Tomb of 5th Emperor Duc Duc

14. Tomb of 9th Emperor Dong Kha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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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omb of the first Emperor Gia Long

10. Tomb of the 2nd Emperor Minh Mang

11. Tomb of the 3rd Emperor Thieu 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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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Thien Mu Buddhist Pagoda

19. Nam Giao Royal Esplanade

20. The Mieu (Temple of Generations) inside the Imperial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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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Tomb of 12th Emperor Khai Dinh

16. The Royal Arena (Hổ Quyền)

17. The temple of 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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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Hue historic capital city with the Perfume river

22. Southern part of the Imperial City by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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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성곽도시 자이푸르는 등재기준 (ii), (iv), (vi)로 2019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여기서는 자이

푸르 세계유산 등재의 기반이 된 여러 특성과 가치를 살펴보고, 자이푸르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보존에 어떤 도전과제가 있는지 알아보겠다. OUV 이외에, 자이푸르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에 기여하는 다른 지역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OUV 맥락에서 그리고 지역적인 가치의 맥

락에서 역사도시 경관을 살펴보는 글이 될 것이다.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자이푸르에서 진행된 도시계획을 살펴봄으로써, 자이푸르가 어떻게 풍부

한 문화 자산을 활용해 사람들의 창의성을 부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시의 OUV를 기반으로 지속

적인 발전의 모범을 보여주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또한 도시의 특성과 OUV를 보호관리하기 위

해 도전과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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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유산의 개요와 설명

인도 라자스탄 주의 주도(州都)인 자이푸르는 아라발리산맥 지역, 해발 430m에 위치한다. 자이푸

르는 남아시아의 전통적인 도시계획을 보여주는 특출난 예이다. 자이푸르는 격자모양 계획에 따라 설

계되었으며 남아시아 전통 건축과 힌두교에 기반을 둔 도시계획을 반영하고 있고, 19세기에는 다른 

도시 건설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한다. 사와이 라자 자이싱 2세(집권 : 1700~1743)는 하나의 과제를 

이행하듯이 자이푸르를 건설했다. 대중의 공간과 왕실의 공간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도시 기반시설은 

불과 4년(1727~1731) 만에 완성되었고 거주 공간으로 문을 열었다. 

자이푸르 왕궁과 주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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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s and Values of 
Jaipur World Heritage City

JAIN SHIKHA
Vice President of ICOFORT / 

Director of DRONAH India

[Abstract]

The walled city of Jaipur is recognised for criteria (ii), (iv) and (vi) contributing to its 
Outstanding Universal Value based on which it wa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19. 
This paper outlines the understanding of the range of attributes and values in recognition of Jaipur 
City as World Heritage and the challenges that lie ahead to maintain this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Beyond the OUV, it also examines other local values for long term sustainability of 
the property. In that sense, it will elaborate on the Historic Urban Landscape recommendation in 
understanding both the local and the outstanding value of this site.

Through case studies of conscious heritage planning in the city of Jaipur from 2007-2021, this 
paper informs as to how Jaipur fosters the creativity of its people using its rich cultural 
attributesand its OUV to showcase a model of sustainable development. It also outlines the specific 
challenges that Jaipur is responding in order to maintain and protect its attributes and O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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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벨리, 하벨리 사원, 차우파르에 위치한 시카라(shikhara)가 있는 사원 등 이 시대를 특징짓는 

특정한 건축 유형으로 대표된다. 곡선의 그늘막, 아래 부분이 정방형인 둥근 샤트리(chatri), 뾰족하고 

다엽(多葉) 장식이 있는 아치형 문, 감실(龕室), 라지푸트 족과 무굴제국의 영향을 받은 석회 잘리(jaali) 

등이 이 시기의 건축적 특징들이다. 두 번째 단계는 사와이 람싱 2세 연간이었다. 자이푸르 도시 공

간이 확대되면서 건축 양식에서 식민지배의 영향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반원형 아치, 작

은 페디먼트, 필라스터와 돌 난간 등이 라지푸트 족 전통과 영국 양식이 독특하게 융합된 형태로 도

입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자이푸르 시장 외관이 레몬색 석회에서 붉은색 사암으로 바뀌었고, 이 때

문에 자이푸르에게 '핑크시티'라는 별칭이 붙게 되었다. 마지막 단계는 20세기로 미르자 이스마일이 

총리가 역임할 때로, 이 시기에 자이푸르는 전방위적으로 발달했다. 이 때 아르데코 스타일이 건물에 

영향을 미쳤던 시기다. 이 시기의 변화는 정방형 환풍구가 있는 창과 문, 난간에 난 둥근 구멍, 열주

(列柱)로 된 발코니 등으로 나타난다. 성문 찬드폴과 키샨폴 그리고 트리폴리야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가게 앞의 연속된 베란다도 이 시기에 생긴 것이다. 

유산구역 경계는, 1727년 자이싱 2세 연간 축조된 성벽으로 둘러싸인 자이푸르 도성과 일치한다. 

자이푸르 도성은 약 9개의 정방형 구역으로 나누어지며, 이들 구역은 직각으로 교차하는 직선 도로로 

구획된다. 이 도시는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전체 크기는 709ha이다. 도시를 둘러싼 성벽

에는 9개의 성문이 있으며, 성문을 통해 여러 방향에서 자이푸르로 들어올 수 있다. 도성 안에는 여

러 개의 상징적인 기념물과 사원이 있으며, 두 개의 남북 축은 동서축과 교차하면서 3개의 광장(바디 

차우파르, 초디 차우파르, 람간지 차우파르)를 형성하고, 도시의 전반적인 격자모양 계획을 완성했다. 

주요 도로 간에 형성된 주요 시장이 12개 있다. 

완충구역 경계는 도시계획을 할 때 기준점으로 삼았던, 북쪽의 가네쉬가르, 동쪽의 갈타지 산, 서

쪽의 나하가르와 하스로이, 남쪽의 샨케가르 등 주변 자연지형과 일치하게 설정되어 있다. 유산구역의 

크기는 710ha이며 완충구역의 크기는 2,205ha이다. 

자이푸르 도성에는 남북축과 동서축을 따라, 차우파르와 성문 사이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신

(新)문에서 트리폴리야 문까지 축은 궁궐에서 뻗어 나오는 중심축으로, 이후에 이 곳에 차우라 라스타 

시장이 생겨났다. 

a. 시레 데오디 시장 b. 자우하리 시장 c. 키샨폴 시장 

d. 간가우리 시장 e. 트리폴리야 시장 f. 찬폴 시장 

g. 람간지 시장 h. 수바쉬 초크 시장 i. 차우라 라스타 

바푸 시장, 네루 시장, 산자이 시장 같은 새로운 시장은 독립 이후에 도성의 남쪽 성벽을 따라 형

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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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이후에 자이푸르 도시 공간은 예전보다 훨씬 확장되었지만, 이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은 여전

히, 번성한 시장(bazzar)이 있고 유명한 기념물이 있으며 '핑크도시'라고 널리 알려진 구도심에 있다. 

자이푸르가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살펴보면, 이 탁월한 계획도시가, 산지에 도시를 만들던 과거 전통에

서 벗어나 무역과 상업을 중심으로 하는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고자 했던 자이싱 2세의 통찰력에서 생

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전 수도였던 엠버의 남쪽 평원 모래땅은 새 수도를 건설하기에 완벽했다. 이 곳은 개방적이면서

도 분명한 모양의 격자모양 계획에 따라 도시를 건설하고 대규모의 상업 도로를 낼 수 있는 땅이었

다. 자이싱 2세는 전통적인 도시계획 원리에 무굴제국의 건축 양식을 조합해 무역 도시의 새로운 정

의를 보여줄 수 있는 도시계획을 만들었고, 이 도시계획은 다른 도시들의 모범이 되었다. 자이푸르는 

놀라울 정도로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에 따라 축조되었다. 자이푸르는 인도에서 성곽도시로는 유일

하게 붐비는 전통시장이 있고, 교통 정체가 있는 곳이다.

도시와 도시 주변을 감싸는 성벽 그리고 성문의 축조는 1727년 11월 18일 신께 지내는 제례로 

시작되었다. 이 제례를 진행한 제관은 하트로이 마을에 8비가(bigha, 전통 측량 단위)의 임대료를 내

지 않는 공짜 땅을 받았다. 1729년에 자이푸르로 상인들을 초청하는 편지를 보냈고, 1731년에 여러 

주요 건축물이 축조되었다(고빈 마할, 브라마푸리, 푼드리크지의 바벨리, 야잔샬라, 바달 마할, 라자말 

카 탈라브와 및 라자말 키 하벨리, 잘레브 초크, 람 초크, 파하드간지, 수라지 폴, 람 간지, 마나크 초

크, 쉬브 폴과 찬드 폴 등). 두 개의 남북 축과 동서 축을 만들면서 축이 교차하는 지점마다 분명하

게 구획된 초크(chowk, 두 도로가 만나는 시장 거리)가 만들어지고 차우파르(chaupar, 광장)가 형성

되었다. 이들 교차로에는 후에 '바디 차우파르', '초티 차우파르', '람간지 차우파르'라는 이름이 붙었

다. 전통적으로 차우파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중요한 공공 장소이기도 했지만 도시에 물을 공급하는 

곳이기도 했다. 차우파르 중심에는 지하에 만사가르 강으로 연결된 거대한 저수지가 있었다. 이러한 

19세기 저수지는 사와이 람싱 2세 연간에 수도 배관의 도입과 함께 폐쇄되었다. 오늘날 차우파르에는 

자동차 통행량이 많다. 자동차 통행량은 최소화하고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광장으로 되

돌려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자이푸르 도성 안에 새로운 대중교통 체계가 도입된다면 장

기적으로 가능한 일일 것이다. 

18세기에 편지를 통해 초청된 상인들은 도시 정착을 위한 특별 혜택과 함께 목 좋은 자리도 배정

받았다. 이들안 땅도 공짜로 받고 세금 감면도 받았다. 중요한 교통로 위에 있던 자이푸르는 교역과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로 인해 인도 전역에서 더 많은 공예 장인과 상인이 모여들었다. 중심 도

로에 하벨리(haveli, 저택)를 가진 부유한 상인들 이외에도,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쵸크리

(chowkri, 도시 구역)에 모여 사는 도예가, 가정용품 제작자, 석공, 건축업자, 가죽 가공업자, 보석상, 

상아 조각가, 유기 그릇 제작자, 직조공, 염색공, 자수공 등도 있었다. 

18세기부터 21세기까지 자이푸르 시장의 외관은 여러 다양한 건축 양식이 더해지면서 발전했다. 

시간 순서로 볼 때, 세 단계의 진화 과정을 거쳤다. 첫 번째 단계는 자이싱 2세 연간이었던 18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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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도시 자이푸르의 의미와 가치(JAIN SHIKHA)

로, 하벨리, 하벨리 사원, 차우파르에 위치한 시카라(shikhara)가 있는 사원 등 이 시대를 특징짓는 

특정한 건축 유형으로 대표된다. 곡선의 그늘막, 아래 부분이 정방형인 둥근 샤트리(chatri), 뾰족하고 

다엽(多葉) 장식이 있는 아치형 문, 감실(龕室), 라지푸트 족과 무굴제국의 영향을 받은 석회 잘리(jaali) 

등이 이 시기의 건축적 특징들이다. 두 번째 단계는 사와이 람싱 2세 연간이었다. 자이푸르 도시 공

간이 확대되면서 건축 양식에서 식민지배의 영향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반원형 아치, 작

은 페디먼트, 필라스터와 돌 난간 등이 라지푸트 족 전통과 영국 양식이 독특하게 융합된 형태로 도

입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자이푸르 시장 외관이 레몬색 석회에서 붉은색 사암으로 바뀌었고, 이 때

문에 자이푸르에게 '핑크시티'라는 별칭이 붙게 되었다. 마지막 단계는 20세기로 미르자 이스마일이 

총리가 역임할 때로, 이 시기에 자이푸르는 전방위적으로 발달했다. 이 때 아르데코 스타일이 건물에 

영향을 미쳤던 시기다. 이 시기의 변화는 정방형 환풍구가 있는 창과 문, 난간에 난 둥근 구멍, 열주

(列柱)로 된 발코니 등으로 나타난다. 성문 찬드폴과 키샨폴 그리고 트리폴리야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가게 앞의 연속된 베란다도 이 시기에 생긴 것이다. 

유산구역 경계는, 1727년 자이싱 2세 연간 축조된 성벽으로 둘러싸인 자이푸르 도성과 일치한다. 

자이푸르 도성은 약 9개의 정방형 구역으로 나누어지며, 이들 구역은 직각으로 교차하는 직선 도로로 

구획된다. 이 도시는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전체 크기는 709ha이다. 도시를 둘러싼 성벽

에는 9개의 성문이 있으며, 성문을 통해 여러 방향에서 자이푸르로 들어올 수 있다. 도성 안에는 여

러 개의 상징적인 기념물과 사원이 있으며, 두 개의 남북 축은 동서축과 교차하면서 3개의 광장(바디 

차우파르, 초디 차우파르, 람간지 차우파르)를 형성하고, 도시의 전반적인 격자모양 계획을 완성했다. 

주요 도로 간에 형성된 주요 시장이 12개 있다. 

완충구역 경계는 도시계획을 할 때 기준점으로 삼았던, 북쪽의 가네쉬가르, 동쪽의 갈타지 산, 서

쪽의 나하가르와 하스로이, 남쪽의 샨케가르 등 주변 자연지형과 일치하게 설정되어 있다. 유산구역의 

크기는 710ha이며 완충구역의 크기는 2,205ha이다. 

자이푸르 도성에는 남북축과 동서축을 따라, 차우파르와 성문 사이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신

(新)문에서 트리폴리야 문까지 축은 궁궐에서 뻗어 나오는 중심축으로, 이후에 이 곳에 차우라 라스타 

시장이 생겨났다. 

a. 시레 데오디 시장 b. 자우하리 시장 c. 키샨폴 시장 

d. 간가우리 시장 e. 트리폴리야 시장 f. 찬폴 시장 

g. 람간지 시장 h. 수바쉬 초크 시장 i. 차우라 라스타 

바푸 시장, 네루 시장, 산자이 시장 같은 새로운 시장은 독립 이후에 도성의 남쪽 성벽을 따라 형

성되었다.

127

2021 오산 독산성 국제학술심포지엄

독립 이후에 자이푸르 도시 공간은 예전보다 훨씬 확장되었지만, 이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은 여전

히, 번성한 시장(bazzar)이 있고 유명한 기념물이 있으며 '핑크도시'라고 널리 알려진 구도심에 있다. 

자이푸르가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살펴보면, 이 탁월한 계획도시가, 산지에 도시를 만들던 과거 전통에

서 벗어나 무역과 상업을 중심으로 하는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고자 했던 자이싱 2세의 통찰력에서 생

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전 수도였던 엠버의 남쪽 평원 모래땅은 새 수도를 건설하기에 완벽했다. 이 곳은 개방적이면서

도 분명한 모양의 격자모양 계획에 따라 도시를 건설하고 대규모의 상업 도로를 낼 수 있는 땅이었

다. 자이싱 2세는 전통적인 도시계획 원리에 무굴제국의 건축 양식을 조합해 무역 도시의 새로운 정

의를 보여줄 수 있는 도시계획을 만들었고, 이 도시계획은 다른 도시들의 모범이 되었다. 자이푸르는 

놀라울 정도로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에 따라 축조되었다. 자이푸르는 인도에서 성곽도시로는 유일

하게 붐비는 전통시장이 있고, 교통 정체가 있는 곳이다.

도시와 도시 주변을 감싸는 성벽 그리고 성문의 축조는 1727년 11월 18일 신께 지내는 제례로 

시작되었다. 이 제례를 진행한 제관은 하트로이 마을에 8비가(bigha, 전통 측량 단위)의 임대료를 내

지 않는 공짜 땅을 받았다. 1729년에 자이푸르로 상인들을 초청하는 편지를 보냈고, 1731년에 여러 

주요 건축물이 축조되었다(고빈 마할, 브라마푸리, 푼드리크지의 바벨리, 야잔샬라, 바달 마할, 라자말 

카 탈라브와 및 라자말 키 하벨리, 잘레브 초크, 람 초크, 파하드간지, 수라지 폴, 람 간지, 마나크 초

크, 쉬브 폴과 찬드 폴 등). 두 개의 남북 축과 동서 축을 만들면서 축이 교차하는 지점마다 분명하

게 구획된 초크(chowk, 두 도로가 만나는 시장 거리)가 만들어지고 차우파르(chaupar, 광장)가 형성

되었다. 이들 교차로에는 후에 '바디 차우파르', '초티 차우파르', '람간지 차우파르'라는 이름이 붙었

다. 전통적으로 차우파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중요한 공공 장소이기도 했지만 도시에 물을 공급하는 

곳이기도 했다. 차우파르 중심에는 지하에 만사가르 강으로 연결된 거대한 저수지가 있었다. 이러한 

19세기 저수지는 사와이 람싱 2세 연간에 수도 배관의 도입과 함께 폐쇄되었다. 오늘날 차우파르에는 

자동차 통행량이 많다. 자동차 통행량은 최소화하고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광장으로 되

돌려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자이푸르 도성 안에 새로운 대중교통 체계가 도입된다면 장

기적으로 가능한 일일 것이다. 

18세기에 편지를 통해 초청된 상인들은 도시 정착을 위한 특별 혜택과 함께 목 좋은 자리도 배정

받았다. 이들안 땅도 공짜로 받고 세금 감면도 받았다. 중요한 교통로 위에 있던 자이푸르는 교역과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로 인해 인도 전역에서 더 많은 공예 장인과 상인이 모여들었다. 중심 도

로에 하벨리(haveli, 저택)를 가진 부유한 상인들 이외에도,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쵸크리

(chowkri, 도시 구역)에 모여 사는 도예가, 가정용품 제작자, 석공, 건축업자, 가죽 가공업자, 보석상, 

상아 조각가, 유기 그릇 제작자, 직조공, 염색공, 자수공 등도 있었다. 

18세기부터 21세기까지 자이푸르 시장의 외관은 여러 다양한 건축 양식이 더해지면서 발전했다. 

시간 순서로 볼 때, 세 단계의 진화 과정을 거쳤다. 첫 번째 단계는 자이싱 2세 연간이었던 18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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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푸르의 하벨리(인도 북부에 중세 귀족들이 살던 저택을 지칭)는 마당이 하나 있는 것에서부터 

여러 개 있는 것까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하벨리는 마당이 하나 또는 두 개가 있다. 하지만 하벨리 

주인의 위상이 높아지거나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면 하벨리의 면적이 커지거나 마당 수가 늘어났기 때

문에, 자이푸르에 있는 하벨리는 마당이 하나 있는 것에서부터 일곱 개 있는 것까지 다양하다. 하발

리의 위치와 형식은 주인의 사회, 정치, 경제적 위상, 즉 카스트, 직업, 통치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달

라진다. 이는 엄청나게 큰 면적에 여러 개의 정원을 갖춘, 초티 차우파르에 위치한 현재 사무실과 학

교로 쓰이고 있는 나가세스의 나타니 하벨리, 트리폴리야 시장에 있는 나왑 키 하벨리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통치자를 모셨던 귀족들의 사용하던 하벨리는 그보다 낮은 계급의 작은 하벨리와 확실히 차

이가 난다. 어떤 하벨리에는 특별한 날 통치자가 방문하기도 했다. 

자이푸르는 다양한 하벨리 유형과 함께, 하벨리 사원, 하벨리 정원 등 하벨리를 변형한 건축물들도 

보여준다. 이들 건축물은 현재 대부분 소유주가 있으며, 일부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호텔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방치되어온, 보존 조치가 필요한 하벨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차

우파르, 시장, 하벨리 이외에도 도시계획, 성문, 성벽, 광장, 상징적인 공공 건물, 공예기술 등 세계유

산으로서 자우파르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기여하는 다른 특성도 있다. 

트리폴리야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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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도시 자이푸르의 의미와 가치(JAIN SHIKHA)

각각의 등재기준에 기여한 특성은 아래와 같다. 

관련 OUV 측면 등재기준 특성 

전통 규범을 주어진 자연환경에 
통합한 18세기 도시계획 

(iv) 도시 계획 

a. 비례하는 크기의 도로를 갖춘 격자모양 계획, 
차우파르(광장) 3개, 초크리(가로세로 800m 
크기의 정방형 구획) 9개

b. 도시의 범위를 결정하는 성벽과 성문 9개

지역의 라지푸트 족 전통과 
무굴제국의 양식 그리고 
19~20세기의 영국 식민시대 
영향과 아르데코 양식 등의 
혼합으로 탄생한 통일된 도시 
유형과 도시 외관. 그리고 각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 유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념물의 존재

(ii) 도시 유형 

a. 9개 시장의 외관이 18~20세기 동안 존재했던 
서로 다른 양식을 보여줌(동일한 색상, 통일된 
건축 외관) 

b.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점포들의 건축 유형 

c. 시장과 차우파르에 있는 하벨리와 하벨리 사원

d. 상징적인 건물(고빈 데브 지 사원, 탈카토라, 
왕궁, 잔트르 만타르, 하와 마할, 이사르 라트, 
비드한 사바, 시타람 만디르, 락스미 나라얀 
만디르, 무를리 마노하르 사원, 칼리타 사원, 
라자스탄예술학교, 인드 호텔) 

e. 중심 시장으로부터 안쪽 길로 이어지는 문

시장에 활기를 불어놓고 
무역도시로서 자이푸르의 
정체성을 증거하는, 18세기에 
번성했던 36개 산업의 
연속선상에 있는 살아있는 전통과 
예술품 

(vi), 
(iv), (ii)

공예품 거리, 도매 시장 

- 18세기 이래 번성하고 있는, 장인들이 존재하는 
공예 거리 

- 귀금속을 파는 조리 시장, 주방집기를 파는 
트리폴리야 시장, 향신료를 파는 키샨폴 시장 등 
18 세기 이래 전통 공예품을 팔고 있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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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OUV 특성

자이푸르 도성은 등재기준 (ii), (iv), (vi)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다음은 OUV 기술문에 포

함된 자이푸르 도성의 가치이다. 

등재기준 (ii) : 자이푸르는 중세 후기에 일어난, 사상의 융합과 교류를 증언하는 도시계획 및 건축

의 모범적 발전 사례이다. 고대 힌두교, 무굴제국, 그리고 오늘날 서양의 사상이 교류한 결과 자이푸

르의 도시 맞춤형의 공간배치가 마련되었다. 라자 자이싱 2세는 전 세계 여러 도시의 도시계획을 철

저히 분석한 후 최종적인 공간배치를 결정했다고 한다. 그는 서구 세계에 널리 퍼져 있던 격자모양 

계획을 따랐지만 무굴제국의 도시와 동등하게 보이려는 욕구가 더해져 자이푸르를 통해 번영하는 무

역 및 상업 중심지라는 신개념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자이푸르의 도시 계획은 훗날 인접한 셰카

와티지역을 비롯하여 서부 인도의 다른 도시들에서도 표준으로 삼게 되었다. 

등재기준 (iv) : 정연한 격자 형식의 구조를 가진 자이푸르는 기존의 중세도시와는 확연하게 다른 

시도를 보여준다. 넓은 거리, 직각의 교차로, 건물·궁전·하벨리·사원·정원 등의 건물을 위한 정해진 부

지, 카스트와 직업에 따른 거주지 등이 이를 보여준다. 국가는 주요 도로에 놓인 시장, 점포, 하벨리, 

사원 등의 건축을 주도했고 이 덕분에 자이푸르는 일관된 거리 외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자이푸르의 

도시계획은 주변 지형에 대한 독특한 응답의 결과로서, 고대 인도의 건축 규범으로부터 무굴제국의 

건축, 그리고 현대의 세계적인 도시계획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상이 융합되었고, 마침내 다른 어떤 것

과도 비교하기 힘든 규모와 웅대함으로 당대 최고의 기념비적 도시 형태를 조성했다. 격자모양 계획

은 도시 계획의 역사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된 것이긴 하지만, 계획적 무역 도시에 기념비적 규모로 적

용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독특한 도시 형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인도 아대륙 전체의 도시계획 역

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이다. 건축 및 도시 형태가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역 기능과 공예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덕분이며, 이는 이 혁신적인 중세 도시 거주지의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등재기준 (vi) : 역사적으로 자이푸르에는 36가지 산업이 번성했다고 알려졌는데 그 중 대다수는 

보석 원석이나 랙 장신구, 돌 조각상, 세밀화 등과 같은 공예품 관련 산업이다. 자이푸르에는 공예 기

술별로 거리와 시장이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 중 몇몇은 아직까지 존재한다.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았

던 19세기 동안 영국에서 특별 전시회가 여러 차례 열리고, 라자스탄예술학교, 앨버트홀박물관 등과 

같은 여러 기관이 설립되면서, 자이푸르의 공예품은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20~21세기 동안 길드라

는 지역 전통이 계속되는 한편, 공예 전문 공식 교육기관과 정부 및 민간의 정책과 프로그램이 진행

된 덕분에 자이푸르의 공예는 국내외적으로 더 유명해졌다. 현재 11종의 공예기술이 지속되고 있고, 

대대로 전승된 건축 기술은 도시의 보수복원 작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자이푸르 출신의 유명한 

장인들은 인도의 여러 도시에서 역사적 건축물들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일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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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라지푸트 족 전통과 
무굴제국의 양식 그리고 
19~20세기의 영국 식민시대 
영향과 아르데코 양식 등의 
혼합으로 탄생한 통일된 도시 
유형과 도시 외관. 그리고 각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 유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념물의 존재

(ii) 도시 유형 

a. 9개 시장의 외관이 18~20세기 동안 존재했던 
서로 다른 양식을 보여줌(동일한 색상, 통일된 
건축 외관) 

b.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점포들의 건축 유형 

c. 시장과 차우파르에 있는 하벨리와 하벨리 사원

d. 상징적인 건물(고빈 데브 지 사원, 탈카토라, 
왕궁, 잔트르 만타르, 하와 마할, 이사르 라트, 
비드한 사바, 시타람 만디르, 락스미 나라얀 
만디르, 무를리 마노하르 사원, 칼리타 사원, 
라자스탄예술학교, 인드 호텔) 

e. 중심 시장으로부터 안쪽 길로 이어지는 문

시장에 활기를 불어놓고 
무역도시로서 자이푸르의 
정체성을 증거하는, 18세기에 
번성했던 36개 산업의 
연속선상에 있는 살아있는 전통과 
예술품 

(vi), 
(iv), (ii)

공예품 거리, 도매 시장 

- 18세기 이래 번성하고 있는, 장인들이 존재하는 
공예 거리 

- 귀금속을 파는 조리 시장, 주방집기를 파는 
트리폴리야 시장, 향신료를 파는 키샨폴 시장 등 
18 세기 이래 전통 공예품을 팔고 있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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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OUV 특성

자이푸르 도성은 등재기준 (ii), (iv), (vi)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다음은 OUV 기술문에 포

함된 자이푸르 도성의 가치이다. 

등재기준 (ii) : 자이푸르는 중세 후기에 일어난, 사상의 융합과 교류를 증언하는 도시계획 및 건축

의 모범적 발전 사례이다. 고대 힌두교, 무굴제국, 그리고 오늘날 서양의 사상이 교류한 결과 자이푸

르의 도시 맞춤형의 공간배치가 마련되었다. 라자 자이싱 2세는 전 세계 여러 도시의 도시계획을 철

저히 분석한 후 최종적인 공간배치를 결정했다고 한다. 그는 서구 세계에 널리 퍼져 있던 격자모양 

계획을 따랐지만 무굴제국의 도시와 동등하게 보이려는 욕구가 더해져 자이푸르를 통해 번영하는 무

역 및 상업 중심지라는 신개념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자이푸르의 도시 계획은 훗날 인접한 셰카

와티지역을 비롯하여 서부 인도의 다른 도시들에서도 표준으로 삼게 되었다. 

등재기준 (iv) : 정연한 격자 형식의 구조를 가진 자이푸르는 기존의 중세도시와는 확연하게 다른 

시도를 보여준다. 넓은 거리, 직각의 교차로, 건물·궁전·하벨리·사원·정원 등의 건물을 위한 정해진 부

지, 카스트와 직업에 따른 거주지 등이 이를 보여준다. 국가는 주요 도로에 놓인 시장, 점포, 하벨리, 

사원 등의 건축을 주도했고 이 덕분에 자이푸르는 일관된 거리 외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자이푸르의 

도시계획은 주변 지형에 대한 독특한 응답의 결과로서, 고대 인도의 건축 규범으로부터 무굴제국의 

건축, 그리고 현대의 세계적인 도시계획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상이 융합되었고, 마침내 다른 어떤 것

과도 비교하기 힘든 규모와 웅대함으로 당대 최고의 기념비적 도시 형태를 조성했다. 격자모양 계획

은 도시 계획의 역사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된 것이긴 하지만, 계획적 무역 도시에 기념비적 규모로 적

용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독특한 도시 형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인도 아대륙 전체의 도시계획 역

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이다. 건축 및 도시 형태가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역 기능과 공예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덕분이며, 이는 이 혁신적인 중세 도시 거주지의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등재기준 (vi) : 역사적으로 자이푸르에는 36가지 산업이 번성했다고 알려졌는데 그 중 대다수는 

보석 원석이나 랙 장신구, 돌 조각상, 세밀화 등과 같은 공예품 관련 산업이다. 자이푸르에는 공예 기

술별로 거리와 시장이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 중 몇몇은 아직까지 존재한다.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았

던 19세기 동안 영국에서 특별 전시회가 여러 차례 열리고, 라자스탄예술학교, 앨버트홀박물관 등과 

같은 여러 기관이 설립되면서, 자이푸르의 공예품은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20~21세기 동안 길드라

는 지역 전통이 계속되는 한편, 공예 전문 공식 교육기관과 정부 및 민간의 정책과 프로그램이 진행

된 덕분에 자이푸르의 공예는 국내외적으로 더 유명해졌다. 현재 11종의 공예기술이 지속되고 있고, 

대대로 전승된 건축 기술은 도시의 보수복원 작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자이푸르 출신의 유명한 

장인들은 인도의 여러 도시에서 역사적 건축물들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일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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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도시 자이푸르의 의미와 가치(JAIN SHIKHA)

자이푸르는 천문 기술, 역사적 가치, 독특한 도시 유형, 인도의 미래지향적인 18세기 도시계획 등

을 보여주는 유산이다. 동서양의 도시계획 요소들이 융합되면서 도시가 변형되어 갔고, 이는 남아시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무역과 상업 도시'의 도시경관을 탄생시켰다. 무역도시로 기획된 자이푸르의 

주요 대로는 시장으로 설계되었고, 이들 시장은 아직까지 도시를 대표하는 명물로 남아 있다. 도로의 

교차로에 대중을 위한 큰 광장으로 설계된 차우파르는 자이푸르를 대표하는 또 다른 특징이다. 마당

이 여러 개 있는 하벨리나 하벨리 사원도 마찬가지다. 또한 고빈 데브 지 사원, 왕궁, 잔타르 만타르, 

하와 마할 등 상징적인 기념물들은 당시 예술과 건축 기술의 절정을 보여준다. 

공예기술 특성(등재기준 vi) 표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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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도시 자이푸르의 의미와 가치(JAIN SHIKHA)

자이푸르는 천문 기술, 역사적 가치, 독특한 도시 유형, 인도의 미래지향적인 18세기 도시계획 등

을 보여주는 유산이다. 동서양의 도시계획 요소들이 융합되면서 도시가 변형되어 갔고, 이는 남아시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무역과 상업 도시'의 도시경관을 탄생시켰다. 무역도시로 기획된 자이푸르의 

주요 대로는 시장으로 설계되었고, 이들 시장은 아직까지 도시를 대표하는 명물로 남아 있다. 도로의 

교차로에 대중을 위한 큰 광장으로 설계된 차우파르는 자이푸르를 대표하는 또 다른 특징이다. 마당

이 여러 개 있는 하벨리나 하벨리 사원도 마찬가지다. 또한 고빈 데브 지 사원, 왕궁, 잔타르 만타르, 

하와 마할 등 상징적인 기념물들은 당시 예술과 건축 기술의 절정을 보여준다. 

공예기술 특성(등재기준 vi) 표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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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도시 자이푸르의 의미와 가치(JAIN SHIKHA)

이전에는 일부 변형이 있기는 했지만 2007년 이후로 시장은 모두 원래의 외관을 유지하고 있다. 

차우라 시장, 트리폴리야 시장, 조리 시장 등에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시장에 있는 모든 건물의 

외관을 보존하는 사업이 이행됨에 따라, 이들 세 시장은 보존 상태가 좋다. 또한 구조적 결함을 보이

는 건축물의 보존 및 특정 하벨리 외관에 대한 보존처리 조치도 이루어졌다. 

Ⅵ. 세계유산 자이푸르의 가치 관리

자이푸르 OUV 기술문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 있다. 

"지방자치단체법(2009, 수정안)과 자이푸르건축법규(1970)는 건축행위를 통제하며 자이푸르의 도

시 성격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 이들 법 덕분에 자이푸르 시장의 원래 건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자이푸르종합계획(2025)에 따르면, 도성 안은 특별 문화재구역으로 문화재구역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구체적으로 마련된 문화재관리계획과 책임 있는 정부기관이 만든 보고서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특별

구역문화유산계획의 마련과 이행을 통해 보존 조치를 실행하고 보존상태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행위 규제 지침과 다른 조치들은 자이푸르의 법적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 그리고 모든 OUV 

특성의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 

자이푸르문화유산관리계획(2007)은 자이푸르 문화유산에 대한 전망을 제공한다. 이 계획은 자이푸

르종합계획(2025)에 의해 법제화되었다(첨부 II.i 참고). 세계유산 자이푸르는 자이푸르종합계획(2025), 

특히 섹션 2(U1 지역 개발계획)에 나와 있는 지침에 따라 관리될 것이다. 자이푸르 도성은 개발계획

에 따르면 문화유산 특별 구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는 자이푸르문화유산관리계획(2007)의 전망과도 

일치한다. 자이푸르문화유산관리계획은 여러 단계를 거쳐 이행되어 왔고 다른 여러 계획과도 일치하

기 때문에, 모든 OUV 특성을 보호할 실행계획을 갖춘 종합적인 관리 전략을 만든다면 그것은 자이

푸르문화유산관리계획을 확장한 형태가 될 것이다. 

모든 OUV 특성을 보존하기 위해, 그리고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 조치와 의사결정 체계를 마

련하기 위해서 관리체계 확장과 개선은 필요하다. 관리체계에는 구체적인 모니터링 계획과 종합적인 

해설 및 활용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이푸르종합계획(2025)에서는 이미 자이푸르 도성을 위한 특별구역문화유산계획의 필요성을 제기

하고 있다. 자이푸르의 세계유산 지위 유지를 위해서 특별구역문화유산계획은 꼭 필요한 조치이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모든 유산은 OUV의 보호, 보존, 관리를 위해 관리계획이 있어야 한다. 자이

푸르 등재 당시에도 등재 지역을 위한 관리 전략이 제시되었다. 이 관리 전략은 실행계획 형태로 자

이푸르문화유산관리계획(2007)의 부속문서로 제출되었다. 하지만 라자스탄 주 정부는 이 실행계획을, 

자이푸르 가치 보존관리를 위한 주요한 도구가 될 특별구역문화유산계획(2025)에 통합하겠다는 의지

를 밝혔다. 현재 특별구역문화유산계획은 준비 중이고 2022년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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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푸르의 도시계획의 요소 그리고 건축적 요소는 18~20세기에 구상된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 

건축 재료도 석회와 석재로, 대부분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 왕실 건축물과 대중 공간은 대부분 현대

적인 요구에 맞춰 모두가 방문할 수 있는 장소로 쓰이고 있고, 점포, 사원, 민가 등은 대부분 애초에 

계획했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도성 안에 있는 건축물들은 보존 상태가 좋다. 성문, 성

벽, 주요 상징적인 건축물, 시장 등이 원형을 유지하면서 자이푸르는 전반적으로 원래의 도시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고빈 데브 지 수호신과 다른 신들을 모시는 제례는 대중 축제와 의례를 통해 오늘날

까지 전승됨으로써 자이푸르의 무형유산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Ⅲ. 보존역사

국제적인 관광지이자 독특한 도시계획을 구현하고 있는 자이푸르는 많은 연구자, 학자, 도시설계자

들에게 매력적인 방문지이며, 이로 인해 도시의 보존과 유지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자이푸르는 인도 도시 중에 처음으로 도시 차원의 문화유산관리계획(2007)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후에 자이푸르종합계획(2025)에 통합되었고, 인도 도시계획부로부터 모범사례로 인정받기도 했다. 

2013~2014 동안 진행된, 시장을 위한 도시 보존 프로그램은 인도에서 상을 받았으며, 남아 있는 9개 

시장과 라자스탄예술학교를 비롯한 상징적인 건축물에 대한 보존 조치가 현재 자이푸르스마트시티 공

사(公社)에 의해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단체법(2009, 수정안)과 자이푸르건축법규(1970)는 2019년까지 건축행위를 통제하며 자

이푸르의 도시 성격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 이들 법 덕분에 자이푸르 시장의 원래 건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들 법에 덧붙여, 자이푸르는 개별 시장의 특성을 존중하는 건축행위 통제 지침을 만들

었다. 잔타르 만타르와 함께 하와 마할, 왕궁, 잘레브 초크, 시청 등 주요한 도시 기념물은 현장관리

계획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현장관리계획도 자이푸르종합계획의 일부분이다(INTACH, 2015, “Jaipur 

Heritage Management Plan” in Compendium of Good Practices, Urban Heritage in Indian 

Cities by NIUA, p. 20-25, New Delhi, NIUA, 2015).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자이푸르는 건축재

료, 색깔, 분위기, 위치 면에서 진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자와할랄 네루 도시재생계획 하에서 자이푸르 주요 시장에 대한 재생사업이 이행되었다. 이들 시

장 재생사업은 인도 도시계획부의 자금지원을 일부 받아 진행하였다. 또한 종합적인 도시교통계획도 

마련되었다. 자이푸르 도시교통계획에서는 주차장을 둔 지하철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시장 

3개에 대한 보존 사업, 내부 도로에 문화유산 길 공사, 주요 시장 도로 보수 공사, 1개 지하철 노선 

개통 등의 사업을 인도 도시계획부의 자금 지원을 일부 받아 진행하였다(DRONAH (2013), 

Detailed Project Report for Urban Revitalisation of Walled City of Jaipur, Prepared under 

JnNU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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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일부 변형이 있기는 했지만 2007년 이후로 시장은 모두 원래의 외관을 유지하고 있다. 

차우라 시장, 트리폴리야 시장, 조리 시장 등에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시장에 있는 모든 건물의 

외관을 보존하는 사업이 이행됨에 따라, 이들 세 시장은 보존 상태가 좋다. 또한 구조적 결함을 보이

는 건축물의 보존 및 특정 하벨리 외관에 대한 보존처리 조치도 이루어졌다. 

Ⅵ. 세계유산 자이푸르의 가치 관리

자이푸르 OUV 기술문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 있다. 

"지방자치단체법(2009, 수정안)과 자이푸르건축법규(1970)는 건축행위를 통제하며 자이푸르의 도

시 성격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 이들 법 덕분에 자이푸르 시장의 원래 건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자이푸르종합계획(2025)에 따르면, 도성 안은 특별 문화재구역으로 문화재구역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구체적으로 마련된 문화재관리계획과 책임 있는 정부기관이 만든 보고서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특별

구역문화유산계획의 마련과 이행을 통해 보존 조치를 실행하고 보존상태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행위 규제 지침과 다른 조치들은 자이푸르의 법적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 그리고 모든 OUV 

특성의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 

자이푸르문화유산관리계획(2007)은 자이푸르 문화유산에 대한 전망을 제공한다. 이 계획은 자이푸

르종합계획(2025)에 의해 법제화되었다(첨부 II.i 참고). 세계유산 자이푸르는 자이푸르종합계획(2025), 

특히 섹션 2(U1 지역 개발계획)에 나와 있는 지침에 따라 관리될 것이다. 자이푸르 도성은 개발계획

에 따르면 문화유산 특별 구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는 자이푸르문화유산관리계획(2007)의 전망과도 

일치한다. 자이푸르문화유산관리계획은 여러 단계를 거쳐 이행되어 왔고 다른 여러 계획과도 일치하

기 때문에, 모든 OUV 특성을 보호할 실행계획을 갖춘 종합적인 관리 전략을 만든다면 그것은 자이

푸르문화유산관리계획을 확장한 형태가 될 것이다. 

모든 OUV 특성을 보존하기 위해, 그리고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 조치와 의사결정 체계를 마

련하기 위해서 관리체계 확장과 개선은 필요하다. 관리체계에는 구체적인 모니터링 계획과 종합적인 

해설 및 활용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이푸르종합계획(2025)에서는 이미 자이푸르 도성을 위한 특별구역문화유산계획의 필요성을 제기

하고 있다. 자이푸르의 세계유산 지위 유지를 위해서 특별구역문화유산계획은 꼭 필요한 조치이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모든 유산은 OUV의 보호, 보존, 관리를 위해 관리계획이 있어야 한다. 자이

푸르 등재 당시에도 등재 지역을 위한 관리 전략이 제시되었다. 이 관리 전략은 실행계획 형태로 자

이푸르문화유산관리계획(2007)의 부속문서로 제출되었다. 하지만 라자스탄 주 정부는 이 실행계획을, 

자이푸르 가치 보존관리를 위한 주요한 도구가 될 특별구역문화유산계획(2025)에 통합하겠다는 의지

를 밝혔다. 현재 특별구역문화유산계획은 준비 중이고 2022년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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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푸르의 도시계획의 요소 그리고 건축적 요소는 18~20세기에 구상된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 

건축 재료도 석회와 석재로, 대부분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 왕실 건축물과 대중 공간은 대부분 현대

적인 요구에 맞춰 모두가 방문할 수 있는 장소로 쓰이고 있고, 점포, 사원, 민가 등은 대부분 애초에 

계획했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도성 안에 있는 건축물들은 보존 상태가 좋다. 성문, 성

벽, 주요 상징적인 건축물, 시장 등이 원형을 유지하면서 자이푸르는 전반적으로 원래의 도시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고빈 데브 지 수호신과 다른 신들을 모시는 제례는 대중 축제와 의례를 통해 오늘날

까지 전승됨으로써 자이푸르의 무형유산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Ⅲ. 보존역사

국제적인 관광지이자 독특한 도시계획을 구현하고 있는 자이푸르는 많은 연구자, 학자, 도시설계자

들에게 매력적인 방문지이며, 이로 인해 도시의 보존과 유지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자이푸르는 인도 도시 중에 처음으로 도시 차원의 문화유산관리계획(2007)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후에 자이푸르종합계획(2025)에 통합되었고, 인도 도시계획부로부터 모범사례로 인정받기도 했다. 

2013~2014 동안 진행된, 시장을 위한 도시 보존 프로그램은 인도에서 상을 받았으며, 남아 있는 9개 

시장과 라자스탄예술학교를 비롯한 상징적인 건축물에 대한 보존 조치가 현재 자이푸르스마트시티 공

사(公社)에 의해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단체법(2009, 수정안)과 자이푸르건축법규(1970)는 2019년까지 건축행위를 통제하며 자

이푸르의 도시 성격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 이들 법 덕분에 자이푸르 시장의 원래 건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들 법에 덧붙여, 자이푸르는 개별 시장의 특성을 존중하는 건축행위 통제 지침을 만들

었다. 잔타르 만타르와 함께 하와 마할, 왕궁, 잘레브 초크, 시청 등 주요한 도시 기념물은 현장관리

계획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현장관리계획도 자이푸르종합계획의 일부분이다(INTACH, 2015, “Jaipur 

Heritage Management Plan” in Compendium of Good Practices, Urban Heritage in Indian 

Cities by NIUA, p. 20-25, New Delhi, NIUA, 2015).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자이푸르는 건축재

료, 색깔, 분위기, 위치 면에서 진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자와할랄 네루 도시재생계획 하에서 자이푸르 주요 시장에 대한 재생사업이 이행되었다. 이들 시

장 재생사업은 인도 도시계획부의 자금지원을 일부 받아 진행하였다. 또한 종합적인 도시교통계획도 

마련되었다. 자이푸르 도시교통계획에서는 주차장을 둔 지하철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시장 

3개에 대한 보존 사업, 내부 도로에 문화유산 길 공사, 주요 시장 도로 보수 공사, 1개 지하철 노선 

개통 등의 사업을 인도 도시계획부의 자금 지원을 일부 받아 진행하였다(DRONAH (2013), 

Detailed Project Report for Urban Revitalisation of Walled City of Jaipur, Prepared under 

JnNU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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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post-independence Jaipur has extended much beyond into a modern sprawling settlement, 
Jaipur’s cultural identity is still embedded in its living, historic core with thriving bazzars and 
landmark monuments of this world famous pink city. Looking back to the origin of Jaipur, we 
realise that the genesis of this uniquely planned city was Sawai Jai Singh’s vision of the new 
capital as a move away from the previous conventional Rajput hill towns to a planned city based 
on trade and commerce. 

The sandy site on the plains south of the earlier capital of Amber served as an ideal land for 
the Jaipur Plan. The site facilitated an open, clear iron grid framework for the city with commercial 
streets of monumental scale. Jai Singh’s vision was translated into a city plan that integrated 
traditional planning guidelines with contemporary Mughal architectural vocabulary and showcased a 
political will to define new concepts for a trade city that became a model for town planning. The 
city was built with extraordinary foresight and futuristic planning. It is one of the only 18th century 
walled city in India till date where the busy historic bazaars can still cater the present day 
pressures of vehicular traffic.

The building of the city and its surrounding walls and gates was started with due propitiatory 
rites on 18th November, 1727; the astrologer priest who conducted these ceremonies was granted 
eight bighas of rent free land in Hathroi village. In 1729 merchants were invited through 
despatched letters and by 1732, the construction of Govind Mahal, Brahmapuri, Haveli of Pundrikji, 
Yajanshala (near Saraswati Kund), Badal Mahal, Rajamal Ka Talab and Rajamal ki Haveli, Jaleb 
Chowk, Ram Chowk, Pahadganj, Suraj Pol, Ram Ganj, Manak Chowk, Shiv Pol and Chand Pol 
were complete. Marking of the two North South axes and the East West Axes was completed with 
clearly defined square public Chowks at each crossing, later named as Badi Chaupar (Manek 
Chowk), Choti Chaupar and Ramganj Chaupar. Historically, the Chaupars not only served as 
important community spaces but also housed the main water source for the city with huge 
underground reservoirs in the centre linked to the Mansagar lake. These water reservoirs were 
closed up during the period of Sawai Ram Singh II in the 19th century with introduction of piped 
water supply in the city. Today, these Chaupars have become major hubs of traffic and require to 
be restored to their original glory as pedestrian plazas with minimum vehicular traffic. Possibly with 
new public transportation systems within the walled city of Jaipur, this may be a feasible option in 
long term.

The merchants invited through dispatched letters in the 18th century were given special incentives 
and prime location to settle in the city. They were given free land and given remissions and 
concessions on taxes. Located on important route, Jaipur thus became a vibrant centre for trade and 
commerce that fuelled its growth further, housing large numbers of artisans, craftsmen and 
merchants from distant parts of India. Besides the rich merchants with Havelis on the main streets, 
there were potters, utensil makers, stone carvers, building craftsmen and builders, leather workers 
and tanners, jewellers and precious stone cutters, ivory carvers, brass ware manufacturers, 
enamellers; weavers, dyers and embroiderers; who settled in local neighbourhoods known as 
chowkris occupied by families pursuing similar trade or 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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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s and Values of Jaipur World Heritage City

Ⅰ. Introduction and Description
Ⅱ. Attributes for World Heritage Inscription
Ⅲ. Conservation History
Ⅳ. Management of Attributes and Values of Jaipur City

Ⅰ. Introduction and Description

Jaipur city, the capital of Rajasthan state in India is located amidst the Aravalli hill ranges at an 
altitude of approximately 430 meters above mean sea level. The city is an exceptional urban 
example of indigenous city planning in South Asia. It was conceived and developed in a single 
phase with a grid-iron model and principles of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town planning based on 
Hindu religious belief systems, that later became a trendsetter for many 19th century towns of India. 
Built under the patronage of Sawai Raja Jai Singh II (rule 1700 – 1743 CE), a project approach 
was taken towards the city construction and most of the city infrastructure as well as public and 
royal spaces were completed within a span of four years, from 1727 – 1731 CE and the city was 
thrown open for habitation.

Aerial View of City Palace Jaipur and surrou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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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post-independence Jaipur has extended much beyond into a modern sprawling settlement, 
Jaipur’s cultural identity is still embedded in its living, historic core with thriving bazzars and 
landmark monuments of this world famous pink city. Looking back to the origin of Jaipur, we 
realise that the genesis of this uniquely planned city was Sawai Jai Singh’s vision of the new 
capital as a move away from the previous conventional Rajput hill towns to a planned city based 
on trade and commerce. 

The sandy site on the plains south of the earlier capital of Amber served as an ideal land for 
the Jaipur Plan. The site facilitated an open, clear iron grid framework for the city with commercial 
streets of monumental scale. Jai Singh’s vision was translated into a city plan that integrated 
traditional planning guidelines with contemporary Mughal architectural vocabulary and showcased a 
political will to define new concepts for a trade city that became a model for town planning. The 
city was built with extraordinary foresight and futuristic planning. It is one of the only 18th century 
walled city in India till date where the busy historic bazaars can still cater the present day 
pressures of vehicular traffic.

The building of the city and its surrounding walls and gates was started with due propitiatory 
rites on 18th November, 1727; the astrologer priest who conducted these ceremonies was granted 
eight bighas of rent free land in Hathroi village. In 1729 merchants were invited through 
despatched letters and by 1732, the construction of Govind Mahal, Brahmapuri, Haveli of Pundr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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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and Description

Jaipur city, the capital of Rajasthan state in India is located amidst the Aravalli hill ranges at an 
altitude of approximately 430 meters above mean sea level. The city is an exceptional urban 
example of indigenous city planning in South Asia. It was conceived and developed in a single 
phase with a grid-iron model and principles of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town planning based on 
Hindu religious belief systems, that later became a trendsetter for many 19th century towns of India. 
Built under the patronage of Sawai Raja Jai Singh II (rule 1700 – 1743 CE), a project approach 
was taken towards the city construction and most of the city infrastructure as well as public and 
royal spaces were completed within a span of four years, from 1727 – 1731 CE and the city was 
thrown open for habitation.

Aerial View of City Palace Jaipur and surrou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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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er bazzars such as Bapu Bazzar, Nehru Bazzar and Sanjay Bazzar have developed post 
independence along the southern wall of the city.

The Haveli (term used for medieval north Indian mansions belonging to nobles) of Jaipur ranges 
from a single courtyard house to an assemblage of multiple courts. Majority of the havelis have 
one or two courtyards. However, an increase in the status of the owner or in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resulted in an increase in either the scale of the haveli or the number of courtyards. In 
Jaipur, the number of courtyards in a haveli may vary from one to seven. The location and the 
type of haveli were determined by the owner’s social, political and financial conditions that is, the 
caste, occupation and relation with the ruler. This can be observed in the lavishly sprawled multi 
court havelis such as the Natani Haveli of nagarseth at Chhoti Chaupar which is currently 
functioning as an office and school, or the Nawab ki Haveli in Tripoliya Bazaar. Havelis belonging 
to nobles who served the Rajput rulers are clearly distinguishable from smaller houses of the 
subordinates and common people in the by lanes. Some havelis were even visited by the ruler on 
special occasions. 

Jaipur showcases a wide variety of haveli typology along with interesting variations of this type 
into haveli-temples and haveli-gardens. Most of these are still retained by the current owners, few 
being judiciously used as heritage hotels. There is however, an increasing concern for the remaining 
historic havelis that are neglected due to lack of funds and require conservation. Beyond the 
Chaupars, Bazzars and Havelis, there are additionally several other attributes such as the City Plan, 
Gates and Walls, Chaupars and Public Squares, iconic public buildings and crafts that contribute to 
the criteria and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Jaipur City.

View of the Tripoliya Bazzar in Jaip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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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course of time from 18th to 21st century, the facades of Jaipur Bazaars show distinct 
stylistic layers of growth and development. On the basis of chronological evolution, three phases are 
clearly visible: The first phase from 18th century under patronage of Sawai Jai Singh II is 
discernible through architectural typologies characteristic of this period such as Havelis, Haveli- 
temples and few temples with Shikharas at Chaupars. Bengaldar shades, square based and round 
chatris, cusped and multifoliated arched openings, niches, lime jaalis inspired from the Rajput- 
Mughal vocabulary ar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is phase. The second phase is marked by 19th 
century changes under Sawai Ram Singh II. As the city of Jaipur expanded under his rule, there 
was a definite colonial influence in architectural styles. This period saw the introduction of classical 
elements such as semi-circular arches, small pediments, pilasters and stone railings adapted in a 
unique localised Rajput-British style that is also categorised under the Indo-Saracenic. This is also 
the time when the colour of Jaipur bazaars was changed from the earlier lemon lime wash into a 
look-alike of red sandstone shade wash that gave Jaipur its title of ‘Pink City’. The last distinct 
phase came up during the early 20th century when Mirza Ismail was serving as the Prime Minister 
to Jaipur rulers and developed the city in all directions. This period saw an influence of the Art 
Deco style which was adapted to the building typologies. It is recognised by doors and windows 
with rectangular ventilators, circular openings in the parapets, curved and colonnaded balconies. The 
continuous verandah in front of the shops in Chandpol, Kishanpol and Tripoliya bazaars is a major 
contribution of this phase.

The boundaries of the inscribed property coincide with the historic walled city of Jaipur, which 
was founded in 1727 A.D. by the Rajput ruler Sawai Jai Singh of Kacchawah dynasty. The city is 
roughly divided into nine rectangular sectors with straight roads intersecting only at right angles and 
is enclosed within massive wall to protect the city in a total area of 709 hectares. The wall 
encircles the city and 9 city gates are present to provide the access to the city from various 
directions. Several iconic monuments and temples are housed within this walled city area with two 
main North South axes crossing to form 3 main pubic squares (Badi Chaupar, Choti Chaupar and a 
3rd one Ramganj Chaupar extending on the eastern side) on the East West axes that define the 
overall grid iron city plan. It has a total of 12 main bazaar areas across the main axial streets. 

The buffer zone area of the world heritage property conforms to the surrounding landmarks and 
natural terrain that were used as reference points to mark the ground plan of the city including 
Ganeshgarh in the north, hills of Galtaji in the East, Nahargarh and Hathroi in the west and 
Shankergarh in the south. The area of world heritage property is 710 ha and area of buffer zone is 
2205 ha. 

The walled city of Jaipur has bazaars running along the north-south and east-west axes between 
Chaupars and the city gates. The central axis from Tripoliya Gate to New Gate was carved out as 
a main axis from the Palace where the Chaura Raasta emerged as a market much later.

a. Sireh Deodhi Bazaar b. Jauhari bazaar c. Kishanpol Bazaar 
d. Gangauri Bazaar e. Tripoliya Bazaar f. Chandpol Bazaar
g. Ramganj Bazaar h. Subhash Chowk Bazaar i. Chaura Raa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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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 style which was adapted to the building typologies. It is recognised by doors and windows 
with rectangular ventilators, circular openings in the parapets, curved and colonnaded balconies. The 
continuous verandah in front of the shops in Chandpol, Kishanpol and Tripoliya bazaars is a major 
contribution of this phase.

The boundaries of the inscribed property coincide with the historic walled city of Jaipur, which 
was founded in 1727 A.D. by the Rajput ruler Sawai Jai Singh of Kacchawah dynasty. The city is 
roughly divided into nine rectangular sectors with straight roads intersecting only at right angles and 
is enclosed within massive wall to protect the city in a total area of 709 hectares. The wall 
encircles the city and 9 city gates are present to provide the access to the city from v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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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terrain that were used as reference points to mark the ground plan of the city inclu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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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Attributes for World Heritage Inscription

This historic walled city of Jaipur i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on criteria (ii), (iv) 
and (vi) contributing to its Outstanding Universal Value. These are adopted in the Statement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as below:

Criterion (ii): Jaipur is an exemplary development in town planning and architecture that 
demonstrates an amalgamation and important interchange of several ideas over the late medieval 
period. It shows an interchange of ancient Hindu, Mughal and contemporary Western ideas that 
resulted in the customised layout of the city. It is said believed that Raja Jai Singh arrived at the 
final layout after a thorough analysis of several town plans sourced from across the globe. 
Following the grid-iron plan prevalent in the west but with traditional, superimposed by the desire 
to rival Mughal cities, Jaipur reflected new concepts for a thriving trade and commerce hub that 
became a norm model for the later towns in the adjoining Shekhawati region and others parts of 
Western India. 

Criterion (iv): Jaipur represents a dramatic departure from extant medieval cities with its ordered, 
grid-like structure-broad streets, crisscrossing at right angles, earmarked sites for buildings, palaces, 
havelis, temples and gardens, neighbourhoods designated for particular castes and occupations. The 
main markets, shops, havelis and temples on the main streets were constructed by the state, thus 
ensuring that a uniform street facade is was maintained in Jaipur. The city planning of Jaipur 
remains a unique response to the terrain that amalgamates ideas from an ancient Indian treatise to 
contemporary global town plans and Imperial Mughal architecture to finally produce a monumental 
urban form, unparalleled in its scale and magnificence for its times. While the grid iron pattern of 
planning has been used historically in city planning, its application at such a monumental scale for 
a planned trade city, along with peculiar its particular urban form, makes it an important example 
in the history of urban planning of the Indian subcontinent. The continuity of the architecture and 
urban form is enhanced by the functions of trade and craftsmanship that reflect the living heritage 
character of this medieval innovative urban settlement.

Criterion (vi): Historically, the city is said to have housed “chattis karkhanas” (36 industries), the 
majority of which included crafts like gemstones, lac jewellery, stone idols, miniature paintings, 
each with a specified street and market, some of which continue to exist. During 19th century, the 
local crafts received further momentum with British period influences in special exhibitions held in 
United Kingdom, establishment of institutions such as the Rajasthan School of Arts and Albert Hall 
Museum. While the local traditions of guilds continued, formal institutions for crafts, policies and 
programmes by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further contributed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Jaipur crafts in the 20th and 21st centuries. There are 11 surviving crafts, and 
continuing building crafts of Jaipur contribute much to the conservation works of the city, and the 
renowned craftsmen from Jaipur continue to conserve and restore historic structures across many 
cities in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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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a Mahal the iconic wind palace of Jaipur

Jantar Mantar Jaip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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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a Mahal the iconic wind palace of Jaipur

Jantar Mantar Jaip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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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of Tangible Attributes for Jaipur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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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ttributes leading to each criteria are elaborated in the table as below:

Aspect of OUV Criteria Attributes 

18th century planning 
integrating traditional treatise 
of Prastara on existing terrain

(iv) Town Planning 
a. Grid iron plan with proportionate road sizes, 

3 Chaupars (public squares) and 9 Chowkris 
(squarish blocks 800m x 800m further divided 
in a grid to some extent)

b. City Walls and 9 City Gates defining the 
boundary

Unified urban form and city 
grandeur achieved with an 
eclectic mix of local Rajput 
and imperial Mughal styles 
further enriched with Colonial 
and Art Deco layers for 
19th-20thC along with iconic 
monuments exemplary of the 
architecture and building 
typology of each period 

(ii) Urban Form – 
a. 9 historic Bazaar facades in different styles 

(18th-20thC), singular colour and unified 
architectural façade

b. Shop typology along Bazaars
c. Havelis and Haveli Temples along the Bazaars 

and at Chaupars (public squares) 
d. Iconic buildings that stand as Landmarks – 

Govind Dev ji Temple and Talkatora, City 
Palace, Jantar Mantar Observatory, Hawa 
Mahal, Isar Lat, Old Vidhan Sabha, Sitaram 
Mandir, Laxmi Narayan Mandir, Murli 
Manohar Temple. Kalika Temple, Rajasthan 
School of Arts and Hind Hotel

e. Gates leading to inner streets from main 
Bazaars

Living traditions and artistic 
works as continuity of 36 
Karkhanas (Sultanate/Mughal 
systems adapted to Jaipur in 
18th century) that supplement 
the Bazaars and remain a 
testimony to Jaipur’s 
conceptualisation as a trade 
city.

(vi), (iv) 
and (ii)

Crafts making streets and retail Bazaar areas - 

Crafts streets housing craftsperson with thriving 
business since 18th century 

Bazaars that continue to sell traditional crafts 
since 18th century such as Johri Bazar for 
jewellery, Tripolia Bazaar for utensils, Kishanpol 
Bazaar for sp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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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rban and architectural components of the city retain their original form and design as 
conceived from the 18th to the early 20th centuries. Also materials are largely retained as per 
original, primarily lime and stone. The use and function of most royal and public spaces and 
monuments is now adapted to contemporary requirement of public places visited by all, while the 
shops, temples and private houses largely retain their original use and continue to function in the 
same manner as historically planned. The structures in the walled city are in good state of 
conservation. Overall, the urban character of the city remains in its original shape with the city 
gates, walls, major iconic monuments and bazaars. Intangible values of the city associated with the 
city God Govind Devji and worship of other deities in various temples continue along with public 
festivals and rituals. 

Ⅲ. Conservation History

As an international tourist destination and its unique planning, Jaipur has always attracted many 
researchers, academicians and urban planners and this has increasingly put pressure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enance of this historic city. 

Jaipur was the first city in India to prepare a formal city level Heritage Management Plan in 
2007, which was later included in the Jaipur Master Plan 2025, and recognised as a Best Practice 
by the Ministry of Housing and Urban Affairs (MoHUA), Government of India. Its urban 
conservation initiatives for the bazaars in 2013-2014 were recognised by national awards and 
conservation of remaining 9 bazaars along with Rajasthan School of Arts and other iconic structures 
are currently being implemented through the Jaipur Smart City Limited.,

The Municipalities Act of 2009 (amendment) and Jaipur Building Byelaws 1970 were guiding 
the architectural control on urban character of Jaipur until 2019, which has helped in retaining the 
original architectural form of the bazaars. Besides these, Jaipur City has also developed specific 
architectural control guidelines for its various bazaars recognizing the distinct features of each 
bazaar. The World Heritage Site of Jantar Mantar, including major urban monuments of Jaipur such 
as the Hawa Mahal, the City Palace, the Jaleb Chowk and the Town Hall in the buffer area, are 
protected and managed through its Site Management Plan, which is also a component of the Jaipur 
City Master Plan ((INTACH, 2015, “Jaipur Heritage Management Plan” in Compendium of Good 
Practices, Urban Heritage in Indian Cities by NIUA, p. 20-25, New Delhi, NIUA, 2015). All these 
aspects have helped Jaipur walled city to retain its authenticity in terms of material, color, spirit 
and location. 

Specific urban renewal proposals were implemented for the main bazaars of Jaipur under the 
Jawahar Lal Nehru Urban Renewal Mission, partially funded by the Ministry of Urban Development, 
Government of India. Besides this, a comprehensive mobility plan for the city was prepared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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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ipur is an expression of the astronomic skills, historic values, unique urban form and 
exemplary foresighted city planning of an 18th century city in India. Its urban morphology reflected 
the coming together of elements from eastern and western planning, expressing a culture of a ‘trade 
and commerce city’ and townscape that are unparalleled anywhere in South Asia. Envisaged as a 
trade capital, the main avenues of the city were designed as markets, which remain characteristic 
bazaars of the city. Chaupar, or designed large public squares at the intersection of roads, are 
another feature distinctive to Jaipur, as are its single to multicourt havelis and haveli temples. 
Additionally, its iconic monuments such as the Govind Devji temple, the City Palace, the Jantar 
Mantar and the Hawa Mahal excel in artistic and architectural craftsmanship of the period.

Map of Craft Location Attribute for Criteria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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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of India. Besides this, a comprehensive mobility plan for the city was prepared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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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ipur is an expression of the astronomic skills, historic values, unique urban form and 
exemplary foresighted city planning of an 18th century city in India. Its urban morphology reflected 
the coming together of elements from eastern and western planning, expressing a culture of a ‘trade 
and commerce city’ and townscape that are unparalleled anywhere in South Asia. Envisaged as a 
trade capital, the main avenues of the city were designed as markets, which remain characteristic 
bazaars of the city. Chaupar, or designed large public squares at the intersection of roads, are 
another feature distinctive to Jaipur, as are its single to multicourt havelis and haveli temples. 
Additionally, its iconic monuments such as the Govind Devji temple, the City Palace, the Jantar 
Mantar and the Hawa Mahal excel in artistic and architectural craftsmanship of the period.

Map of Craft Location Attribute for Criteria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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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도시 자이푸르의 의미와 가치(JAIN SHIKHA)

The extension and enhancement of the management system is needed, to cover all attributes and 
provide for a coordinated management supporting administrative tools and decision mechanisms. The 
management system shall include a detailed monitoring program and an overall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policy and program.”

While Jaipur Master Development Plan MDP 2025 already outlined the need for a Special Area 
Heritage Plan (SAHP) for Jaipur walled city, the preparation of SAHP is now an essential 
requirement for Jaipur City to retain its UNESCO inscription.

Any World Heritage Site listed with UNESCO needs to have a management plan as an essential 
requirement to protect, conserve and manage its Outstanding Universal Value. During nomination of 
Jaipur City, a management strategy was proposed for the inscribed area through an action plan 
based on the criteria and OUV as an addendum to the previous Built Heritage Management Plan 
(2007), However, a commitment was given by the Government of Rajasthan that this action plan 
will be absorbed in the Special Area Heritage Plan 2025 which will become the primary tool for 
protection,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values of Jaipur City in future. Currently, this plan 
is in process and will be completed by the authorities by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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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ed the need for a Metro system with parking zones in the world heritage property. 
Conservation works on three bazaars, one heritage walk in the inner street area, street and pavement 
upgrades of major bazaars and initiation of an underground Metro line were some of the major 
works carried out under this proposal that were partially funded by the Ministry of Urban 
Development, Government of India (DRONAH (2013), Detailed Project Report for Urban 
Revitalisation of Walled City of Jaipur, Prepared under JnNURM).

All bazaars have maintained the original façades since 2007 even though there have been some 
changes in the structures prior to that. Three of the bazaars i.e. Chaura Rasta, Tripoliya and Johri 
bazaar are in good state of conservation as a major conservation project was undertaken from 
2009-2013 to conserve the façades of all buildings along these bazaars. Additionally, consolidation 
of buildings showing structural defects was also undertaken as was specialized artwork conservation 
on façades of specific havelis. 

Ⅳ. Management of Attributes and Values of Jaipur City

As mentioned in the adopted Statement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or Jaipur City.

“The Municipalities Act of 2009 (amendment) and Jaipur Building Byelaws 1970 guide the 
architectural control on the urban character of Jaipur which has helped in retaining the original 
architectural form of the bazaars. As per the Jaipur Master Plan 2025, the walled city area is a 
specially designated heritage zone and any work related to H heritage conservation is guided by 
detailed heritage management plans and project reports implemented through mandated government 
agencies.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Special Area Heritage Plan will include 
conservation measures and enhance the state of conservation.

Architectural control guidelines and other measures are needed to improve legal protection, and 
otherwise to improve the coordination and effectiveness of protection for all attributes.

The Jaipur Heritage Management Plan (2007) provides the vision for Jaipur Heritage and is 
legislated through the Jaipur Master Plan 2025 (see Annexure II, i). The world heritage property 
will be managed as per overall guidelines and the framework outlined in the MDP Jaipur Master 
Plan 2025 under Section 2- Development Plan for U1 Area. The walled city has been recognized 
as a special area for Heritage heritage conservation under the Development Plan and shares the 
vision outlined in the Jaipur Heritage Management Plan 2007. As the Jaipur Heritage Management 
Plan has been implemented in various phases and synchronized with other plans, a comprehensive 
management strategy with an action plan protecting the attributes will serve as an extension to the 
Jaipur Heritage Management Plan for the management and monitoring of the world heritag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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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가치확산을 위한 활동(이동주)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와 가치확산을 위한 활동

이동주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센터장

[요약문]

백제역사유적지구는 한반도에 있었던 고대 왕국중의 하나로 다양한 유무형의 유산을 남겨주었다. 

이 중 백제 후기 도성관련 유적인 왕궁터와 사찰터, 왕릉, 방어시설등으로 구성된 8개 유적이 ‘백제역

사유적지구’라는 명칭으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본 발표문에서는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기까지의 주요 과정과 세계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등재 이후 세계유산 가치보존과 가치확산을 위한 활동들을 소개하

고자 한다.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의 시작은 지난 2010년에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제출된 이후, 

2012년에 우선 추진대상으로 선정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이후 기초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등재신청서와 

부속서류들이 작성되었고, 2014년 2월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서 제출 

이후에 현지실사와 서류보완 등을 거쳐 2015년 5월에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에서 등재 권

고 의견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 제출되었고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유네스코 세

계유산목록에 등재가 결정되었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대한민국 중서부에 위치한 세 수도(공주시, 부여군, 익

산시) 관련 유적은 주변국과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문화적 발전이 절정에 이른 백제후기를 대표한다. 

이 유적은 백제가 중국으로부터 도시계획, 건축기술, 예술, 종교를 받아들어 더욱 발전시킨 뒤, 일본

과 동아시아 주변국에 전해주었음을 증명한다.” 라고 진술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

었다.

백제세계유산센터는 백제역사유적지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 및 홍보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기관인력의 구성은 5개 지방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3섹터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들과 긴밀한 소통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사업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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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cient Baekje Kingdom occupied the southwestern por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18 BC to 660 BCE. From among the abundant body of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that it left 
behind, eight sites were inscribed in 2015 on the World Heritage List under the name "Baekje 
Historic Areas." The inscribed sites are associated with cities that served as the seat of the throne 
during the later Baekje period. They include palace sites, temple sites, royal tombs, and defensive 
walls. 

In this article, I will explain the steps that the Baekje Historic Areas property passed through 
before the final decision on World Heritage inscription and explore its significance as a World 
Heritage site. I will also introduce the range of activities being carried out since its inscription by 
the Baekje World Heritage Center for the dissemination of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the 
Baekje Historic Areas. 

The first step in preparation for inscription was taken in 2010 when a file for inclusion on the 
Tentative List was submitted. Real momentum was provided in 2012 when the Baekje Historic 
Areas was selected as a candidate for World Heritage nomination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 
nomination file and annex documents were prepared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accumulated up 
to that point. In February 2014, the nomination dossier for the Baekje Historic Areas was submitted 
to the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It was followed by a field mission from an ICOMOS 
expert and the dispatch of additional information. In May 2015, ICOMOS, an advisory body to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that evaluates cultural properties, recommended the inscription of the 
Baekje Historic Areas on the World Heritage List. The final decision on inscription was made by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at its 39th session in Jul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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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에서는 인력파견과 함께 매년 약 1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기관운영경비

와 다양한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유산 홍보 및 활용사업은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추

진하고 있다.

백제 세계유산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유산의 가치보존과 활용을 위한 활동은 다음과 같다.

가치보존을 위한 활동은 세계유산 구역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활동과 통합방범시스템 운영 활동이 

대표적이다.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모니터링 요원에 의해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쌍방형 소통방식으로 

상시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구성하는 8개 유적에 약 80여기의 CCTV

를 통해 무인감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탐방객들의 안전한 관련환경 조성과 유산의 훼손 방지에 기

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산 디지털 기록화사업과 관련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유산을 지속가능하게 보

존하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세계유산 활용사업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활동과 계층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 및 운영, 국

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금년에는 세계유산 가치 

확산 및 향유를 위한 축전을 개최한바 있다.

백제세계유산센터에서는 이와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유산의 보존관리 환경을 마련하

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유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함은 물론, 미래세대들에게 온전하게 

유산을 물려주는데 초점을 두고 관련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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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cient Baekje Kingdom occupied the southwestern por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18 BC to 660 BCE. From among the abundant body of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that it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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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지난 2015년 7월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에서 신청한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다. 이는 고대 한반도 문화강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백제의 

찬란했던 역사와 문화 자산을 지역과 국가를 넘어 전 세계인들이 공감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이 조

성되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세계유산의 등재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지역민들 또한 큰 관심의 대상이다. 그만큼 

세계유산 등재의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됨으로써 지속 가능한 유산

의 보존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국가 및 국민적인 자긍심이 강화되는 효과와 함께 세계유산 보유도시

로서의 지명도 향상은 물론,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대효과로 인해 많은 지방정부에서는 세계유산적 가치를 가진 유산을 새롭게 발굴하려는 노력과 함

께 실제적으로 등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백제후기 도성관련유적 8개소로 구성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기까지의 주요 과정과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등재 이후 세계유산 가치보존과 

가치확산을 위한 활동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Outstanding Univers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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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Heritage Committee recognized that "the remains of three capital cities collectively 
represent the later period of the Baekje Kingdom as it reached its peak in terms of cultural 
development involving frequent communication with neighboring regions. ...Together these sites 
testify to the adoption by the Baekje Kingdom of Chinese principles of city planning, construction 
technology, arts and religion; their refinement by Baekje; and their subsequent distribution to Japan 
and East Asia." 

The Baekje World Heritage Center is a dedicated organization for managing, utilizing, and 
promoting the eight inscribed sites as a single World Heritage property. The center maintains three 
teams of civil servants dispatched from the five pertinent local governments, and also heritage 
professionals with pertinent backgrounds. In addition to offering human resources, the five local 
governments with jurisdiction over the eight inscribed sites collectively contribute around 1.5 billion 
KRW to the budget of the center. The center also receives subsidi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hrough a range of heritage utilization and promotion programs operat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 would like to offer a snapshot of the projects we implement at the Baekje World Heritage 
Center for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the Baekje Historic Areas. 

Our conservation efforts are best represented by monitoring activities and disaster-management 
programs. For the monitoring of the Baekje Historic Areas, we cooperate with local residents who 
carry out daily monitoring and communicate the results with the center through mobile devices. We 
take care of both visitors' safety and the state of conservation at the eight sites through 
approximately 80 CCTVs installed across the eight sites. We are also making efforts directed at 
digital recording and relevant research projects. 

For the utilization of the Baekje Historic Areas, we are making endeavors such as producing 
promotional materials and disseminating them both on - and offline, developing and operating age - 
specific educational content, and creating programs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tourists. We also 
held a festival this August to enhance the public appreciation of the Baekje Historic Areas. 

Through these efforts, we are contributing to establishing a sustainable environment for the 
conservation of the Baekje Historic Areas so that more people can enjoy this World Heritage 
property in the present while protecting its heritage values for future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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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제출 후 등재까지

2014년 1월에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신청서가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되었다. 

참고로,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의 제출은 매년 2월 1일에 마감되며, 등재심사 대상이 40건으로 한정

되어 있어 제출되는 신청서가 많을 경우에 차기년도로 심사가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세계유산목록 

등재와 관련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는 심사와 관련한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기구에 위임하는

데, 문화유산은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자연유산은 IUCN(국제자연보존연맹)이 담당한다. 

자문기구에서는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관련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등재 여부에 대한 권고안 

등을 작성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제출 이후에는 주로 해외전문가의 현지실사에 대비한 준비가 진행되었다. 등

재신청서 제출 이후에 본 실사를 대비하여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한 4차례의 예비실사를 실시하였는데 

예비실사를 통해 신청유산의 탁월한 가치와 보존관리상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대상지와 위치의 

선정이 이루어지고, 각 유산이 연계된 현지실사 동선이 적절하게 선정되었다. 더불어 유산의 상태와 보

존관리 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 수준도 높아지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여러 차례에 걸친 예비실

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현지실사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된 점이 가장 큰 성과였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현지실사는 2014년 9월 15일~20일에 ICOMOS에서 파견된 해외전문가에 의

해 진행되었다. 사전에 여러 차례의 예비실사를 통해 많은 부분이 보완되었지만, 현지 실사자에게 제

공할 자료의 준비와 설명에 필요한 모형자료 등은 준비는 물론이고, 실사 동선에 대한 점검과 수행자

들의 역할, 일정관리 등 추가적인 준비 사항도 필요하였다.

현지 실사자는 해당유산지역을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에 대해 계속된 질의와 답변이 오

갔으며, 해당유적 뿐만이 아니라 보존체계 점검을 위해 기관 방문도 이루어졌다. 

현지 실사자는 국제기구에 의해 등재신청서에 기술된 내용에 대한 검증 임무를 부여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보존 관리상태가 제출된 신청서와 동일 여부에 대한 검증이 주요한 임무이다. 

심사기간 중 ICOMOS에서는 총 2차례에 거쳐 추가자료를 요청하였다. 첫 번째 추가자료 요청은 

현지실사 이전인 2014년 8월에 편지를 받고 내용을 작성하여 11월 제출되었다. 요청 내용은 연속유

산 전체가 표현된 지도의 요청과 일부 사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요청, 유산구역의 법제적 보호조치 

사항, 방문객 시설과 관련된 도면 요청 등 이었다.

두 번째 추가자료 요청은 2014년 12월에 편지를 받고 2월에 제출하였다. 주요 내용은 석탑 해체

보수에 대한 추가정보와 관광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향후 계획, 벽화고분 모니터링 주기에 대한 

질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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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세계유산 등재까지의 주요 과정

 1.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위한 노력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가장 첫발은 지난 1994년에 공주 무령왕릉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 시키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제시하는 탁

월한 보편적 가치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찬란했던 백제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게 하기위해서는 백

제후기 왕도지역이었던 도서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유산들을 포함시켜 연속유산으로 등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의 조언과 지역적 여론의 공감대가 형성되게 되었다. 

따라서 지난 2007년에 세계유산적 가치를 규명하고자 공주·부여 역사유적지구와 익산 역사유적지

구에 대해 기초 학술연구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백제문화를 알리기 위한 각

종 연구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주로 유산을 소개하는 도록의 발간이나 홍보물의 제작, 신문과 방송매체

를 통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등재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었으며, 전문가 현지실사과정에서도 그간의 활동증거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10년 1월에 공주‧부여 역사유적지구와 익산 역사유적지구가 각각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록되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에서는 각각의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신청하려 준비하였다.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록된 다음해인 2011년 2월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차기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선정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고, 회의결과 공주와 부여, 익산지역을 통합하고 백제시대

의 유산으로 한정시킨 ‘백제역사유적지구’라는 명칭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서는 이러한 권고안을 받아들여 당해 연도 12월 11일에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장이 참

석하여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더불어 공주와 부여, 익산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순수 민간조직인 ‘세계유산등재 주민추진협의회’가 각 지역에 결성되었다. 

2012년 5월에는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실무역할을 담당하는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이 출범하였고, 등재를 위한 본격적인 사업들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세계유산 등

재를 위해 주민참여가 필수적 사항임을 공감하여 주민참여 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샵이 개최되었으며, 

신청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 모색을 위한 국내·외 학술회의도 다음해 상반기까지 4차례에 걸쳐 개최

되었다.

2013년도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가 작성되었는데, 우선 국문신청서가 작성되고 영문신청서 초안이 

9월에 유네스코에 제출되었다. 이후 국문신청서의 보완작업과 영문신청서 작성 작업, 국내·외 전문가

들에 의한 내용 검토 작업 등을 통해 신청서가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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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제출 후 등재까지

2014년 1월에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신청서가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되었다. 

참고로,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의 제출은 매년 2월 1일에 마감되며, 등재심사 대상이 40건으로 한정

되어 있어 제출되는 신청서가 많을 경우에 차기년도로 심사가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세계유산목록 

등재와 관련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는 심사와 관련한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기구에 위임하는

데, 문화유산은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자연유산은 IUCN(국제자연보존연맹)이 담당한다. 

자문기구에서는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관련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등재 여부에 대한 권고안 

등을 작성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제출 이후에는 주로 해외전문가의 현지실사에 대비한 준비가 진행되었다. 등

재신청서 제출 이후에 본 실사를 대비하여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한 4차례의 예비실사를 실시하였는데 

예비실사를 통해 신청유산의 탁월한 가치와 보존관리상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대상지와 위치의 

선정이 이루어지고, 각 유산이 연계된 현지실사 동선이 적절하게 선정되었다. 더불어 유산의 상태와 보

존관리 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 수준도 높아지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여러 차례에 걸친 예비실

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현지실사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된 점이 가장 큰 성과였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현지실사는 2014년 9월 15일~20일에 ICOMOS에서 파견된 해외전문가에 의

해 진행되었다. 사전에 여러 차례의 예비실사를 통해 많은 부분이 보완되었지만, 현지 실사자에게 제

공할 자료의 준비와 설명에 필요한 모형자료 등은 준비는 물론이고, 실사 동선에 대한 점검과 수행자

들의 역할, 일정관리 등 추가적인 준비 사항도 필요하였다.

현지 실사자는 해당유산지역을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에 대해 계속된 질의와 답변이 오

갔으며, 해당유적 뿐만이 아니라 보존체계 점검을 위해 기관 방문도 이루어졌다. 

현지 실사자는 국제기구에 의해 등재신청서에 기술된 내용에 대한 검증 임무를 부여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보존 관리상태가 제출된 신청서와 동일 여부에 대한 검증이 주요한 임무이다. 

심사기간 중 ICOMOS에서는 총 2차례에 거쳐 추가자료를 요청하였다. 첫 번째 추가자료 요청은 

현지실사 이전인 2014년 8월에 편지를 받고 내용을 작성하여 11월 제출되었다. 요청 내용은 연속유

산 전체가 표현된 지도의 요청과 일부 사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요청, 유산구역의 법제적 보호조치 

사항, 방문객 시설과 관련된 도면 요청 등 이었다.

두 번째 추가자료 요청은 2014년 12월에 편지를 받고 2월에 제출하였다. 주요 내용은 석탑 해체

보수에 대한 추가정보와 관광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향후 계획, 벽화고분 모니터링 주기에 대한 

질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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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가장 첫발은 지난 1994년에 공주 무령왕릉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 시키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제시하는 탁

월한 보편적 가치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찬란했던 백제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게 하기위해서는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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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다는 전문가의 조언과 지역적 여론의 공감대가 형성되게 되었다. 

따라서 지난 2007년에 세계유산적 가치를 규명하고자 공주·부여 역사유적지구와 익산 역사유적지

구에 대해 기초 학술연구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백제문화를 알리기 위한 각

종 연구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주로 유산을 소개하는 도록의 발간이나 홍보물의 제작, 신문과 방송매체

를 통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등재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었으며, 전문가 현지실사과정에서도 그간의 활동증거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10년 1월에 공주‧부여 역사유적지구와 익산 역사유적지구가 각각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록되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에서는 각각의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신청하려 준비하였다.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록된 다음해인 2011년 2월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차기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선정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고, 회의결과 공주와 부여, 익산지역을 통합하고 백제시대

의 유산으로 한정시킨 ‘백제역사유적지구’라는 명칭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서는 이러한 권고안을 받아들여 당해 연도 12월 11일에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장이 참

석하여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더불어 공주와 부여, 익산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순수 민간조직인 ‘세계유산등재 주민추진협의회’가 각 지역에 결성되었다. 

2012년 5월에는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실무역할을 담당하는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이 출범하였고, 등재를 위한 본격적인 사업들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세계유산 등

재를 위해 주민참여가 필수적 사항임을 공감하여 주민참여 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샵이 개최되었으며, 

신청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 모색을 위한 국내·외 학술회의도 다음해 상반기까지 4차례에 걸쳐 개최

되었다.

2013년도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가 작성되었는데, 우선 국문신청서가 작성되고 영문신청서 초안이 

9월에 유네스코에 제출되었다. 이후 국문신청서의 보완작업과 영문신청서 작성 작업, 국내·외 전문가

들에 의한 내용 검토 작업 등을 통해 신청서가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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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ⅱ)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고고학유적과 건축물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 존재하였던 고대 

동아시아 왕국들 간에 진행된 건축기술의 발전과 불교의 확산을 가져온 교류를 보여준다.

기준(ⅲ) 수도 입지선정, 불교사찰, 고분, 건축물의 특징과 석탑을 통해 백제의 독특한 문화, 종교, 

예술의 뛰어난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기준(ⅳ)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동아시아 도시 전체를 둘러싸는 외곽성이 출현하던 시기에 발생한 

도시계획상의 혁신을 고고학적으로 명확히 보여주는 가장 이른 시기의 사례 중 하나이자, 국가통치이

념으로 작용한 불교의 영향력이 반영된 수도의 구조에 대한 증언이다.

그러나 세계유산 등재 심사·평가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에서는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단위유산들의 총합으로 여기며, 하나의 단일한 도시계획이라기 보다는 따로 떨어진 세 개의 도시유적

의 조합으로 도시계획유형의 발전을 보여주는 만큼, 해당기준(iv)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대한민국에서 제시한 등재기준 ⅱ), ⅲ)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였다. 

 3. 진정성과 완전성

연속유산의 경우, 진정성은 개별유적이 원래의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규명되어야 한다. 신청유산의 

진정성에 대한 증거는 세부적으로 형태와 디자인, 출토유물, 입지와 환경, 용도와 기능, 기술과 관리

체계, 정신과 무형유산에 대해 기술되어야 하는데, 반듯이 진실되고 신뢰성 있게 기술되어야 한다. 

완전성은 OUV를 증명하는 요소가 완전히 갖춰져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규명하는 것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에 제시한 완전성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8개의 유적들은 주변국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한 문화적 발전이 절정에 이른 백제 후기를 대표하는 

왕도관련 유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웅진과 사비도읍기의 왕궁과 고분, 성곽과 사찰들을 포함하며, 그

당시의 도시계획, 왕실의 생활상, 상장의례, 종교적 신념에 대한 내용을 보여준다.

신청유산의 단위유적들은 전체로서 유산이 지녀야 할 필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유적들은 수도

의 역사적 기능과 그 환경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유산의 경계는 고려시대에 진행된 정림사지의 재건과 활용, 조선왕조에 의한 공산성과 부소산성의 

활용과 시설들의 보강 및 재건과 같은 후대 왕조들에 의한 도시의 발전을 나타내는 유적들을 포함한

다. 그러나 백제시대의 유적들은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 관북리 유적 내에는 일부 민가가 거주하고 

있지만, 이는 통제 가능한 대상이다. 따라서 유적지들은 개발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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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현지실사와 서류보완 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2015년 5월에 세계유산 심사를 위탁받

은 국제자문기구인 ICOMOS에 의해 등재 권고 의견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되었고, 드디어 

7월 8일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세계유산목록 등재가 결정되었다.

Ⅱ.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1. 탁월한 보편적 가치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함께 진정성과 완전성, 보존 관리적 측면

에서 유네스코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중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의미는 전 인류가 보편적으로 탁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네스코에 제출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에 기술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중서부에 위치한 세 수도(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관련 유적은 주변국들과 활발한 교

류를 통하여 문화적 발전이 절정에 이른 백제후기를 대표한다.  

백제는 한반도 삼국시대의 한나라로 기원전 18년부터 660년까지 약 700여년 간 존속했다. 백제역

사유적지구는 백제후기(475~660년) 여덟 개의 유적들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웅진도성 관련 유적인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사비도성 관련 유적인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

지, 능산리고분군, 나성; 백제후기 무왕과 관련된 유적인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유적들은 백제가 중국으로부터 도시계획, 건축기술, 예술, 종교를 받아들여 더욱 발전시킨 뒤, 일

본과 동아시아에 전해주었음을 증명한다.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8개 단위유적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따라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어느 유적 하나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8개 단

위유적이 모여 문화적 발전이 절정기에 이른 백제 후기의 문화를 대표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2. 세계유산 등재신청 기준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제시한 등재기준 ⅱ)2), 

ⅲ)3), ⅳ)4)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등재기준에 따른 충족사항을 제시하였다.

2) 오랜 기간 동안 또는 세계의 어떤 문화지역 내에서 건축,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계획, 또는 조경설계의 발전에 관한 인

간적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반영할 것. 
3) 문화적 전통 또는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명의 독보적이거나 특출한 증거일 것. 
4) 인류 역사의 중요단계를 입증하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경관의 탁월한 사례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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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가치확산을 위한 활동(이동주)

기준(ⅱ)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고고학유적과 건축물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 존재하였던 고대 

동아시아 왕국들 간에 진행된 건축기술의 발전과 불교의 확산을 가져온 교류를 보여준다.

기준(ⅲ) 수도 입지선정, 불교사찰, 고분, 건축물의 특징과 석탑을 통해 백제의 독특한 문화, 종교, 

예술의 뛰어난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기준(ⅳ)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동아시아 도시 전체를 둘러싸는 외곽성이 출현하던 시기에 발생한 

도시계획상의 혁신을 고고학적으로 명확히 보여주는 가장 이른 시기의 사례 중 하나이자, 국가통치이

념으로 작용한 불교의 영향력이 반영된 수도의 구조에 대한 증언이다.

그러나 세계유산 등재 심사·평가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에서는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단위유산들의 총합으로 여기며, 하나의 단일한 도시계획이라기 보다는 따로 떨어진 세 개의 도시유적

의 조합으로 도시계획유형의 발전을 보여주는 만큼, 해당기준(iv)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대한민국에서 제시한 등재기준 ⅱ), ⅲ)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였다. 

 3. 진정성과 완전성

연속유산의 경우, 진정성은 개별유적이 원래의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규명되어야 한다. 신청유산의 

진정성에 대한 증거는 세부적으로 형태와 디자인, 출토유물, 입지와 환경, 용도와 기능, 기술과 관리

체계, 정신과 무형유산에 대해 기술되어야 하는데, 반듯이 진실되고 신뢰성 있게 기술되어야 한다. 

완전성은 OUV를 증명하는 요소가 완전히 갖춰져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규명하는 것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에 제시한 완전성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8개의 유적들은 주변국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한 문화적 발전이 절정에 이른 백제 후기를 대표하는 

왕도관련 유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웅진과 사비도읍기의 왕궁과 고분, 성곽과 사찰들을 포함하며, 그

당시의 도시계획, 왕실의 생활상, 상장의례, 종교적 신념에 대한 내용을 보여준다.

신청유산의 단위유적들은 전체로서 유산이 지녀야 할 필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유적들은 수도

의 역사적 기능과 그 환경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유산의 경계는 고려시대에 진행된 정림사지의 재건과 활용, 조선왕조에 의한 공산성과 부소산성의 

활용과 시설들의 보강 및 재건과 같은 후대 왕조들에 의한 도시의 발전을 나타내는 유적들을 포함한

다. 그러나 백제시대의 유적들은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 관북리 유적 내에는 일부 민가가 거주하고 

있지만, 이는 통제 가능한 대상이다. 따라서 유적지들은 개발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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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현지실사와 서류보완 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2015년 5월에 세계유산 심사를 위탁받

은 국제자문기구인 ICOMOS에 의해 등재 권고 의견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되었고, 드디어 

7월 8일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세계유산목록 등재가 결정되었다.

Ⅱ.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1. 탁월한 보편적 가치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함께 진정성과 완전성, 보존 관리적 측면

에서 유네스코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중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의미는 전 인류가 보편적으로 탁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네스코에 제출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에 기술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중서부에 위치한 세 수도(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관련 유적은 주변국들과 활발한 교

류를 통하여 문화적 발전이 절정에 이른 백제후기를 대표한다.  

백제는 한반도 삼국시대의 한나라로 기원전 18년부터 660년까지 약 700여년 간 존속했다. 백제역

사유적지구는 백제후기(475~660년) 여덟 개의 유적들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웅진도성 관련 유적인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사비도성 관련 유적인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

지, 능산리고분군, 나성; 백제후기 무왕과 관련된 유적인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유적들은 백제가 중국으로부터 도시계획, 건축기술, 예술, 종교를 받아들여 더욱 발전시킨 뒤, 일

본과 동아시아에 전해주었음을 증명한다.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8개 단위유적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따라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어느 유적 하나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8개 단

위유적이 모여 문화적 발전이 절정기에 이른 백제 후기의 문화를 대표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2. 세계유산 등재신청 기준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제시한 등재기준 ⅱ)2), 

ⅲ)3), ⅳ)4)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등재기준에 따른 충족사항을 제시하였다.

2) 오랜 기간 동안 또는 세계의 어떤 문화지역 내에서 건축,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계획, 또는 조경설계의 발전에 관한 인

간적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반영할 것. 
3) 문화적 전통 또는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명의 독보적이거나 특출한 증거일 것. 
4) 인류 역사의 중요단계를 입증하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경관의 탁월한 사례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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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은 백제 사비도읍기 왕궁관련 유적이다. 관북리 유적에서는 왕궁의 전각건

물로 여겨지는 대형건물지와 왕궁 관련시설들이 발견되었으며, 부소산성은 왕궁의 후원과 유사시 방

어성의 역할을 하였던 곳으로 오늘날까지도 백제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 장소이다.

부소산성은 부여 백마강을 굽어보는 표고 106m 가량의 부소산 능선과 계곡을 가로지르며 조성되

어 있고, 그 남쪽 기슭에는 관북리유적이 위치한다. 이들 유적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고고학적 조

사가 이루어져 왕궁의 주요 시설과 정교하게 만들어진 토성 등이 확인되어 백제의 왕성 구조를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 

  4) 부여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사비도성의 중심부에 위치한 사찰터로서 중국을 통해 들어온 불교가 백제 불교문화로 

완성된 증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현재 정림사지에 남아있는 오층석탑은 백제 고유의 석탑

으로 완벽한 비례미와 세련된 예술미를 갖추고 있다. 백제인들은 탁월한 감성과 창조적 사고를 통해 

세계 최초로 돌로 만든 석탑을 만들어냈으며, 이후 한국이 석탑의 나라가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

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백제 사비도성내에는 많은 사찰터가 발견되었는데, 정림사를 제외한 모든 

사찰터가 목탑이 조성되었는데 반해, 정림사만이 유일하게 석탑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

하다.

백제시대에는 정림사가 위치한 지점이 주변의 시가지의 지형보다 높은 지점에 위치함으로써 사비

도성에 거주하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우러러 볼 수 있게 되는 입지였다.

정림사지는 동쪽으로 금성산(사비도성 삼산중의 하나)의 산록이 서쪽으로 길게 내려온 낮은 구릉

의 말단에 위치한다. 사찰을 조성하기 위해 북동에서 남서로 경사진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높은 북동

쪽은 깎아내고 낮은 서쪽은 흙을 다져 쌓아올려 대지를 조성하고 정림사를 건립했던 것으로 발굴조사

를 통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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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백제역사유적지구를 구성하는 단위유산

  1) 공주 공산성

공산성은 백제 웅진시기 왕성이다. 백제는 고구려의 공격으로 수도 한성이 함락된 475년부터 사비

(현재의 부여)로 천도하는 538년까지 웅진(현재의 공주)에 수도를 두었다. 이때의 왕성을 웅진성이라 

하였고, 현재의 명칭은 공산성이라 한다. 공산성이 위치해 있는 공주는 동쪽과 남쪽으로 산지가 병풍

처럼 둘러져 있고, 공산성과 연접해 있는 금강이 북측과 서측으로 흘러내려가 천혜의 요새와 같은 지

형을 이루고 있다. 공산성은 공주시가지 북쪽에 걸쳐 있는 거대한 산성으로 성내에 왕궁을 둔 독특한 

사례이다. 산봉우리를 연결하고 계곡을 질러 성벽을 쌓아 방어력을 극대화한 전형적인 방어용 산성으

로 성안에 왕궁을 비롯한 주요 시설들이 배치되었다. 공산성이 지니는 방어상의 이점으로 인해 백제

시대 이후 조선시대 말까지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담당하였다. 1980년대부터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

서 왕궁지와 배후 지원시설, 성벽 축조기법 등이 밝혀졌다.

  2) 공주 송산리고분군

백제 웅진도읍기의 왕가의 무덤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현재 무령왕릉을 포함하여 7기가 정비되어 

있으며, 무덤의 형식과 부장품을 통해 백제가 동아시아의 여러나라들과 활발한 문화교류를 통해 다시 

한반도의 강국으로 성장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송산리고분군은 왕성

인 공산성의 서측, 금강의 남쪽 기슭에서 동남쪽으로 뻗어 내린 낮은 산지의 8부 능선에 위치하고 있

다. 풍수지리상 전형적인 좌청룡, 우백호의 형세를 취하고 있는 곳에 입지해 있는 송산리고분군은 표

고 75m 내외 지점에 7개의 고분이 정비되어 있다. 송산리고분군에서 발견된 백제 무덤으로는 돌무덤

(굴식돌방무덤)과 벽돌무덤이 있다. 1~5호분은 깬돌을 쌓아 만든 무덤으로 내부는 돔 형태의 축조되

었고, 6호분과 무령왕릉은 당시 중국에서 널리 유행하던 벽돌무덤으로 내부는 터널형(아치형)의 형태

로 축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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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익산 왕궁리 유적

왕궁리유적은 용화산에서 시작하는 능선 말단부에 형성된 낮은 구릉 위에 입지해 있다. 구릉의 높은 

곳은 깎아내고 낮은 곳은 흙을 다져 쌓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대지를 조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왕궁리 유적은 백제 무왕기에 축조된 왕궁으로 여겨지고 있다. 고대 삼국시대 왕궁터의 대부분이 

정확한 위치 및 양상을 파악하기 힘든 상태이나, 왕궁리 유적은 백제시대 후기 왕궁 구조와 공간구획

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30여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발굴조사를 시행하여 왕궁리 유적의 평면형태가 직사각형이고 왕궁의 

외부를 구획하는 궁장, 경사지형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석축, 대형 화장실유적, 정원과 조경석, 와

적기단 건물지, 후원의 곡수로 등 왕궁과 후원영역의 시설이 발견되었다. 이밖에도 각종의 기와와 그

릇, 중국산 도자기, 유리와 금제품 등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8) 미륵사지

미륵사지는 국내 최대를 넘어 동아시아 최대 규모 사찰 중의 하나이다. 현재 남아있는 서 석탑은 최

근에 해체보수가 완료되었으며, 해체조사 과정에서 정확한 건립연도(639년)를 파악할 수 있는 유물이 

발견되어 기록상 확인된 가장 오래된 석탑임과 더불어 현존하는 삼국시대 최대 규모의 석탑(9층으로 추

정)이다.

미륵사지는 익산시 금마면 미륵산(용화산) 아래의 넓은 평야에 펼져쳐 있으며,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역을 자랑한다. 백제 사찰로는 이례적으로 삼국유사 무왕 조에 자세한 창건설화가 전하고 있으며, 조

선시대 동국여지승람에는 미륵사의 석탑을 동방에서 가장 큰 석탑이라고 기록하였다. 미륵사는 임진왜

란 전후에 폐사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미륵사지는 백제 고유의 가람배치형식인 일탑 일금당 형식에

서 확장하여 삼탑 삼금당 형식의 독특한 배치형식으로 조성되었다. 이러한 배치형식은 미륵부처가 지상

에 내려와 세 번의 설법을 통해 중생을 구원하는 모습을 사찰 배치에 표현한 매우 독창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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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여 능산리 고분군

능산리 고분군은 백제 사비도읍기 왕릉이 모여있는 곳으로 현재 7기가 정비되어 있다. 모두 굴식

돌방무덤의 형태로 화강석을 정교하게 다듬어 무덤방을 조성하고 천장의 형태는 볼트형과 평천장(육

각형, 사각형)구조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고분의 축조방식과 형태는 일본으로 전해졌다.

능산리 고분군은 사비도성 경계를 구획하는 나성 밖에 근접하여 동서로 이어지는 해발 121m의 

능산 산기슭에 위치한다. 좌우로는 아트막한 구릉이 감싸고 있으며 앞으로는 개울이 흐르고 있다. 고

분군이 나성 밖에 있는 것은 사비시대에 무덤의 위치를 경외매장 원칙에 따른 것이다.

고분군인 3기씩 앞뒤 2열을 이루고 북쪽으로 7호분 1기가 더 자리하며 총 7기로 이루어져 있다. 

능산리 고분군은 웅진도읍기에 비해 무덤방(묘실)의 규모가 작아지고 구조는 정제된 형태로 발전되었

으며, 바다건너 일본(왜)에 기술이 전해지는 등 고분 축조기술의 교류 양상을 보여준다.

 

  6) 부여 나성

나성은 수도 사비(현재 부여읍)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외곽성으로 전체의 모습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동아시아 외곽성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백제후기의 수도였던 사비는 북, 서, 남쪽은 백마강(금강)이 천연의 해자 역할을 하며 경계를 짓

고, 동쪽에는 산지능선을 이용하여 축조한 성곽인 나성이 사비도성의 경계를 구획하였다. 한반도 최초

로 축조된 나성은 백제의 마지막 수도인 사비를 지키기 위해 쌓은 외곽성으로 중국의 도성제도를 받

아들여 사비지역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축조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고대 동아시아 수도 외부

를 둘러싼 성곽의 사례로는 부여 나성과 중국 낙양성의 외성이 있으나, 낙양성의 상당부분이 멸실된 

것에 비해 나성은 전체의 윤곽이 그대로 남아있는 귀중한 사례이다.

나성은 그동안의 발굴조사를 통해 웅진도입기부터 축조가 시작되어 사비로 천도하던 무렵에 거의 

완공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백제의 나성 제도는 이후 고구려의 장안성 외성, 고려의 개성 

나성 축조에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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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익산 왕궁리 유적

왕궁리유적은 용화산에서 시작하는 능선 말단부에 형성된 낮은 구릉 위에 입지해 있다. 구릉의 높은 

곳은 깎아내고 낮은 곳은 흙을 다져 쌓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대지를 조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왕궁리 유적은 백제 무왕기에 축조된 왕궁으로 여겨지고 있다. 고대 삼국시대 왕궁터의 대부분이 

정확한 위치 및 양상을 파악하기 힘든 상태이나, 왕궁리 유적은 백제시대 후기 왕궁 구조와 공간구획

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30여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발굴조사를 시행하여 왕궁리 유적의 평면형태가 직사각형이고 왕궁의 

외부를 구획하는 궁장, 경사지형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석축, 대형 화장실유적, 정원과 조경석, 와

적기단 건물지, 후원의 곡수로 등 왕궁과 후원영역의 시설이 발견되었다. 이밖에도 각종의 기와와 그

릇, 중국산 도자기, 유리와 금제품 등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8) 미륵사지

미륵사지는 국내 최대를 넘어 동아시아 최대 규모 사찰 중의 하나이다. 현재 남아있는 서 석탑은 최

근에 해체보수가 완료되었으며, 해체조사 과정에서 정확한 건립연도(639년)를 파악할 수 있는 유물이 

발견되어 기록상 확인된 가장 오래된 석탑임과 더불어 현존하는 삼국시대 최대 규모의 석탑(9층으로 추

정)이다.

미륵사지는 익산시 금마면 미륵산(용화산) 아래의 넓은 평야에 펼져쳐 있으며,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역을 자랑한다. 백제 사찰로는 이례적으로 삼국유사 무왕 조에 자세한 창건설화가 전하고 있으며, 조

선시대 동국여지승람에는 미륵사의 석탑을 동방에서 가장 큰 석탑이라고 기록하였다. 미륵사는 임진왜

란 전후에 폐사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미륵사지는 백제 고유의 가람배치형식인 일탑 일금당 형식에

서 확장하여 삼탑 삼금당 형식의 독특한 배치형식으로 조성되었다. 이러한 배치형식은 미륵부처가 지상

에 내려와 세 번의 설법을 통해 중생을 구원하는 모습을 사찰 배치에 표현한 매우 독창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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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여 능산리 고분군

능산리 고분군은 백제 사비도읍기 왕릉이 모여있는 곳으로 현재 7기가 정비되어 있다. 모두 굴식

돌방무덤의 형태로 화강석을 정교하게 다듬어 무덤방을 조성하고 천장의 형태는 볼트형과 평천장(육

각형, 사각형)구조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고분의 축조방식과 형태는 일본으로 전해졌다.

능산리 고분군은 사비도성 경계를 구획하는 나성 밖에 근접하여 동서로 이어지는 해발 121m의 

능산 산기슭에 위치한다. 좌우로는 아트막한 구릉이 감싸고 있으며 앞으로는 개울이 흐르고 있다. 고

분군이 나성 밖에 있는 것은 사비시대에 무덤의 위치를 경외매장 원칙에 따른 것이다.

고분군인 3기씩 앞뒤 2열을 이루고 북쪽으로 7호분 1기가 더 자리하며 총 7기로 이루어져 있다. 

능산리 고분군은 웅진도읍기에 비해 무덤방(묘실)의 규모가 작아지고 구조는 정제된 형태로 발전되었

으며, 바다건너 일본(왜)에 기술이 전해지는 등 고분 축조기술의 교류 양상을 보여준다.

 

  6) 부여 나성

나성은 수도 사비(현재 부여읍)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외곽성으로 전체의 모습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동아시아 외곽성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백제후기의 수도였던 사비는 북, 서, 남쪽은 백마강(금강)이 천연의 해자 역할을 하며 경계를 짓

고, 동쪽에는 산지능선을 이용하여 축조한 성곽인 나성이 사비도성의 경계를 구획하였다. 한반도 최초

로 축조된 나성은 백제의 마지막 수도인 사비를 지키기 위해 쌓은 외곽성으로 중국의 도성제도를 받

아들여 사비지역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축조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고대 동아시아 수도 외부

를 둘러싼 성곽의 사례로는 부여 나성과 중국 낙양성의 외성이 있으나, 낙양성의 상당부분이 멸실된 

것에 비해 나성은 전체의 윤곽이 그대로 남아있는 귀중한 사례이다.

나성은 그동안의 발굴조사를 통해 웅진도입기부터 축조가 시작되어 사비로 천도하던 무렵에 거의 

완공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백제의 나성 제도는 이후 고구려의 장안성 외성, 고려의 개성 

나성 축조에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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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산의 가치보존과 활용을 위한 활동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백제후기의 왕도 유적으로 웅진도읍기와 사비도읍기, 사비도읍기 후

기(무왕기) 유적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이 필수적이다. 따

라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등 2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3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단 파견과 더불어 일정규모의 재

원을 출연하여 재단의 운영과 통합적 측면에서의 목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재단에서는 지방자

치단체와 협력하여 세계유산 홍보 및 활용과 관련된 국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크게 구분해 보면 통합적 측면에서의 유산

의 보존관리활동 사업과 활용사업으로 구분된다. 다만,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주체가 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음에 따라 문화재청(백제왕도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단)에서 관련계획 수립과 감

독의 역할을 담당하고,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공주시, 부여군, 익산시)에서는 유산지구별 발굴 및 조사, 

보수 및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백제세계유산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내

용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 가치보존 활동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은 세계유산을 구성하고 있는 공주·부여·익산 

8개 유산구역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활동과, 통합방범시스템 운영 활동이 대표적이다. 

상시모니터링 활동은 각 지역에 2명의 상시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하여 유산구역을 상시 순찰하여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점검·조치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쾌적한 관람환경을 유지하

고, 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전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상시모니터링은 모니터링 전문 요원(총 6명, 지역

별 각 2명 배치)이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APP)에 입력하는 방식과, 일반인이 모니터링

에 직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일상적 관리는 물론, 관람객의 

불편 및 개선사항, 유적의 세부적인 상태와 발생되었거나 예측 가능한 문제점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

관리된다. 특히 세계유산 지역을 찾은 일반인들이 현장에서 QR CODE(Quick Response Code)에 

접속하여 인증절차 없이 전자우편 주소만 기재하면 손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건의된 내용에 대

해 답변을 받아 보는 쌍방형 소통방식이다. 이와같은 사업의 내용은 매우 주목받는 우수한 사례로 유

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도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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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속유산의 통합적 보존관리

 1. 통합보존관리기구 

  1) (재)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단

문화재청은 지난 2011년에 충청남도 공주시와 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에 남아있던 백제유적을 세

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우선 등재 추진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같은 해 12월에 중앙정부기관

(문화재청)과 광역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 전라북도), 기초지방자치단체(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간에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협약체결 이후 세계유산 등재 준비를 담당할 기관 설립을 준비하여 2012년 5월에 ‘재단법인 백제

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출범하였다. 재단 사무국은 5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추진 사업들은 국내외 학술회의를 통해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

유산적 가치를 확립시키는 활동과 유네스코에 제출할 세계유산등재신청서와 부속서 작성 작업을 진행

하였다. 

2014년 1월에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접수하고 등재절차에 따른 심사를 이행하는 작업과 함께, 

공주시와 부여군, 익산시에 분포해 있는 신청유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같은 해 

9월에 기관 명칭을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으로 변경하였다. 더불어 세계유산 등

재 준비를 위한 역할이 증대되자 사무국의 직원의 수도 증가되어 광역지방자치단체 5인(충남도 3인, 

전북도 2인), 기초지방자치단체 3인(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분야별 전문인력 4인(재단 직원) 등 

총 12인으로 직원의 규모가 확대되었다. 

2015년 7월에 열린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됨

에 따라 재단 목적사업이 유산의 통합관리와 활용, 확장등재 등으로 주요 목적사업으로 변경되었다. 이

에 따라 2016년 1월에 기관의 명칭을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 

2016년 1월에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가 새롭게 출범되면서 조직도 다소 변화를 가져왔다. 현

재의 조직구성은 센터장(세계유산 전문가, 공무원 4급 상당) 1인, 광역지방자치단체 파견공무원(5급 

사무관, 재단 팀장) 2인. 기초지방자치단체 파견공무원(공주시·부여군·익산시 6급 주무관) 3인, 재단 

일반직(문화유산 관련 전문가) 4인 등 총 1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 최고 의결기구로는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의 구성은 광역지방자치단

체 부지사(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2인이 1년 단위로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공주시 부시장, 부여군 부군수, 익산시 부시장) 3인, 전문가 4인 등 총 11

인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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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가치확산을 위한 활동(이동주)

 2. 유산의 가치보존과 활용을 위한 활동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백제후기의 왕도 유적으로 웅진도읍기와 사비도읍기, 사비도읍기 후

기(무왕기) 유적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이 필수적이다. 따

라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등 2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3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단 파견과 더불어 일정규모의 재

원을 출연하여 재단의 운영과 통합적 측면에서의 목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재단에서는 지방자

치단체와 협력하여 세계유산 홍보 및 활용과 관련된 국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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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각 2명 배치)이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APP)에 입력하는 방식과, 일반인이 모니터링

에 직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일상적 관리는 물론, 관람객의 

불편 및 개선사항, 유적의 세부적인 상태와 발생되었거나 예측 가능한 문제점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

관리된다. 특히 세계유산 지역을 찾은 일반인들이 현장에서 QR CODE(Quick Response Code)에 

접속하여 인증절차 없이 전자우편 주소만 기재하면 손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건의된 내용에 대

해 답변을 받아 보는 쌍방형 소통방식이다. 이와같은 사업의 내용은 매우 주목받는 우수한 사례로 유

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도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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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2014년 1월에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접수하고 등재절차에 따른 심사를 이행하는 작업과 함께, 

공주시와 부여군, 익산시에 분포해 있는 신청유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같은 해 

9월에 기관 명칭을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으로 변경하였다. 더불어 세계유산 등

재 준비를 위한 역할이 증대되자 사무국의 직원의 수도 증가되어 광역지방자치단체 5인(충남도 3인, 

전북도 2인), 기초지방자치단체 3인(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분야별 전문인력 4인(재단 직원) 등 

총 12인으로 직원의 규모가 확대되었다. 

2015년 7월에 열린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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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2016년 1월에 기관의 명칭을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 

2016년 1월에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가 새롭게 출범되면서 조직도 다소 변화를 가져왔다. 현

재의 조직구성은 센터장(세계유산 전문가, 공무원 4급 상당) 1인, 광역지방자치단체 파견공무원(5급 

사무관, 재단 팀장) 2인. 기초지방자치단체 파견공무원(공주시·부여군·익산시 6급 주무관) 3인, 재단 

일반직(문화유산 관련 전문가) 4인 등 총 1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 최고 의결기구로는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의 구성은 광역지방자치단

체 부지사(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2인이 1년 단위로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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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가치확산을 위한 활동(이동주)

더불어 국제학술심포지엄도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초기에는 주로 세계유산 가치규명에 중점을 두

었다면, 세계유산목록 등재 이후에는 세계유산의 가치확산을 위한 내용이 주된 주제였고, 최근에는 빠

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사업화하기 위해 보다 폭넓고 다양한 주제를 설정하

여 진행하고 있다. 

  2) 세계유산 활용사업

세계유산 활용사업은 크게 홍보사업, 연구사업, 교육사업, 관광콘텐츠 개발 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주요사업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표적인 홍보사업으로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아름다운 사계와 탁월한 가치를 보여주는 유적의 전경사

진 등으로 구성된 사진을 촬영하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국내외 사진전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해외의 한국문화원과 연계하여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재외국민들과 외국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더불어 2016년부터 매년 변화되는 유적지 상황에 맞는 안내지도와 리플릿 등의 홍보자료를 발간·

배포하고 있으며, TV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매년 특정사업을 발굴하

여 추진하고 있는데, 2017년에는 기존의 홈페이지에 다국적 언어를 적용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세계유산 소식과 재단의 소식을 전하는 계간지(뉴스레터)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다. 

더불어 2018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백제문화유산 주간에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진콘테스트 및 

세계유산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감동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효과

를 거두고 있다.

백제역사유적지구 국외 사진전(2021, 주태국 한국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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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방범시스템은 8개 유산구역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무인감시가 가능한 시스템

이다. 이를 통해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물론, 백제세계유산센터에서 상시모니터링이 가능하며, 탐

방객들의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과 단위유산 구역에서의 시설물 등의 훼손 방지 등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밖에도 유네스코에서 등재 당시 권고한 사항인 부여 능산리 동하총(벽화고분)의 내부 모니터링

을 3년에 걸쳐 시행한 바 있고, 그간 학계에서 발표된 논문과 연구자료 등을 집대성하여 디지털 아카

이브를 구축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모든 유적에 대한 3차원 기록화 사업이 

완료되었고, 주기적으로 기록 보존용 사진촬영 등의 디지털 기록화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에는 기 구축된 디지털 자료의 온라인 전시를 위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문화향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백제역사유적지구 사이버전시관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백제역사유적지구 상시모니터링(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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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가치확산을 위한 활동(이동주)

   

교육융합콘텐츠 제작

 

블록을 이용한 유적체험활동

   

사생대회 및 퀴즈왕 선발대회

 

백제역사유적지구 랜선역사탐방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콘텐츠 개발 사업으로는 매년 국내외 관광박람회와 주요 행사장에 

세계유산 홍보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파급력이 높은 계층 및 단체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운

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가치와 매력을 널리 알려 지역 및 현장으로의 방문으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밖에도 매년 발굴된 특정 사업으로 세계유산 안내판 및 조형물

설치 및 보강사업(2016년, 2019년)과, 해외(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테마상품개발 사업(2017년)

을 추진하였고, 2019년부터는 수도권 및 대도시 권역 방문객 유치를 위한 통합투어버스 사업을 추진

하고 있는데, 공주-부여-익산지역을 연계한 유적탐방과 체험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어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백제역사유적지구 팸투어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 투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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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보편적가치 강화를 위한 연구사업으로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확장등재와 관련된 사전 조사

연구로서 확장등재 검토연구와 현황조사 및 연구자료집 작성, 도록 작성 등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매년 발굴된 특정 사업으로 백제문명 기초조사(2017년), 일제강점기 백제역사유적 관련기록 모음집 

발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방문객 관광패턴 수요조사(2018년), 백제세계유산센터 중장기발전계획

(2019년), 백제역사유적지구 단위유산 보존관리현황 연구(2020년) 등의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계층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으로는 세계유산 가치 확산 및 과제 발굴을 위한 국제학술회

의와 지역주민 세계유산 교육 및 답사활동, 미래세대를 위한 유명인 초청 특강도 매년 이루어지고 있

다. 매년 발굴된 특정 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심화교육(2016년, 2017년), 백제역사유적지구 스토리 

가이드북 발간(2017년), 어린이 그림책 제작 및 교육교재 개발(2018, 2019), 명사와 함께하는 세계유

산 특강영상 제작 사업(2019년), 교육융합콘텐츠 교육자료 제작(2020년), 그림과 이야기로 보는 세계

유산 컬러링북(2020년) 등이 제작되었다. 이렇게 제작된 교육콘텐츠는 국내 학교에 배포되어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이나 동아리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더불어 2020년에는 백제역사유적지구에서 즐기는 역사체험활동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 100배 즐기

기,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역사체험활동, 블록을 이용한 백제역사유적지구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활

동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감안하여 2020년과 2021년에는 랜선역사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유튜브와 방송사 특별프로그램으로 송출하여 온라인을 통해서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백제세계유산센터 소식지

전시장에 설치된 세계유산 홍보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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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에 개최된 세계유산축전-백제역사유적지구는 과거처럼 모든 프로그램이 대면방식으로 추진

되던 것에서 벗어나 비대면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을 방문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온라

인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산의 가치를 널리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계기였다고 판단된다.

Ⅳ. 맺음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백제역사유적지구가 고대 동아시아 문화의 교류를 증명하고 있으

며, 사라진 백제 문명의 증거를 볼 수 있다는 데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 등재라는 의미 있는 성과와 함께 우리 앞에 산적한 과

제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지정구역내의 사유지 매입과 발굴조사 및 연구활동도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세계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등의 관광기반 인프라 개선 사업도 꾸준히 시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공주와 부여, 익산지역에는 아직도 탁월한 가치를 보유한 백제유산들이 많이 남아있으며, 일

부는 아직도 체계적인 보호 관리시스템 내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균형적이

고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가치를 규명하고, 보존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활용계획 등을 수

립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노력은 기존처럼 행정기관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이 보

다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형태로 꾸준하게 변화되어야 한다. 현재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에서 추

진하고 있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사업들은 지속가능한 유산의 보존관리체계를 강화시키고, 미래세대 

및 다양한 계층의 국내외 방문자들에게 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심을 유도하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며, 문화유산은 지속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다. 또한 선조

들이 물려준 소중한 문화유산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세대들만의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보존·관

리하여 미래 세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따라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은 지역주민과 국민들을 위해서 만이 아닌 전 세계인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나가야 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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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계유산 가치향유를 위한 축전 개최

문화재청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세계유산축전을 개최해오고 있다. 세계유산축전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인류의 자산인 세계유산의 가치를 전 국민과 더불어 향유하고 널리 확산시키고자 추진하

는 행사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고품질의 문화유산 복합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유네스코 세계유

산을 주제로 전통공연·재현행사·체험·전시 등을 통해 국민들께 세계유산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고, 가치확산에 기여하는 행사이다.

백제세계유산센터에서는 지난 2020년에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8월 13일부터 29일

까지 ‘찬란한 유산, AGAIN 백제로’라는 주제로 공주-부여-익산에 소재해 있는 백제유적지 일원에서 

진행되었다. 백제 세계유산 축전은 개·폐막식과 주제공연, 전통공연과 재현행사, 가치향유프로그램, 체

험 및 교육, 탐방 프로그램, 가치확산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감안하여 안전한 관람 및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앤오

프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사전에 계획하였으며, 축전 개최 시기에 맞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세

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었다. 

  

백제로 원정대

 

축전 개막행사

 

  

백제로 풍류방

 

백제로 별빛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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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계유산으로서 조선왕릉(융ž건릉)의 가치와 연계유산과의 관계(이창환)

세계유산으로서 조선왕릉(융릉과 건릉)의 가치와

연계유산과의 관계

이창환
상지대학교 환경조경학과

명예교수

[요약문]

지난 2009년 6월 스페인의 세비아에서 열린 제33차 세계유산대회에서 한국의 조선왕릉 40기가 

연속(Serial nination)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조선왕릉은 1392년 태조이성계가 건국한 이래 518년을 이어 온 한국의 대표적 왕조의 장묘문화

이다.

조선왕릉은 도성인 서울의 경복궁을 중심으로 반경 4km밖 40km에 입지하고 있다. 조선왕릉은 국

가창설의 운영논리인 유교와 성리학 그리고 조상숭배사상을 배경으로 조선시대의 왕실의 권위와 지속

적 지배논리에 따라 518년 동안 왕실의 철저한 관리감독하에 규칙적/정형적 틀을 갖추면서 한국인의 

자연관(풍수사상 등)에 따라 조영됨이 특징이다.

조선시대 능묘방식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조화롭고 자연 친화적인 능묘 형태로 규모와 양식에서 

한국만의 독특성을 갖추고 있고 조선시대의 국가통치철학(유교 등)과 정치적 영향에 의하여 시대에 

따라 다양한 공간의 크기, 구분(성의 공간-만남의 공간-속세의 공간, 문인과 무인의 공간 등), 석물의 

배치, 기타시설물의 배치 등이 특색을 띠고 있다. 특히 능침공간의 봉분 각공간의 규모와 조각양식 

등은 그 시대의 가장 뛰어난 예술성을 볼 수 있으며, 시대적 사상과 정치사를 반영하고 있어서 역사

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역사적 공간이다. 

또한 능역은 우리문화의 대표적 참배 공간으로서 효과적인 보존관리와 조경 등 식재의 규칙을 수

백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녹지공간으로서 보존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현재에도 전주이씨 종약원에서 봉양회를 통하여 지속적인 제례를 

600여년 이어온 살아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도 높게 평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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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ty royal tombs from the Joseon Dynasty were collectively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as a serial property at the 33rd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held in June 2009. 
The World Heritage property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eloquently testifies to the 
funeral traditions over the 518 years of the dynasty. 

The 40 inscribed royal tombs are all located at least four kilometers away from the main Joseon 
palace (Gyeongbokgung Palace) but within a 40-kilometer radius. Following the principles of 
Neo-Confucianism, the governing philosophy of the dynasty, the tombs of monarchs and their wives 
were built as a space for practicing ancestral worship in faithful reflection of pungsu geomantic 
rules. Expressing the authority of the royal family and the continuity of its dynastic rule, the royal 
tombs were constructed in a gradually regularized configuration under strict state supervision. 

While all manifesting distinctively Korean characteristics based on a focus on harmony with 
nature, these royal tombs from the Joseon era vary in the size of the burial ground, the spatial 
division between the burial, ceremonial, and entrance areas, and the composition and arrangement of 
the stone figures. The burial area of each royal tomb vividly demonstrates both the artistry and the 
sociopolitical conditions of the day through its scale and the carved images found in its stone 
elements. 

The burial grounds of these royal tombs are also well known for their value as green spaces. 
The vegetation around the burial grounds has been stably managed for centuries, expanding the 
significance of the royal tombs. 

Their importance as living heritage cannot be overlooked. The tradition of observing ancestral 
rites at the royal tombs of Joseon has been practiced for more than 600 years. The Royal Family 
Organization continues to carry out regular rites at the tombs of their anc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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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조선왕릉은 다른 유교문화 국가와 다르게 조선왕조의 자연관과 세계관에 대한 통일된 접근방법

으로 인해 왕릉과 관련된 독특하고 중요한 장묘전통이 탄생하였으며, 풍수사상을 활용하여 자연환경

을 유지하면서 제례를 위한 신성한 공간인 왕릉이 조영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시대 시기별로 공간구성, 건축 및 조경설계, 석물의 크기 등에서 다른 특징이 나타나고 있으며 

주변의 환경을 존중하는 독특한 무덤 조영 양식을 잘 보여주며 부속건물 및 관련 요소를 통해서 제례

의 전통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조선왕조 동안에 국가 제례가 정기적으로 행해졌고, 지금까지 제례일

에 전주이씨 대동종약원과 능별 봉양회가 제례를 지내는 전통을 잘 이어오고 있다는 점등이 높게 평

가되었다.

한편 수원화성에 입지한 융릉과 건릉은 조선시대 22대왕 정조(1776-1800)의 부모와 그의 내외의 

왕릉으로 이미 1997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수원화성과 더불어 조선시대 중요한 유산으로 그의 통치사

상과 기술등이 많이 내포된 지역의 왕릉으로 독특한 입지 배경과 능역의 조영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주변의 독산성, 만년제, 능침사찰이었던 용주사등의 있어 이들에 대한 유산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있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조선왕릉의 세계유산적 기치와 융릉과 건릉의 유산적 가치를 중심으로 주변 

연계유산인 독산성의 방어적, 만년제등의 수리 기술, 용주사의 능침사찰, 그리고 조선시대 왕중 가장 

많은 식재를 한 것으로 전해지는 역사경관림 조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본 고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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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유산과의 관계

Ⅰ.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가치

Ⅱ. 융릉과 건릉의 유산적 가치

Ⅲ. 융릉과 건릉의 연계유적

Ⅳ. 결론

Ⅰ.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가치

 가. 조선왕릉의 개요

지난 2009년 6월 스페인의 역사도시 세비야에서 열리는 제33차 세계유산대회에서 조선왕릉 40기

가 연속유산(Serial Nomination)으로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조선왕릉 40기가 세계

문화유산적가치(OUV)를 세계인에게 인정받아 세계인이 함께 보존하고 향유 할 수 있는 우리민족의 

중요한 문화유산이 되었다. 우리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인에게 높이 평가받은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는 온화한 기후와 쾌적한 공간에서 살기 위해 산수가 좋은 자리에 터를 

잡아 살아가며, 사후에도 영면(永眠)하기 위해 길지(吉地)를 찾아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한나라의 통

치자였던 왕과 왕비 무덤의 경우 더욱 그 제도와 정치·사상적 내용을 고려하여 조영되었다. 국가 창

설의 운영 논리인 유교와 성리학을 근간으로 조상숭배사상을 중시여겼던 조선시대의 경우 더욱 왕릉

으로서의 권위와 지속적 지배논리에 따라 규칙적, 정형적 틀을 갖추면서 한국인의 자연관에 따라 조

영됨이 특징이다.

조선시대(1392~1910) 왕실과 관련되는 무덤은 ‘능(陵)’과 ‘원(園)’ 그리고 묘(墓)로 구분된다. 왕릉

으로 불리는 능(陵)은 ‘왕과 왕비, 추존된 왕과 왕비의 무덤’을 말하며, 원(園)은 ‘왕세자와 왕세자비, 

왕의 사친(私親)의 무덤’을 말한다. 기타 묘(墓)라 한다. 

조선시대의 왕릉과 원은 조선 초기에 개성에 조성된 제릉(齊陵)과 후릉(厚陵)을 제외하고는 일반적

으로 당시의 도읍지인 서울(한양)에서 십리(약4km)밖 백리(약40km) 이내에 입지하고 있으며, 남한에

는 왕릉이 40기(북한2기 미포함), 원이 13기, 총 53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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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um, the Joseon Dynasty consistently applied across its long history a unique perspective on 
nature and the universe while preparing burial sites for its kings and queens, giving birth to sacred 
spaces for ancestral worship. These 40 royal tombs, constructed with full respect for their 
surrounding natural environments according to pungsu principles, also showcase changes in the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conditions of the Joseon era through differences in their spatial 
composition, architecture, and sculpture. The state regularly carried out rites at the royal tombs 
throughout the dynasty. This time-honored tradition is still practiced by the Royal Family 
Organization and the worshipping society for each royal tomb. 

Among the 40 royal tombs, two are located near Hwaseong Fortress in Suwon. They are 
Geolleung and Yungneung, respectively the joint tomb of King Jeongjo (r. 1776–1800) and his wife 
and the tomb of his parents. Along with nearby Hwaseong Fortress, which was constructed by the 
order of King Jeongjo and separately inscribed as World Heritage in 1997, these two royal tombs 
are nationally important heritage sites. Yungneung and Geolleung manifest the governing ideology of 
King Jeongjo and the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of his time through their location and architecture. 
In addition, there are other important heritage sites nearby that are associated with King Jeongjo's 
plan to establish a new city in what is now Suwon. They include Doksanseong Fortress, Mannyeonje 
Embankment, and Yongjusa Temple (the memorial temple for Yungneung and Geolleung). 

In this article, I will explore the significance of Yungneung and Gelleung as World Heritage in 
association with other heritage sites in Suwon connected to King Jeongjo such as Doksanseong 
Fortress, Mannyeonje Embankment, and Yongjusa Temple. I will also touch on the efforts at 
forestation and landscaping by King Jeongjo, who is known for planting the greatest number of 
trees among all the Joseon k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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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는 온화한 기후와 쾌적한 공간에서 살기 위해 산수가 좋은 자리에 터를 

잡아 살아가며, 사후에도 영면(永眠)하기 위해 길지(吉地)를 찾아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한나라의 통

치자였던 왕과 왕비 무덤의 경우 더욱 그 제도와 정치·사상적 내용을 고려하여 조영되었다. 국가 창

설의 운영 논리인 유교와 성리학을 근간으로 조상숭배사상을 중시여겼던 조선시대의 경우 더욱 왕릉

으로서의 권위와 지속적 지배논리에 따라 규칙적, 정형적 틀을 갖추면서 한국인의 자연관에 따라 조

영됨이 특징이다.

조선시대(1392~1910) 왕실과 관련되는 무덤은 ‘능(陵)’과 ‘원(園)’ 그리고 묘(墓)로 구분된다. 왕릉

으로 불리는 능(陵)은 ‘왕과 왕비, 추존된 왕과 왕비의 무덤’을 말하며, 원(園)은 ‘왕세자와 왕세자비, 

왕의 사친(私親)의 무덤’을 말한다. 기타 묘(墓)라 한다. 

조선시대의 왕릉과 원은 조선 초기에 개성에 조성된 제릉(齊陵)과 후릉(厚陵)을 제외하고는 일반적

으로 당시의 도읍지인 서울(한양)에서 십리(약4km)밖 백리(약40km) 이내에 입지하고 있으며, 남한에

는 왕릉이 40기(북한2기 미포함), 원이 13기, 총 53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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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um, the Joseon Dynasty consistently applied across its long history a unique perspective on 
nature and the universe while preparing burial sites for its kings and queens, giving birth to sacred 
spaces for ancestral worship. These 40 royal tombs, constructed with full respect for their 
surrounding natural environments according to pungsu principles, also showcase changes in the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conditions of the Joseon era through differences in their spatial 
composition, architecture, and sculpture. The state regularly carried out rites at the royal tombs 
throughout the dynasty. This time-honored tradition is still practiced by the Royal Family 
Organization and the worshipping society for each royal tomb. 

Among the 40 royal tombs, two are located near Hwaseong Fortress in Suwon. They are 
Geolleung and Yungneung, respectively the joint tomb of King Jeongjo (r. 1776–1800) and his wife 
and the tomb of his parents. Along with nearby Hwaseong Fortress, which was constructed by the 
order of King Jeongjo and separately inscribed as World Heritage in 1997, these two royal tombs 
are nationally important heritage sites. Yungneung and Geolleung manifest the governing ideology of 
King Jeongjo and the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of his time through their location and architecture. 
In addition, there are other important heritage sites nearby that are associated with King Jeongjo's 
plan to establish a new city in what is now Suwon. They include Doksanseong Fortress, Mannyeonje 
Embankment, and Yongjusa Temple (the memorial temple for Yungneung and Geolleung). 

In this article, I will explore the significance of Yungneung and Gelleung as World Heritage in 
association with other heritage sites in Suwon connected to King Jeongjo such as Doksanseong 
Fortress, Mannyeonje Embankment, and Yongjusa Temple. I will also touch on the efforts at 
forestation and landscaping by King Jeongjo, who is known for planting the greatest number of 
trees among all the Joseon k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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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계유산으로서 조선왕릉(융ž건릉)의 가치와 연계유산과의 관계(이창환)

 나. 조선왕릉의 세계유산적 가치

5,0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은 많은 세계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이제 경제 

무역대국으로의 발돋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문화의 우수성이다. 조선왕릉을 대상으로 세계유산적가

치와 선정기준 준비과정을 살펴보았다.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위해서는 등재기준 6가지 선정기준(selection criteria;ⅰ항-ⅵ항)의 검토를 

거쳐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진정성(authenticity), 완전성

(integrity), 유사유산과의 비교 및 차별성(comparative studies), 보호 및 관리 능력(conservation 

and management) 등의 내용을 심의한다. 

조선왕릉은 1392년 태조이성계가 건국한 이래 518년을 이어 온 왕조문화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1) 우리나라 무덤문화는 통일신라 이후 세계의 무덤 문화 중 지형의 곡선(원형)처리를 아름답게 표

현한 장묘 문화이다. 조선시대 능묘방식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다양한 형식의 능침공간을 구성

하고 독특한 자연 곡선과 가장 조화롭고 자연 친화적인 능묘 형태를 이루어 아름다운 능묘 방

식이다.  

[그림 3] 조선왕릉 상설도
(자료: 2008,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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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역 자연지형은 그 혈장이 꽉 짜이게 입구가 좁아야 하는데 조선의 능들은 대부분 입구가 아득히 

오므라진 산세를 하고 있는 곳이 일반적인 형국이다. 입구가 오므라들지 않은 곳은 비보 차원의 압승

림과 연지(蓮池)를 조성하기도 하였다.(그림1)

능원 입지 선정과 조영물의 축조 방법은 전방 산의 형태와 주위 지형의 합치된 위치와 규모를 갖

고 있는데, 이것은 능원(역)이 자연환경의 일부로 여겨지는 풍수사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에 기인한다. 

이로 인하여 조선의 왕릉은 그 형식이 단릉(單陵), 쌍릉(雙陵), 합장릉(合葬陵), 동원이강릉(同原異岡

陵), 동원상하릉(同原上下陵), 삼연릉(三緣陵), 동봉삼실릉 등 많은 형식으로 나타나, 다른 나라의 왕조

와 다른 독특한 한국만의 왕릉조영 방식이다.(그림5) 

    

조선왕릉의 공간구성은 유교의 예법에 따라 진입공간-제향공간-전이공간-능침공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능원의 공간구성요소는 진입공간에 외홍살문, 재실, 연지, 화소, 금천교 등이 있으며, 제향

공간에는 홍살문, 참도, 수복방, 수라간, 비각(碑閣), 정자각 등이 있다. 전이공간에는 예감(瘞坎), 산

신석, 신도(神道)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리고 능주가 묻혀 있는 최상단은 신성시하는 곳으로 능침

공간이다. 이곳에는 능주의 침실인 봉분을 중심으로 양석(羊石)과 호석(虎石), 상석(魂遊石), 망주석, 

장명등, 문무석인상, 마석(馬石), 곡장 등이 있다. 이밖에 화소(火巢), 원찰(願刹) 등이 능역 외곽에 

배치되어 있다.(그림1,2)

조선시대 능역의 공간구성은 제향시 사자(死者)와 생자(生子)의 만남의 공간인 정자각을 중심으

로 구체적으로 3단계의 공간으로 구분되는바, 참배객을 위한 속세의 공간인 진입공간, 제향공간, 다

음은 사자의 공간인 성역공간(능침공간)으로 대별 된다.(그림2,4)

[그림 1] 조선시대 능역의 경관구성도
(이창환 작성,1998)

[그림 2] 조선시대 능원의 공간개념도 
(이창환 작성,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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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선왕릉의 세계유산적 가치

5,0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은 많은 세계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이제 경제 

무역대국으로의 발돋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문화의 우수성이다. 조선왕릉을 대상으로 세계유산적가

치와 선정기준 준비과정을 살펴보았다.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위해서는 등재기준 6가지 선정기준(selection criteria;ⅰ항-ⅵ항)의 검토를 

거쳐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진정성(authenticity), 완전성

(integrity), 유사유산과의 비교 및 차별성(comparative studies), 보호 및 관리 능력(conservation 

and management) 등의 내용을 심의한다. 

조선왕릉은 1392년 태조이성계가 건국한 이래 518년을 이어 온 왕조문화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1) 우리나라 무덤문화는 통일신라 이후 세계의 무덤 문화 중 지형의 곡선(원형)처리를 아름답게 표

현한 장묘 문화이다. 조선시대 능묘방식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다양한 형식의 능침공간을 구성

하고 독특한 자연 곡선과 가장 조화롭고 자연 친화적인 능묘 형태를 이루어 아름다운 능묘 방

식이다.  

[그림 3] 조선왕릉 상설도
(자료: 2008,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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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역 자연지형은 그 혈장이 꽉 짜이게 입구가 좁아야 하는데 조선의 능들은 대부분 입구가 아득히 

오므라진 산세를 하고 있는 곳이 일반적인 형국이다. 입구가 오므라들지 않은 곳은 비보 차원의 압승

림과 연지(蓮池)를 조성하기도 하였다.(그림1)

능원 입지 선정과 조영물의 축조 방법은 전방 산의 형태와 주위 지형의 합치된 위치와 규모를 갖

고 있는데, 이것은 능원(역)이 자연환경의 일부로 여겨지는 풍수사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에 기인한다. 

이로 인하여 조선의 왕릉은 그 형식이 단릉(單陵), 쌍릉(雙陵), 합장릉(合葬陵), 동원이강릉(同原異岡

陵), 동원상하릉(同原上下陵), 삼연릉(三緣陵), 동봉삼실릉 등 많은 형식으로 나타나, 다른 나라의 왕조

와 다른 독특한 한국만의 왕릉조영 방식이다.(그림5) 

    

조선왕릉의 공간구성은 유교의 예법에 따라 진입공간-제향공간-전이공간-능침공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능원의 공간구성요소는 진입공간에 외홍살문, 재실, 연지, 화소, 금천교 등이 있으며, 제향

공간에는 홍살문, 참도, 수복방, 수라간, 비각(碑閣), 정자각 등이 있다. 전이공간에는 예감(瘞坎), 산

신석, 신도(神道)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리고 능주가 묻혀 있는 최상단은 신성시하는 곳으로 능침

공간이다. 이곳에는 능주의 침실인 봉분을 중심으로 양석(羊石)과 호석(虎石), 상석(魂遊石), 망주석, 

장명등, 문무석인상, 마석(馬石), 곡장 등이 있다. 이밖에 화소(火巢), 원찰(願刹) 등이 능역 외곽에 

배치되어 있다.(그림1,2)

조선시대 능역의 공간구성은 제향시 사자(死者)와 생자(生子)의 만남의 공간인 정자각을 중심으

로 구체적으로 3단계의 공간으로 구분되는바, 참배객을 위한 속세의 공간인 진입공간, 제향공간, 다

음은 사자의 공간인 성역공간(능침공간)으로 대별 된다.(그림2,4)

[그림 1] 조선시대 능역의 경관구성도
(이창환 작성,1998)

[그림 2] 조선시대 능원의 공간개념도 
(이창환 작성,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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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선시대의 능원의 특징은 단일민족에 의한 오랜 기간(500여년)의 동일 통치국가의 연속된 특징

을 갖고 있으며, 시대적 정치상황과 사상, 통치철학에 의한 시대적 흐름과 사상 등이 일정한 능

원공간의 조영 및 관리사상의 변화, 규칙적 관리, 공간의 영역범위 변화, 조영공간의 형식, 조형

물의 변화 등을 반영되고 보전되어 온 독특한 문화유산이다. 이들 유산이 518년간의 42기의 능

이 온전히 잘 보존되어 있다. 

 7) 조선시대의 능원은 우리문화의 사상, 역사, 철학, 정치사의 흐름에 따라 그 능역의 범위를 달리

하고 있어 수도권 녹지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의 난개발로 인해 능역의 범위

와 능원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조선의 능역은 우리의 경관관리 방법의 하나인 풍수관에 의해 

시계영역까지 관리하였으나 최근 들어 능역 앞의 고층아파트 건립 등 경관적 파괴가 이루어져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8) 동양의 철학인 유교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로 그 조영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으로 잘 남기고 있

어 보존 관리에 진정성을 확보하며 기록문화의 우수성을 볼 수 있다.(各種儀軌 및 陵誌 등)

 9) 조선왕릉의 능역은 우리문화의 대표적 참배공간으로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능역에 맞는 조경 

등 식재의 규칙을 수백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공간으로서 그 보전의 가치가 매우 높다.

10) 또한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물론 현재에도 전주이씨 종약원에서 봉양회를 통하여 지속적인 제례

를 600여년 이어온 살아 있는 문화유산이다.

 

단릉(健元陵) 쌍릉(獻陵) 동원이강릉(光陵)

합장릉(英陵) 동원상하이봉릉(寧陵) 삼연릉(景陵)

[표 1] 조선왕릉의 능침공간의 형식(2007,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연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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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시대의 능역은 규모와 양식에서 한국만의 독특성을 갖추고 있다.(그림5) 능역의 성역공간과 

참배공간은 조선 518년 역사의 흐름에 따라 국가운영 논리에 따라 공간의 규칙성을 갖고 있으

며, 매장의 깊이와 봉분의 높이 등도 한국식 독특함을 갖추고 있다. 

3) 조선의 왕릉은 도성의 중심인 경복궁을 중심으로 참배의 거리, 방위, 주변산세와 관계 등을 고려

하여, 10리(4km)밖 100리(40km)안에 조영을 하여 인위적 그린벨트(Green Belt)를 이루어, 녹

지보전(시계영역)1)의 왕릉 숲으로 보전하고 수시로 왕 등이 친히 능에 나아가 녹화를 실시한 공

간으로 현재 서울의 그린벨트의 근간이 되었으며, 이러한 왕릉 숲 관리는 아주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로 현재의 광릉수목원2), 홍릉수목원 등의 도시 숲을 형성하는 역사적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4) 조선의 왕릉은 조선시대의 국가통치철학(유교 등)과 정치적 영향에 의하여 시대에 따라 다양한 

공간의 크기, 구분(문·무인공간), 석물의 배치, 기타시설물의 배치 등이 특색을 띠고 있다.3) 특

히 능침공간의 봉분 각 공간의 규모와 조각양식 등은 그 시대의 가장 뛰어난 예술성을 볼 수 

있으며, 시대적 사상과 정치사를 반영하고 있어서 역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역사적 공간이

다.(그림6)

5) 건축(정자각, 비각, 신도비, 재실 등)의 배치가 동아시아 유교권의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의 능의 

배치와 규모 시각적 특이성, 공간구성의 원리(철학과 사상)를 달리하여 예술성을 높이고 있다.

1) 숙종이후 능침공간에서 보이는 모든 영역의 민가와 묘를 이주하는 등 녹지를 특별히 관리함. 
2) 세조는 능묘변화의 혁신을 이루는데 석곽에서 회격제도와 능 주변에 여러 나무를 옮겨심게 하여 인위적인 식재 관리의 필

요성과 관리로 현재의 수백년 된 인공적 수림대와 자연적 수림대의 세계적 희귀성과 역사성(1,000여년)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 광릉수목원 및 크낙새 등 천연적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되어 인류생태문화자원으로 충분한 독특성이 있다.
3) 중국의 능묘제도는 황제의 능묘제도로서 우리와 같이 능묘제도를 하고 있으나 그 형식과 규모, 그리고 예술성에 있어서 달

리하고 있다.(명초기;남경, 명;북경 명십삼릉, 청;동릉과 서릉 등) 

[그림 4] 조선시대 능원내 제례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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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선시대의 능원의 특징은 단일민족에 의한 오랜 기간(500여년)의 동일 통치국가의 연속된 특징

을 갖고 있으며, 시대적 정치상황과 사상, 통치철학에 의한 시대적 흐름과 사상 등이 일정한 능

원공간의 조영 및 관리사상의 변화, 규칙적 관리, 공간의 영역범위 변화, 조영공간의 형식, 조형

물의 변화 등을 반영되고 보전되어 온 독특한 문화유산이다. 이들 유산이 518년간의 42기의 능

이 온전히 잘 보존되어 있다. 

 7) 조선시대의 능원은 우리문화의 사상, 역사, 철학, 정치사의 흐름에 따라 그 능역의 범위를 달리

하고 있어 수도권 녹지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의 난개발로 인해 능역의 범위

와 능원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조선의 능역은 우리의 경관관리 방법의 하나인 풍수관에 의해 

시계영역까지 관리하였으나 최근 들어 능역 앞의 고층아파트 건립 등 경관적 파괴가 이루어져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8) 동양의 철학인 유교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로 그 조영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으로 잘 남기고 있

어 보존 관리에 진정성을 확보하며 기록문화의 우수성을 볼 수 있다.(各種儀軌 및 陵誌 등)

 9) 조선왕릉의 능역은 우리문화의 대표적 참배공간으로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능역에 맞는 조경 

등 식재의 규칙을 수백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공간으로서 그 보전의 가치가 매우 높다.

10) 또한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물론 현재에도 전주이씨 종약원에서 봉양회를 통하여 지속적인 제례

를 600여년 이어온 살아 있는 문화유산이다.

 

단릉(健元陵) 쌍릉(獻陵) 동원이강릉(光陵)

합장릉(英陵) 동원상하이봉릉(寧陵) 삼연릉(景陵)

[표 1] 조선왕릉의 능침공간의 형식(2007,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연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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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시대의 능역은 규모와 양식에서 한국만의 독특성을 갖추고 있다.(그림5) 능역의 성역공간과 

참배공간은 조선 518년 역사의 흐름에 따라 국가운영 논리에 따라 공간의 규칙성을 갖고 있으

며, 매장의 깊이와 봉분의 높이 등도 한국식 독특함을 갖추고 있다. 

3) 조선의 왕릉은 도성의 중심인 경복궁을 중심으로 참배의 거리, 방위, 주변산세와 관계 등을 고려

하여, 10리(4km)밖 100리(40km)안에 조영을 하여 인위적 그린벨트(Green Belt)를 이루어, 녹

지보전(시계영역)1)의 왕릉 숲으로 보전하고 수시로 왕 등이 친히 능에 나아가 녹화를 실시한 공

간으로 현재 서울의 그린벨트의 근간이 되었으며, 이러한 왕릉 숲 관리는 아주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로 현재의 광릉수목원2), 홍릉수목원 등의 도시 숲을 형성하는 역사적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4) 조선의 왕릉은 조선시대의 국가통치철학(유교 등)과 정치적 영향에 의하여 시대에 따라 다양한 

공간의 크기, 구분(문·무인공간), 석물의 배치, 기타시설물의 배치 등이 특색을 띠고 있다.3) 특

히 능침공간의 봉분 각 공간의 규모와 조각양식 등은 그 시대의 가장 뛰어난 예술성을 볼 수 

있으며, 시대적 사상과 정치사를 반영하고 있어서 역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역사적 공간이

다.(그림6)

5) 건축(정자각, 비각, 신도비, 재실 등)의 배치가 동아시아 유교권의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의 능의 

배치와 규모 시각적 특이성, 공간구성의 원리(철학과 사상)를 달리하여 예술성을 높이고 있다.

1) 숙종이후 능침공간에서 보이는 모든 영역의 민가와 묘를 이주하는 등 녹지를 특별히 관리함. 
2) 세조는 능묘변화의 혁신을 이루는데 석곽에서 회격제도와 능 주변에 여러 나무를 옮겨심게 하여 인위적인 식재 관리의 필

요성과 관리로 현재의 수백년 된 인공적 수림대와 자연적 수림대의 세계적 희귀성과 역사성(1,000여년)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 광릉수목원 및 크낙새 등 천연적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되어 인류생태문화자원으로 충분한 독특성이 있다.
3) 중국의 능묘제도는 황제의 능묘제도로서 우리와 같이 능묘제도를 하고 있으나 그 형식과 규모, 그리고 예술성에 있어서 달

리하고 있다.(명초기;남경, 명;북경 명십삼릉, 청;동릉과 서릉 등) 

[그림 4] 조선시대 능원내 제례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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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을 보유한 사건과 또는 살아있는 전통, 사상, 신념, 예술적/문화적 작품

과 직접 또는 가시적인 연계

-조선왕조 동안에 국가 제례가 정기적으로 행해졌고, 지금까지 제례일에 전주이씨 대동종약원과 

능별 봉양회가 제례를 지내는 전통을 잘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준 ⅵ)을 충족함. 더구나 조선

왕조는 왕의 신주를 모시고 제례를 지내기 위한 공간으로 종묘도 설립하였으며, 유교의 영향 아

래에서 조선왕릉은 제례라는 살아있는 유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음. 등의 세 기준에 평가를 

받아 등재되었다. 

 그러나 조선왕릉은 능침의 온전한 보전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변의 

개발의 압력, 기후 및 환경변화에 따른 환경의 압력, 관광압력,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를 지적받았으

며, 현재 이루어지는 보호조치는 대체적으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능역의 완충지역에 대

한 적절한 개발지침을 세울 것을 추가 권고하였다. 그 외 관리 방안의 수립 종합관광계획 등의 즉각

적인 수립과 대중적인 안내해설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다. 세계유산 등재시 권고사항 이행 관련

등재 후 문화재청과 지자체 등은 그동안 능원 내부에 대한 능제복원 보존 및 복원, 활용 방안을 

작성하고 잘 시행하고 있으나 많은 면적을 차지하며 개발압력과 활용 대책이 요구되는 지자체 등의 

완충지역(약4,252ha) 보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문화경관영향 평가 등의 조치와 보존 및 활용방안

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받은 바 있다. 

[그림 5] 영월 단종산릉도(越中圖, 장서각소장본) [그림 6] 숙종 명릉산릉도(장서각 소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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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 등을 검토하여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조선왕릉을 6가지 문화유산등재 평가항목 중 

세가지, 즉 ⅲ)항, ⅳ)항, ⅵ)항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여 세계유산에 등재시켰다. 

구체적으로

ⅲ)항; 문화적 전통, 또는 살아있거나 소멸된 문명에 관하여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

-다른 유교문화 국가와 다르게 조선왕조의 자연관과 세계관에 대한 통일된 접근방법으로 인해 왕

릉과 관련된 독특하고 중요한 장묘전통이 탄생하였으며, 풍수사상을 활용하여 자연환경을 유지하

면서 제례를 위한 신성한 공간인 왕릉이 조영되었기 때문에 ⅲ)의 기준을 충족함.

ⅳ)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잘 보여주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또는 경관

의 탁월한 사례

-조선시대 시기별로 공간구성, 건축설계, 석물의 크기 등에서 다른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준 

ⅳ)를 충족함. 더구나 조선왕릉은 주변의 환경을 존중하는 독특한 무덤 조영 양식을 잘 보여주며 

부속건물 및 관련 요소를 통해서 제례의 전통을 잘 드러내고 있음.

[표 2] 조선시대 능원의 문인상(文人像)의 시대별 변화 모습(2007,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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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을 보유한 사건과 또는 살아있는 전통, 사상, 신념, 예술적/문화적 작품

과 직접 또는 가시적인 연계

-조선왕조 동안에 국가 제례가 정기적으로 행해졌고, 지금까지 제례일에 전주이씨 대동종약원과 

능별 봉양회가 제례를 지내는 전통을 잘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준 ⅵ)을 충족함. 더구나 조선

왕조는 왕의 신주를 모시고 제례를 지내기 위한 공간으로 종묘도 설립하였으며, 유교의 영향 아

래에서 조선왕릉은 제례라는 살아있는 유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음. 등의 세 기준에 평가를 

받아 등재되었다. 

 그러나 조선왕릉은 능침의 온전한 보전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변의 

개발의 압력, 기후 및 환경변화에 따른 환경의 압력, 관광압력,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를 지적받았으

며, 현재 이루어지는 보호조치는 대체적으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능역의 완충지역에 대

한 적절한 개발지침을 세울 것을 추가 권고하였다. 그 외 관리 방안의 수립 종합관광계획 등의 즉각

적인 수립과 대중적인 안내해설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다. 세계유산 등재시 권고사항 이행 관련

등재 후 문화재청과 지자체 등은 그동안 능원 내부에 대한 능제복원 보존 및 복원, 활용 방안을 

작성하고 잘 시행하고 있으나 많은 면적을 차지하며 개발압력과 활용 대책이 요구되는 지자체 등의 

완충지역(약4,252ha) 보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문화경관영향 평가 등의 조치와 보존 및 활용방안

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받은 바 있다. 

[그림 5] 영월 단종산릉도(越中圖, 장서각소장본) [그림 6] 숙종 명릉산릉도(장서각 소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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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 등을 검토하여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조선왕릉을 6가지 문화유산등재 평가항목 중 

세가지, 즉 ⅲ)항, ⅳ)항, ⅵ)항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여 세계유산에 등재시켰다. 

구체적으로

ⅲ)항; 문화적 전통, 또는 살아있거나 소멸된 문명에 관하여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

-다른 유교문화 국가와 다르게 조선왕조의 자연관과 세계관에 대한 통일된 접근방법으로 인해 왕

릉과 관련된 독특하고 중요한 장묘전통이 탄생하였으며, 풍수사상을 활용하여 자연환경을 유지하

면서 제례를 위한 신성한 공간인 왕릉이 조영되었기 때문에 ⅲ)의 기준을 충족함.

ⅳ)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잘 보여주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또는 경관

의 탁월한 사례

-조선시대 시기별로 공간구성, 건축설계, 석물의 크기 등에서 다른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준 

ⅳ)를 충족함. 더구나 조선왕릉은 주변의 환경을 존중하는 독특한 무덤 조영 양식을 잘 보여주며 

부속건물 및 관련 요소를 통해서 제례의 전통을 잘 드러내고 있음.

[표 2] 조선시대 능원의 문인상(文人像)의 시대별 변화 모습(2007,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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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시 계방(癸方)으로 내려가서 간방(艮方)에서 입수(入首)하여 계좌정향(癸坐丁向)을 하면 병자(丙

子)·병오(丙午)의 분금(分金)이 되고, 건방·을방·신방(申方) 득수에 오방(午方) 파문의 형국이 된다. 산

이 을방에서 엎드렸다가 건방에서 봉우리가 솟은 것은 천지정위(天地定位)의 격이 되고, 축방으로 내

려가 간방에서 입수한 것은 산택통기(山澤通氣)의 격이 되며, 간맥(艮脈)이 정방(丁方)을 향하여 천시

성원(天市星垣)에 응하고 정방에 세 개의 작은 언덕이 있어 바른 안대(正대)가 되니, 평면금성(平面金

星)의 체에 합하고 남극노인(南極老人)이 일월이 행하는 도수를 점치게 된다. 건방에서 오는 물은 탐

랑수(貪狼水)에 해당되고 을방에서 오는 물은 무곡수(武曲水)에 해당되니, 또 선천(선천)과 후천(後天)

이 서로 만나는 격이 된다. 신방에서 오는 물은 생방수(生方水)가 되고 또 최관수(催官水)가 되니, 오

방의 파문은 수화불상사(水火不相射)의 격이 된다. 외수는 병방(丙方)으로 돌아가 곤방에 못이 있으니 

율려상생하는 격이 되고 정방의 안산(案山)과 병방의 파문은 천간상생(天干相生)의 격이 된다. 이는 

곧 신라 국사(新羅國師) 옥룡자(玉龍子) 도선이 이른바 “서린 용이 구술을 희롱하는 형국(盤龍弄珠之

形)”이고, 참의 윤선도가 이른바 “용과 혈과 사와 수가 모두 좋고 아름답다.”는 것이니, 진실로 천리

를 가도 없을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길지이다.5) 라는 기록에서 이곳 융릉과 건릉 터 주변의 풍수적 

산세와 수계관리의 경관관을 볼 수 있다.

당대의 지관 김양직은

“산세가 용인의 부아산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른쪽으로 낀 것이 석성산이 되어 앞으로 구흥을 건너와

서 크게 소사 광교산이 되고 앞에 솟은 것이 백운산이고 가운데 떨어진 것이 오룡산이 되었습니다.”

또한 융릉(영우원) 천봉시 『장헌세자현륭원원소도감의궤』6)에 따르면 장단의 백학산 아래, 광릉 좌

우강, 용인, 현릉 국내 금수동, 후릉 국내 2곳, 강릉(康陵) 백호변, 가평, 수원 등이 거론되다가 이곳 

수원(화성)을 “반룡이 여의주를 회룡하는 형국”7) 이라 하여 적극 추천하여 결정되었다. 이곳은 좌의

정 체제공에 따르면 “주맥(主脈)이 기이하고 청룡은 어깨 죽지가 밀착된 듯 에워싸고 백호역시 두 팔

로 공손히 끌어안되 형세가 높지 않으며, 100송이 부용이 무더기처럼 수백보 안에 있는 듯 고왔고 

안대가 병풍처럼 펼쳐진 가운데 두 봉우리가 곱고 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5)  『弘濟全書』卷57 「遷園事實」, 乙酉, 定園第一, “京畿水原府治 距京九十里 府治之北岡曰花山 花山左시룡이라고 한다. 화산

의 왼쪽으로 뻗은 용이 을방(乙方)에서 엎드렸다가 건방(乾方)에서 봉우리가 솟고, 다시 계방(癸方)으로 내려가서 간방(艮

方)에서 입수(入首)하여 계좌정향(癸坐丁向)을 하면 병자(丙子)·병오(丙午) 의 분금(分金)이 되고, 건방·을방·신방(申方) 득

수에 오방(午方) 파문의 형국이 된다. 산이 을방에서 엎드렸다가 건방에서 봉우리가 솟은 것은 천지정위(天地定位)의 격이

되고, 축방으로市星垣)에 응하고 정방에 세 개의 작은 언덕이 있어 바른 안대(正대)가 되니, 평면금성(平面金星)의 체에 합

하고 남극노인(南極老人)이 일월이 행하는 도수를 점치게 된다.

   건방에서 오는 물은 탐랑수(貪狼水)에 해당되고 을방에서 오는 물은 무곡수(武曲水)에 해당되니, 또 선천(선천)과 후천(後

天)이 서로 만나는 격이 된다. 신방에서 오는 물은 생방수(生方水)가 되고 또 최관수(催官水)가 되니, 오방의 파문은 수화

불상사(水火不相射)의 격이 된다. 외수는 병방(丙方)으로 돌아가 곤방에 못이 있으니 율려상생하는 격이 되고 정방의 안산

(案山)과 병방의 파문은 천간상생(天干相生)의 격이 된다. 이는 곧 신라 국사(新羅國師) 옥룡자(玉龍子) 도선이 이른바 “서

린 용이 구술을 희롱하는 형국(盤龍弄珠之形)”이고, 참의 윤선도가 이른바 “용과 혈과 사와 수가 모두 좋고 아름답다.”는 

것이니, 진실로 천리를 가도 없을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길지이다.
6) 『장헌세자현륭원원소도감의궤』,(1789), 권1, 사실 연설. 7월 13일
7) 『장헌세자현륭원원소도감의궤』,(1789), 권1, 사실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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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자국민은 물론 세계인이 함께하는 유산으로 국민의 자부심 고취, 국가적 위

상증진,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제적 이득은 물론 유네스코와 각 정부가 함께하는 모니터링과 체계적 

계획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조선왕릉은 능원의 중요시설이었던 아늑하고 편안하게 잘 짜여진 풍수적 지형, 재실, 

금천교, 연지, 제례로 등의 시설은 연차적으로 체계적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제강점기와 근

대화를 거치면서 훼손된 지자체 등이 관리하는 완충공간의 능원시설의 복원 및 경관관리 등은 미비한 

실정이며 타 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할 미공개된 능역의 복원 등이 조속히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지자체가 관리하는 능원 주변의 문화재 보호구역 그리고 역사문화경관의 복원 및 회복이 있

어야하며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참배와 제례문화를 문화적 복원 및 문화유산의 활용방안 등의 검

토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관련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유네스코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즉 오늘의 이곳 융릉과 건릉 주변의 왕릉과 수원성 등의 방어를 위한 독산성, 왕릉의 관리를 위한 

위토답 등과 주변 주민을 위한 만년제 등 수리시설의 설치 그리고 왕릉의 제례와 정신적 수호를 위한 

능침사찰(제례음식의 제조를 위한 造泡寺 겸)등이 함께 보존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유산적(융릉과 건릉) 가치를 중심으로 주변의 연계유산인 

독산성, 만년제, 용주사 등과의 연계유산의 가치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들의 유산을 지키려 했던 정

조대의 경관관리(자연유산) 등의 사료들을 조사 분석하였다.

Ⅱ. 융릉과 건릉의 유산적 가치

 가. 융릉과 건릉의 풍수적 해석

조선왕릉은 조선왕실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 자연지형을 고려하여 터를 선정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

항이었다. 기본적으로 지형을 거스르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그 크기나 구성에 있어 자연

친화적이며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는 특징을 갖고 있다.

융릉과 건릉의 입지에 대한 논의는 효종 승하 시4), ‘수원호장의 집 뒷산이 용혈사수가 진선진미하

여 그야말로 천재일우의 곳으로 다른 산과는 단연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조판서 윤선도 등의 주장

으로 최고의 효종 능역 후보지로 주장되기도 한 곳이며, 정조 즉위 후 아버지 사도세자의 영우원을 

옮기고자하는 의도에서 “경기 수원부의 치소는 서울과의 거리가 90리이고 치소의 북쪽 산을 화산(花

山)이라고 한다. 화산의 왼쪽으로 뻗은 용이 을방(乙方)에서 엎드렸다가 건방(乾方)에서 봉우리가 솟

4) 『顯宗實錄』卽位年 6月 15日 甲辰 “水原戶長家後山龍穴砂水 盡善盡美 此實千載一遇之地 斷不可比論於他山 尹磻等四處山 

決不合於大用 而因上敎 使諸地官等第 則交河尹山最勝 南陽次之 廣州鄭山又次之 漢北山居第四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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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시 계방(癸方)으로 내려가서 간방(艮方)에서 입수(入首)하여 계좌정향(癸坐丁向)을 하면 병자(丙

子)·병오(丙午)의 분금(分金)이 되고, 건방·을방·신방(申方) 득수에 오방(午方) 파문의 형국이 된다. 산

이 을방에서 엎드렸다가 건방에서 봉우리가 솟은 것은 천지정위(天地定位)의 격이 되고, 축방으로 내

려가 간방에서 입수한 것은 산택통기(山澤通氣)의 격이 되며, 간맥(艮脈)이 정방(丁方)을 향하여 천시

성원(天市星垣)에 응하고 정방에 세 개의 작은 언덕이 있어 바른 안대(正대)가 되니, 평면금성(平面金

星)의 체에 합하고 남극노인(南極老人)이 일월이 행하는 도수를 점치게 된다. 건방에서 오는 물은 탐

랑수(貪狼水)에 해당되고 을방에서 오는 물은 무곡수(武曲水)에 해당되니, 또 선천(선천)과 후천(後天)

이 서로 만나는 격이 된다. 신방에서 오는 물은 생방수(生方水)가 되고 또 최관수(催官水)가 되니, 오

방의 파문은 수화불상사(水火不相射)의 격이 된다. 외수는 병방(丙方)으로 돌아가 곤방에 못이 있으니 

율려상생하는 격이 되고 정방의 안산(案山)과 병방의 파문은 천간상생(天干相生)의 격이 된다. 이는 

곧 신라 국사(新羅國師) 옥룡자(玉龍子) 도선이 이른바 “서린 용이 구술을 희롱하는 형국(盤龍弄珠之

形)”이고, 참의 윤선도가 이른바 “용과 혈과 사와 수가 모두 좋고 아름답다.”는 것이니, 진실로 천리

를 가도 없을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길지이다.5) 라는 기록에서 이곳 융릉과 건릉 터 주변의 풍수적 

산세와 수계관리의 경관관을 볼 수 있다.

당대의 지관 김양직은

“산세가 용인의 부아산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른쪽으로 낀 것이 석성산이 되어 앞으로 구흥을 건너와

서 크게 소사 광교산이 되고 앞에 솟은 것이 백운산이고 가운데 떨어진 것이 오룡산이 되었습니다.”

또한 융릉(영우원) 천봉시 『장헌세자현륭원원소도감의궤』6)에 따르면 장단의 백학산 아래, 광릉 좌

우강, 용인, 현릉 국내 금수동, 후릉 국내 2곳, 강릉(康陵) 백호변, 가평, 수원 등이 거론되다가 이곳 

수원(화성)을 “반룡이 여의주를 회룡하는 형국”7) 이라 하여 적극 추천하여 결정되었다. 이곳은 좌의

정 체제공에 따르면 “주맥(主脈)이 기이하고 청룡은 어깨 죽지가 밀착된 듯 에워싸고 백호역시 두 팔

로 공손히 끌어안되 형세가 높지 않으며, 100송이 부용이 무더기처럼 수백보 안에 있는 듯 고왔고 

안대가 병풍처럼 펼쳐진 가운데 두 봉우리가 곱고 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5)  『弘濟全書』卷57 「遷園事實」, 乙酉, 定園第一, “京畿水原府治 距京九十里 府治之北岡曰花山 花山左시룡이라고 한다. 화산

의 왼쪽으로 뻗은 용이 을방(乙方)에서 엎드렸다가 건방(乾方)에서 봉우리가 솟고, 다시 계방(癸方)으로 내려가서 간방(艮

方)에서 입수(入首)하여 계좌정향(癸坐丁向)을 하면 병자(丙子)·병오(丙午) 의 분금(分金)이 되고, 건방·을방·신방(申方) 득

수에 오방(午方) 파문의 형국이 된다. 산이 을방에서 엎드렸다가 건방에서 봉우리가 솟은 것은 천지정위(天地定位)의 격이

되고, 축방으로市星垣)에 응하고 정방에 세 개의 작은 언덕이 있어 바른 안대(正대)가 되니, 평면금성(平面金星)의 체에 합

하고 남극노인(南極老人)이 일월이 행하는 도수를 점치게 된다.

   건방에서 오는 물은 탐랑수(貪狼水)에 해당되고 을방에서 오는 물은 무곡수(武曲水)에 해당되니, 또 선천(선천)과 후천(後

天)이 서로 만나는 격이 된다. 신방에서 오는 물은 생방수(生方水)가 되고 또 최관수(催官水)가 되니, 오방의 파문은 수화

불상사(水火不相射)의 격이 된다. 외수는 병방(丙方)으로 돌아가 곤방에 못이 있으니 율려상생하는 격이 되고 정방의 안산

(案山)과 병방의 파문은 천간상생(天干相生)의 격이 된다. 이는 곧 신라 국사(新羅國師) 옥룡자(玉龍子) 도선이 이른바 “서

린 용이 구술을 희롱하는 형국(盤龍弄珠之形)”이고, 참의 윤선도가 이른바 “용과 혈과 사와 수가 모두 좋고 아름답다.”는 

것이니, 진실로 천리를 가도 없을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길지이다.
6) 『장헌세자현륭원원소도감의궤』,(1789), 권1, 사실 연설. 7월 13일
7) 『장헌세자현륭원원소도감의궤』,(1789), 권1, 사실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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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자국민은 물론 세계인이 함께하는 유산으로 국민의 자부심 고취, 국가적 위

상증진,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제적 이득은 물론 유네스코와 각 정부가 함께하는 모니터링과 체계적 

계획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조선왕릉은 능원의 중요시설이었던 아늑하고 편안하게 잘 짜여진 풍수적 지형, 재실, 

금천교, 연지, 제례로 등의 시설은 연차적으로 체계적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제강점기와 근

대화를 거치면서 훼손된 지자체 등이 관리하는 완충공간의 능원시설의 복원 및 경관관리 등은 미비한 

실정이며 타 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할 미공개된 능역의 복원 등이 조속히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지자체가 관리하는 능원 주변의 문화재 보호구역 그리고 역사문화경관의 복원 및 회복이 있

어야하며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참배와 제례문화를 문화적 복원 및 문화유산의 활용방안 등의 검

토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관련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유네스코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즉 오늘의 이곳 융릉과 건릉 주변의 왕릉과 수원성 등의 방어를 위한 독산성, 왕릉의 관리를 위한 

위토답 등과 주변 주민을 위한 만년제 등 수리시설의 설치 그리고 왕릉의 제례와 정신적 수호를 위한 

능침사찰(제례음식의 제조를 위한 造泡寺 겸)등이 함께 보존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유산적(융릉과 건릉) 가치를 중심으로 주변의 연계유산인 

독산성, 만년제, 용주사 등과의 연계유산의 가치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들의 유산을 지키려 했던 정

조대의 경관관리(자연유산) 등의 사료들을 조사 분석하였다.

Ⅱ. 융릉과 건릉의 유산적 가치

 가. 융릉과 건릉의 풍수적 해석

조선왕릉은 조선왕실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 자연지형을 고려하여 터를 선정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

항이었다. 기본적으로 지형을 거스르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그 크기나 구성에 있어 자연

친화적이며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는 특징을 갖고 있다.

융릉과 건릉의 입지에 대한 논의는 효종 승하 시4), ‘수원호장의 집 뒷산이 용혈사수가 진선진미하

여 그야말로 천재일우의 곳으로 다른 산과는 단연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조판서 윤선도 등의 주장

으로 최고의 효종 능역 후보지로 주장되기도 한 곳이며, 정조 즉위 후 아버지 사도세자의 영우원을 

옮기고자하는 의도에서 “경기 수원부의 치소는 서울과의 거리가 90리이고 치소의 북쪽 산을 화산(花

山)이라고 한다. 화산의 왼쪽으로 뻗은 용이 을방(乙方)에서 엎드렸다가 건방(乾方)에서 봉우리가 솟

4) 『顯宗實錄』卽位年 6月 15日 甲辰 “水原戶長家後山龍穴砂水 盡善盡美 此實千載一遇之地 斷不可比論於他山 尹磻等四處山 

決不合於大用 而因上敎 使諸地官等第 則交河尹山最勝 南陽次之 廣州鄭山又次之 漢北山居第四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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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계유산으로서 조선왕릉(융ž건릉)의 가치와 연계유산과의 관계(이창환)

 다. 융릉(隆陵)의 유산적 가치

  1) 융릉의 입지적 특성

융릉은 원래 서울의 매봉산(현 시립대 주변)에 일반 사가의 무덤 묘(墓)형식으로 조성되어 있다가 

정조 즉위 후 세자의 묘로 추봉되었다가 천봉되어 수원의 현륭원으로 되었다가 고종 때 추존되면서 

융릉으로 추봉된 왕릉이다.  

융릉의 능주 추존 장조는 영조 38년(1762년) 5월 13일 폐세자(廢世子)되고 5월 21일 흉서하였다. 

이 해 7월 23일 양주(楊洲) 매봉산(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뒷산) 아래 갑좌경향(甲坐庚向:동에서 서향) 

언덕에 예장(禮葬)하고 시호를 사도(思悼)라 하였으며 묘호를 수은묘(垂恩墓)라 하였다. 이후 정조 즉위

년(1776년)에 궁호를 경모, 원호를 영우원(永祐園)으로 고쳤다가 정조 13년(1789) 현재의 위치인 수원

부 객사 뒤 화산(花山)의 계좌정향(북북동에서 남남서향) 언덕으로 천장하여 ‘현륭원(顯隆園)’이라 하였

다. 이후 고종 때인 광무3년(1899년) 11월 12일 묘호(廟號)를 장종(莊宗)으로 진호(進號)하고 현륭원

에서 능호를 융릉(隆陵)으로 올렸다. 이듬해 다시 능호를 융릉으로 하고 묘호를 장조(莊祖)로 하였다.

융릉은 정궁인 경복궁으로 부터 직선거리 약40km에 입지하고 있다. 융릉의 남동측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는 융릉의 원찰로 있던 용주사가 위치하고 있고, 융릉에서 독산성까지는 남서쪽으로 약

4km에 있으며, 남서쪽으로 약1.5km 떨어진 곳에는 정조의 권농정책을 알 수 있는 만년제가 있다. 

그리고 1993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수원화성이 북동측으로 8.3km에 있다.(그림 11,12)

융릉의 같은 능역 우측 북서측에 정조와 효의왕후의 건릉이 입지하고 있으며 융릉 좌측능선 남서

측 수백미터 능선에 정조의 초장지 터가 있다.

[그림 10] 1960년대까지 융릉과 건릉의 능역 및 
경관분석 추정도(융릉;계좌정향, 건릉;자좌오향)

[그림 9] 융릉과 건릉 용맥과 수맥 풍수형국도 
(박경정,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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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풍수논의를 기초로 하여 융릉과 건릉의 전체지형은 한남정맥의 광교산에서 백운산을 거쳐 

오봉산과 수리산의 중간에서 분기하여 구봉산 → 칠보산(238.8m) → 고금산(86.6m) → 호산 → 화산 

(108.1m)을 잇는 용맥에 형국은 ‘반룡농주형(盤龍弄珠形)’이라 할 수 있다. 

융릉과 건릉의 풍수적 수계는 융건릉 국내에서 득수한 물과 성황산에서 득수한 물이 만년제에서 

합수되어 황구지천으로 흘러 들어간다. 황구지천은 아산만으로 흘러 들어간다. 즉 만년제는 융릉과 건

릉의 합수지로서의 역할과 능역의 위토답에 수자원 공급을 위한 국가차원의 수리시설로 추정되는 중

요한 융릉과 건릉의 수계관리를 위한 저수시설으로 추정되어 연계유산으로 보존과 관리를 위한 중요 

유산으로 추정된다.

 나. 융릉과 건릉의 영역 분석

조선왕릉의 능역에는 주공간인 능침과 능원 그리고 내외사신사(주변의 산세와 수계 등), 화소, 능침

사찰 등의 능역을 하나의 구성체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는 『춘관통고』 등을 주요 능역의 범위로 추정

할 수 있으나 융릉과 건릉의 능역은 『춘관통고』(1788) 발행 이후에 조영된 것으로 정확한 추정은 어

렵고 일제강점기 이왕직 재산과 동양척식회사 등의 재산으로 흡수된 문헌적 기록(국가기록원)으로 추

정이 가능하며 이후 이씨왕조선원보소(1931)등에서 발행한 『선원보감』 등에서 일부 확인가능하다. 

〈국가기록원〉과 조운연(2008)등의 문헌 분석 내용에 따르면 융건릉의 능역은 196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476만평에서 현재는 약25만여 평으로 그의 5.3%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그는 『건릉지』 「능원금양전도」와 비교하여 1960년도의 면적과 큰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림9,10)

[그림 7] 능원침내금양전도
(건릉지 권1, 19세기)

[그림 8] 융릉건릉수원구치릉 화산도 
(『선원보감』,1931, 전주이씨선원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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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융릉(隆陵)의 유산적 가치

  1) 융릉의 입지적 특성

융릉은 원래 서울의 매봉산(현 시립대 주변)에 일반 사가의 무덤 묘(墓)형식으로 조성되어 있다가 

정조 즉위 후 세자의 묘로 추봉되었다가 천봉되어 수원의 현륭원으로 되었다가 고종 때 추존되면서 

융릉으로 추봉된 왕릉이다.  

융릉의 능주 추존 장조는 영조 38년(1762년) 5월 13일 폐세자(廢世子)되고 5월 21일 흉서하였다. 

이 해 7월 23일 양주(楊洲) 매봉산(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뒷산) 아래 갑좌경향(甲坐庚向:동에서 서향) 

언덕에 예장(禮葬)하고 시호를 사도(思悼)라 하였으며 묘호를 수은묘(垂恩墓)라 하였다. 이후 정조 즉위

년(1776년)에 궁호를 경모, 원호를 영우원(永祐園)으로 고쳤다가 정조 13년(1789) 현재의 위치인 수원

부 객사 뒤 화산(花山)의 계좌정향(북북동에서 남남서향) 언덕으로 천장하여 ‘현륭원(顯隆園)’이라 하였

다. 이후 고종 때인 광무3년(1899년) 11월 12일 묘호(廟號)를 장종(莊宗)으로 진호(進號)하고 현륭원

에서 능호를 융릉(隆陵)으로 올렸다. 이듬해 다시 능호를 융릉으로 하고 묘호를 장조(莊祖)로 하였다.

융릉은 정궁인 경복궁으로 부터 직선거리 약40km에 입지하고 있다. 융릉의 남동측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는 융릉의 원찰로 있던 용주사가 위치하고 있고, 융릉에서 독산성까지는 남서쪽으로 약

4km에 있으며, 남서쪽으로 약1.5km 떨어진 곳에는 정조의 권농정책을 알 수 있는 만년제가 있다. 

그리고 1993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수원화성이 북동측으로 8.3km에 있다.(그림 11,12)

융릉의 같은 능역 우측 북서측에 정조와 효의왕후의 건릉이 입지하고 있으며 융릉 좌측능선 남서

측 수백미터 능선에 정조의 초장지 터가 있다.

[그림 10] 1960년대까지 융릉과 건릉의 능역 및 
경관분석 추정도(융릉;계좌정향, 건릉;자좌오향)

[그림 9] 융릉과 건릉 용맥과 수맥 풍수형국도 
(박경정,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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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풍수논의를 기초로 하여 융릉과 건릉의 전체지형은 한남정맥의 광교산에서 백운산을 거쳐 

오봉산과 수리산의 중간에서 분기하여 구봉산 → 칠보산(238.8m) → 고금산(86.6m) → 호산 → 화산 

(108.1m)을 잇는 용맥에 형국은 ‘반룡농주형(盤龍弄珠形)’이라 할 수 있다. 

융릉과 건릉의 풍수적 수계는 융건릉 국내에서 득수한 물과 성황산에서 득수한 물이 만년제에서 

합수되어 황구지천으로 흘러 들어간다. 황구지천은 아산만으로 흘러 들어간다. 즉 만년제는 융릉과 건

릉의 합수지로서의 역할과 능역의 위토답에 수자원 공급을 위한 국가차원의 수리시설로 추정되는 중

요한 융릉과 건릉의 수계관리를 위한 저수시설으로 추정되어 연계유산으로 보존과 관리를 위한 중요 

유산으로 추정된다.

 나. 융릉과 건릉의 영역 분석

조선왕릉의 능역에는 주공간인 능침과 능원 그리고 내외사신사(주변의 산세와 수계 등), 화소, 능침

사찰 등의 능역을 하나의 구성체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는 『춘관통고』 등을 주요 능역의 범위로 추정

할 수 있으나 융릉과 건릉의 능역은 『춘관통고』(1788) 발행 이후에 조영된 것으로 정확한 추정은 어

렵고 일제강점기 이왕직 재산과 동양척식회사 등의 재산으로 흡수된 문헌적 기록(국가기록원)으로 추

정이 가능하며 이후 이씨왕조선원보소(1931)등에서 발행한 『선원보감』 등에서 일부 확인가능하다. 

〈국가기록원〉과 조운연(2008)등의 문헌 분석 내용에 따르면 융건릉의 능역은 196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476만평에서 현재는 약25만여 평으로 그의 5.3%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그는 『건릉지』 「능원금양전도」와 비교하여 1960년도의 면적과 큰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림9,10)

[그림 7] 능원침내금양전도
(건릉지 권1, 19세기)

[그림 8] 융릉건릉수원구치릉 화산도 
(『선원보감』,1931, 전주이씨선원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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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향·전이 공간

융릉의 향어로는 혼령이 이용하는 향로(신로라고도 함)와 참배자(왕 또는 헌관)가 이용하는 어로

(御路)가 있으며 좌우에는 월대의 폭과 나란히 하여 판석포장이 두단으로 되어있다. 이는 고종때 황제

추존 후 능제의 조정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융릉의 향어로 끝에 조성된 신계(神階=雲階)의 양옆에 구름무늬와 삼태극을 조각한 배석은 그 조

각이 화려하고 크다. 

융릉의 배위청은 앞면 1간, 측면 2간이며 배위청에 맞닿아 앞면 3간, 측면 2간의 정청이 있다. 이 

두 건물이 서로 결합되어 정(丁)자 형태를 갖추었다하여 정자각이라 한다. 정자각은 맞배지붕이다. 

정자각 앞의 양 옆으로는 재실에서 준비한 제례음식을 데우는 등의 제례준비공간인 수라청과 능침

을 지키는 사람의 공간인 수복방이 설치되어 있다. 수복방과 수라청은 일반적으로 향·어로를 향해 서

로 마주하며 정면3간 측면1간의 규모로 되어있으나 융릉의 수라청과 수복방은 융릉 정자각 우측에 

나란히 있었던 것이 일반적이다. 현릉원 조성 당시의 기록물인 『현릉원원소도감의궤』에 원소도감당상

(園所都監堂上) 정민시(鄭民始)가 아뢰는 글에 “각 능침의 수라간과 수복방은 관례적으로 정자각의 좌

우에 설치하는데, 원소의 정자각은 조금 우측에 세워졌습니다. 지금 만약 수라간과 수복방을 좌우로 

나누어서 지으면 수복방은 혈 앞 내명당(內明堂) 중앙에 바로 위치하여 보기가 참으로 눈에 거슬립니

다. 아랫사람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수복방과 수라간은 모두 정자각의 우측에 지음이 좋다.”고 하였다. 라는 기록으로 보아 수복방과 수라

간은 모두 정자각 우측에 위치하여 조선왕릉의 배치 중 유일하게 수라청과 수복방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어 독특한 형태이다. 

즉 융릉의 수복방과 수라청은 능침에서 전면의 가시를 위해 능제규례 등의 원칙을 고수하지 않고 

자연지형과 풍수적 논리 능침에서의 시계관리를 위해 설치된 독특한 유산적 가치를 갖고 있는 곳이다. 

[그림 13] 융릉ㆍ건릉 제례동선 추정도 (1921년, 
국립지리원 지도자료 참조)

[그림 14] 조선의 방지원도(方池圓島)와 달리 원호형의
융릉의 곤신지(坤申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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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융릉의 제례동선은 능침사찰인 용주사를 거쳐 능역의 남동부 좌청룡, 우백호가 만나는 

동구(洞口)에서 진입하였다. 즉 물길의 아래 부분에서 진입한다. 융릉의 제례동선은 용주사에서 발원

한 물길과 능역의 물길이 만나는 합수지에서 융릉의 물길을 따라 서남측 외청룡에서 시작하여 남측의 

대왕교(大王橋)를 지나 진입하는 것을 『선원보감도』에서 알 수 있다. 1921년경의 『수치지도(1921년 

수치지도 국립지리원)』를 보면 능침사찰인 용주사를 거쳐 건릉 초장지 재실을 통해 진입한 것으로 추

정되며 도로에도 표현되어 있어 이 동선이 제례동선으로 추정된다. 

  2) 융릉(隆陵)의 공간구성적 특성

조선시대 능역의 공간구성은 죽은 자와 산 자가 만나는 공간인 정자각을 중심으로 3단계의 공간으

로 나눌 수 있다. 재실 등이 있는 진입공간은 산자의 공간이고, 홍살문을 지나 정자각과 제례로(향로

+어로), 수복방, 수라청이 배치된 곳은 왕의 혼백과 참배자가 만나는 성과 속의 공간인 제향공간이다. 

그리고 언덕 위 봉분을 중심으로 곡장과 석물이 조성된 공간은 죽은 자의 공간으로 곧 성역의 능침공

간이다. 융릉의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입공간에 있는 융릉의 연지(蓮池)는 홍살문 서북측 약 수십m에 있으며 조선시대 일반적 연지가 

방지원도(方池圓島)의 형태인데 융릉의 연지는 원형(圓形)으로 되어 있다. 원형의 호안은 곡선장대석

으로 원형석축을 쌓아 놓았다. 형태는 원형호이다. 이곳을 곤신지(坤申池)라는 표현으로 그려져 있다. 

일반적 능원이 유교의 천원지방설의 이론에 따라 방지원도(方池圓島)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원형호 임이 독특하며 곤신지라는 연지의 호칭이 나타나는 것이 독특하다.(그림14)  

[그림 11] 융릉ㆍ건릉의 위치도 (경복궁으로 부터 
융릉과 건릉의 입지도) [그림 12] 융릉·건릉을 중심으로 

한 연계유적도 (수원화성, 용주
사, 만년제, 독산성, 황구지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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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릉의 배위청은 앞면 1간, 측면 2간이며 배위청에 맞닿아 앞면 3간, 측면 2간의 정청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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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랫사람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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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릉의 곤신지(坤申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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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융릉의 제례동선은 능침사찰인 용주사를 거쳐 능역의 남동부 좌청룡, 우백호가 만나는 

동구(洞口)에서 진입하였다. 즉 물길의 아래 부분에서 진입한다. 융릉의 제례동선은 용주사에서 발원

한 물길과 능역의 물길이 만나는 합수지에서 융릉의 물길을 따라 서남측 외청룡에서 시작하여 남측의 

대왕교(大王橋)를 지나 진입하는 것을 『선원보감도』에서 알 수 있다. 1921년경의 『수치지도(1921년 

수치지도 국립지리원)』를 보면 능침사찰인 용주사를 거쳐 건릉 초장지 재실을 통해 진입한 것으로 추

정되며 도로에도 표현되어 있어 이 동선이 제례동선으로 추정된다. 

  2) 융릉(隆陵)의 공간구성적 특성

조선시대 능역의 공간구성은 죽은 자와 산 자가 만나는 공간인 정자각을 중심으로 3단계의 공간으

로 나눌 수 있다. 재실 등이 있는 진입공간은 산자의 공간이고, 홍살문을 지나 정자각과 제례로(향로

+어로), 수복방, 수라청이 배치된 곳은 왕의 혼백과 참배자가 만나는 성과 속의 공간인 제향공간이다. 

그리고 언덕 위 봉분을 중심으로 곡장과 석물이 조성된 공간은 죽은 자의 공간으로 곧 성역의 능침공

간이다. 융릉의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입공간에 있는 융릉의 연지(蓮池)는 홍살문 서북측 약 수십m에 있으며 조선시대 일반적 연지가 

방지원도(方池圓島)의 형태인데 융릉의 연지는 원형(圓形)으로 되어 있다. 원형의 호안은 곡선장대석

으로 원형석축을 쌓아 놓았다. 형태는 원형호이다. 이곳을 곤신지(坤申池)라는 표현으로 그려져 있다. 

일반적 능원이 유교의 천원지방설의 이론에 따라 방지원도(方池圓島)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원형호 임이 독특하며 곤신지라는 연지의 호칭이 나타나는 것이 독특하다.(그림14)  

[그림 11] 융릉ㆍ건릉의 위치도 (경복궁으로 부터 
융릉과 건릉의 입지도) [그림 12] 융릉·건릉을 중심으로 

한 연계유적도 (수원화성, 용주
사, 만년제, 독산성, 황구지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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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능침공간

융릉은 조선의 제21대왕 영조의 둘째 아들이자 정조의 부친 사도세자(후에 장헌세자, 추존왕 장종, 

추존황제 장조, 1735-1762)와 그의 비 혜경궁 홍씨(헌경의황후 1735∼1815)의 합장릉이다. 융릉의 

능침방향은 계좌정향(癸坐丁向;북동에서 남서향)의 병풍석 무난간 합장릉이다. 융릉은 병풍석은 있으

나 난간석이 없는 조선왕릉의 유일한 능침이다. 능 앞에는 혼유석이 1좌가 있으며 양측에 망주석 1쌍

과 능침의 밖으로 양석과 호석 각 2쌍을 교호 배치하였으며, 그 밖으로 삼면의 곡장이 있다. 융릉의 

능침은 다른 능침에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꽃으로 조각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계엔 문인석 1

쌍과 마석 1쌍을 상면에 설치하고 중앙에 팔각형 명등석 1좌가 있다. 하계엔 무인석과 마석 각 1쌍

이 문인석과 같이 설치되었다. 중계와 하계는 영조이후 계체석을 두지 않고 평지를 이루는 형태이다. 

능침 공간은 왕릉의 핵심으로 능침 뒤의 높은 주산에서 내려온 주맥이 뭉치는 볼록한 지형, 즉 잉

(孕)이라는 볼록한 지형 양옆으로 미사(眉砂)를 이루는 조금 아래 평지에 혈처를 찾아 곡장을 쳐 조성

한다. 봉분의 좌우 뒷면 북･동･서 3면에 곡담이 둘러져 있으며, 그 주변에는 소나무가 둘러싸여 있어 

위엄성을 강조하고 있다. 둥근 봉분은 방위를 나타내는 12방의 병풍석과 난간석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융릉에서는 난간석이 없다. 융릉의 12지신의 표시는 전서체로 연꽃 모양의 인석 끝에 조각되어 있으

며 면석(面石)에 목단과 원추리 등을, 우석(隅石)엔 운채(雲彩)를 새겼으며 만석(滿石)엔 십이지(十二

支)의 방위(方位)를 문자(文字)로 장식하였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석양, 석호, 장명등, 망주석 등의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봉분 주변에는 좌우로 석양과 석호를 서로 엇바꾸어 두 쌍씩 여덟 마리가 배

치되어 능을 수호하는 형상을 하고 있다. 『장헌세자현륭원원소도감의궤』9)에 ‘원상의 지름은 32척, 둘

례100척······’라는 기록이 있다. 혼유석 앞면에는 전서체로 십간(十干)의 계(癸)방위를 표시하고 있다. 

혼유석에 방위를 나타내는 독특한 형식이다. 

9) 『장헌세자현륭원원소도감의궤』,「삼룰조」,10월 15일

[그림 17] 정자각과 봉분이 직선축에 있지 않아 전경관
(원경)이 열려 있는 융릉

[그림 18] 봉분이 무난간 병풍석의 융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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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각 후면 동남측에는 돌아간 왕의 업적과 이력이 기록된 비각(또는 표석表石)이 설치되어 있다. 

융릉의 비각에는 장조와 헌경황후의 능호를 적은 비가 가로 2간, 세로 1간이다.

비각 안에는 비신이 두개 설치되어 있는 것이 독특하다. 왼편의 표석에서는 “朝鮮國 思悼莊獻世子

顯隆園”이라 음각 전서체로 되어있으며 우측의 비석에는 “大韓 莊祖懿皇帝隆陵 獻敬懿皇后祔左”이라 

내용이 전서체로 음각되어 있다. 왼편의 것은 정조13년(1789) 10월 화산에 추봉하면서 조영된 것이

고 우측의 것은 고종때 광무3년(1899)에 황제로 추존하면서 광무4년(1900) 세운 것이다. 이것은 고

종의 친필 음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이곳은 추존과정의 정조대와 고종대의 비신과 비문을 볼 수 있는 것이 독특하다.

제향공간과 능침공간은 단의 높이를 상당히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이는 능침공간의 신성함과 공간의 

위계감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융릉의 능침공간과 제향공간은 높이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

며, 이곳은 사초를 심어 유실을 방지하며 배 불록한 철형의 경사면을 이룬다. 이 경사면은 참배객이 

능침에 오를시 허리를 굽히라는 의미의 경사이기도 하다. 능침에는 평소에는 참배객이 오르지 못하도

록 하여 신성시하였으며, 왕이나 제관 그리고 참봉 등이 참봉시에만 오르게 되어있다. 융릉의 경사면

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정자각과 직선축을 달리하여 능침이 조영된 것이 독특하다. 일반적으로 정

자각은 능침의 정면에 놓이며 참배자가 홍살문에서 보아 정자각에 의해 능침이 보이지 않게 조영하는 

것이 조선왕릉이 경관적 조영의 특성이나 융릉에서는 정자각과 능침의 직선축을 달리하여 독특한 조

영기법을 볼 수 있다. 정자각 뒤에는 경사면에 능침의 규모보다 적은 봉분형태의 무덤이 있어 특이하

다. 일부 구전에는 북두칠성의 형태라 하나 확인하기 어렵다.

이는 「건릉능원침내금양전도」8)에 여의주 주(珠)자 네 곳 있으며 만년제의 방지원도(方池圓島)의 

괴성(魁星)이 한곳 곤신지(坤申池)의 한곳 그리고 정자각 뒷면의 무덤이 포함하여 북두칠성으로 해석

되는 독특한 유산이다.

8) 『건릉지』권1,南廷哲編,(1840〜1916),「능원침내금양전도」

[그림 15] 제향공간과 능침공간의 축을 달리하는 융
릉의 전경(외편에 수복방과 수라청이 함께하고 있다.)

[그림 16] 「건릉금양능원침도」에 나타나는 여
의주(珠) 하나로 추정되는 융릉의 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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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능침공간

융릉은 조선의 제21대왕 영조의 둘째 아들이자 정조의 부친 사도세자(후에 장헌세자, 추존왕 장종, 

추존황제 장조, 1735-1762)와 그의 비 혜경궁 홍씨(헌경의황후 1735∼1815)의 합장릉이다. 융릉의 

능침방향은 계좌정향(癸坐丁向;북동에서 남서향)의 병풍석 무난간 합장릉이다. 융릉은 병풍석은 있으

나 난간석이 없는 조선왕릉의 유일한 능침이다. 능 앞에는 혼유석이 1좌가 있으며 양측에 망주석 1쌍

과 능침의 밖으로 양석과 호석 각 2쌍을 교호 배치하였으며, 그 밖으로 삼면의 곡장이 있다. 융릉의 

능침은 다른 능침에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꽃으로 조각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계엔 문인석 1

쌍과 마석 1쌍을 상면에 설치하고 중앙에 팔각형 명등석 1좌가 있다. 하계엔 무인석과 마석 각 1쌍

이 문인석과 같이 설치되었다. 중계와 하계는 영조이후 계체석을 두지 않고 평지를 이루는 형태이다. 

능침 공간은 왕릉의 핵심으로 능침 뒤의 높은 주산에서 내려온 주맥이 뭉치는 볼록한 지형, 즉 잉

(孕)이라는 볼록한 지형 양옆으로 미사(眉砂)를 이루는 조금 아래 평지에 혈처를 찾아 곡장을 쳐 조성

한다. 봉분의 좌우 뒷면 북･동･서 3면에 곡담이 둘러져 있으며, 그 주변에는 소나무가 둘러싸여 있어 

위엄성을 강조하고 있다. 둥근 봉분은 방위를 나타내는 12방의 병풍석과 난간석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융릉에서는 난간석이 없다. 융릉의 12지신의 표시는 전서체로 연꽃 모양의 인석 끝에 조각되어 있으

며 면석(面石)에 목단과 원추리 등을, 우석(隅石)엔 운채(雲彩)를 새겼으며 만석(滿石)엔 십이지(十二

支)의 방위(方位)를 문자(文字)로 장식하였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석양, 석호, 장명등, 망주석 등의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봉분 주변에는 좌우로 석양과 석호를 서로 엇바꾸어 두 쌍씩 여덟 마리가 배

치되어 능을 수호하는 형상을 하고 있다. 『장헌세자현륭원원소도감의궤』9)에 ‘원상의 지름은 32척, 둘

례100척······’라는 기록이 있다. 혼유석 앞면에는 전서체로 십간(十干)의 계(癸)방위를 표시하고 있다. 

혼유석에 방위를 나타내는 독특한 형식이다. 

9) 『장헌세자현륭원원소도감의궤』,「삼룰조」,10월 15일

[그림 17] 정자각과 봉분이 직선축에 있지 않아 전경관
(원경)이 열려 있는 융릉

[그림 18] 봉분이 무난간 병풍석의 융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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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각 후면 동남측에는 돌아간 왕의 업적과 이력이 기록된 비각(또는 표석表石)이 설치되어 있다. 

융릉의 비각에는 장조와 헌경황후의 능호를 적은 비가 가로 2간, 세로 1간이다.

비각 안에는 비신이 두개 설치되어 있는 것이 독특하다. 왼편의 표석에서는 “朝鮮國 思悼莊獻世子

顯隆園”이라 음각 전서체로 되어있으며 우측의 비석에는 “大韓 莊祖懿皇帝隆陵 獻敬懿皇后祔左”이라 

내용이 전서체로 음각되어 있다. 왼편의 것은 정조13년(1789) 10월 화산에 추봉하면서 조영된 것이

고 우측의 것은 고종때 광무3년(1899)에 황제로 추존하면서 광무4년(1900) 세운 것이다. 이것은 고

종의 친필 음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이곳은 추존과정의 정조대와 고종대의 비신과 비문을 볼 수 있는 것이 독특하다.

제향공간과 능침공간은 단의 높이를 상당히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이는 능침공간의 신성함과 공간의 

위계감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융릉의 능침공간과 제향공간은 높이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

며, 이곳은 사초를 심어 유실을 방지하며 배 불록한 철형의 경사면을 이룬다. 이 경사면은 참배객이 

능침에 오를시 허리를 굽히라는 의미의 경사이기도 하다. 능침에는 평소에는 참배객이 오르지 못하도

록 하여 신성시하였으며, 왕이나 제관 그리고 참봉 등이 참봉시에만 오르게 되어있다. 융릉의 경사면

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정자각과 직선축을 달리하여 능침이 조영된 것이 독특하다. 일반적으로 정

자각은 능침의 정면에 놓이며 참배자가 홍살문에서 보아 정자각에 의해 능침이 보이지 않게 조영하는 

것이 조선왕릉이 경관적 조영의 특성이나 융릉에서는 정자각과 능침의 직선축을 달리하여 독특한 조

영기법을 볼 수 있다. 정자각 뒤에는 경사면에 능침의 규모보다 적은 봉분형태의 무덤이 있어 특이하

다. 일부 구전에는 북두칠성의 형태라 하나 확인하기 어렵다.

이는 「건릉능원침내금양전도」8)에 여의주 주(珠)자 네 곳 있으며 만년제의 방지원도(方池圓島)의 

괴성(魁星)이 한곳 곤신지(坤申池)의 한곳 그리고 정자각 뒷면의 무덤이 포함하여 북두칠성으로 해석

되는 독특한 유산이다.

8) 『건릉지』권1,南廷哲編,(1840〜1916),「능원침내금양전도」

[그림 15] 제향공간과 능침공간의 축을 달리하는 융
릉의 전경(외편에 수복방과 수라청이 함께하고 있다.)

[그림 16] 「건릉금양능원침도」에 나타나는 여
의주(珠) 하나로 추정되는 융릉의 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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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계유산으로서 조선왕릉(융ž건릉)의 가치와 연계유산과의 관계(이창환)

건릉의 내부 수계는 건릉 봉분의 좌우측에서 시작하여 흐른 수계가 건릉의 홍살문 수십미터 앞에

서 합류하여 남향하여 흐른다. 우측 백호수가 약간 긴 편이다. 이물은 수백미터 흘러 건릉의 연지인 

천년지를 거쳐 외금천교(현 지방도)를 거쳐 융건릉의 외연지 였던 만년제로 합류된 것으로 추정되나 

지형이 왜곡되어있어 확인하기 어렵다. 이곳의 연지도 천년지라(千年池)를 명칭이 있는 것이 독특하

다. 조선의 왕릉 중 연지의 명칭이 있은 곳은 이곳 두능원 뿐이다. 

건릉은 정조가 1800년(순조즉위년) 11월6일 창경궁 영춘헌에서 승하하여 융릉 동남측 능선(당시 

현륭원 동쪽 두 번째 산줄기) 끝자락에 모셔졌다가 순조 21년 풍수논란에 의해 현재의 위치에 천봉

되었다. 천봉은 효의왕후 승하시(3월3일 오전 대왕대비전 자경전) 관상감 김조순(國舅)의 건의로10) 

천봉사유를 보면11) 건릉(健陵)의 자리가 대단히 근심스럽고 두려워서 천만년의 계획이 될 수 없는 단

서가 매우 많았습니다. 산기슭이 약하여 웅장하게 꿈틀거리는 것이 없으니 주세의 강약은 논할 것조

차도 없고, 묘역이 높은 것은 오로지 보충해 쌓은 것이므로 질고 습하여 사철 내내 마르지 않으니 수

토의 깊고 얕음은 논할 것조차도 없고, 가로로 떨어진 줄기가 도움이 없이 고단하게 내려가 오른쪽은 

닿아서 높고 왼쪽은 기울어져서 푹 꺼졌으니 혈도의 바르고 치우침은 논할 것조차 없고, 좌청룡(左靑

龍)과 우백호(右白虎)가 갖추어지지 않고 안산(案山)이 참되지 않는가 하면, 독성(禿城)이 높이 솟아서 

바위가 쫑긋쫑긋 서 있고 넓은 들판이 바로 연하고 큰 시내가 바로 흘러 달아나니 역량의 온전하고 

온전하지 않는 것은 논할 것조차도 없으니, 능의 잔디가 항상 무너져 줄어드는 것과 습한 곳에서 벌

레가 생기어 서식하는 것은 다만 미세한 근심입니다. 밖으로 나타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이와 같다

면, 안에 숨겨져 볼 수 없는 것은 또한 어떻게 반드시 평안하고 반드시 길하여 만에 하나라도 근심이 

없으리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말하면, 주 문공이 이른바 ‘정밀하게 고르지 못하여 

땅이 좋지 못하면 반드시 샘물이나 땅강아지나 개미나 땅바람 등이 있다.’는 것으로서, 오래도록 편안

하고 견고하여 자손이 번성하고 제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치가 아니니, 두렵고 근심스러워서 마음

이 섬뜩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내용으로 초장지를 평가하고 있다.

이후 효의왕후의 능원의 터는 파주 장릉(長陵) 재실 뒤터와 수원의 옛날 향교터를 두고 논의하

다12)가 1820년 11월 6일 김조순 등에 의해 ‘산세가 밝고 아름다우며 국면(局面)이 멀리 툭 틔어 있

으니 참으로 좋다고 할만 하다.’13) 건의되어 정조와 효의왕후와 천봉되어 합장되었다. 순조21년 9월 

10) 『조선왕조실록』, 순조 23권, 21년(1821 신사 / 청 도광(道光) 1년) 3월 22,세번째 기사,‘건릉을 옮기는 것을 의논하게 

하다.’ 네번째 기사 ‘신릉의 자리를 잡도록하다.’
11) 『조선왕조실록』,순조 23권, 21년(1821 신사 / 청 도광(道光) 1년) 3월 22,두번째 기사, “則健陵宅兆之大(叚)〔段〕憂悚, 

不可以爲千萬年之圖者, 其端甚多。 岡麓殘慢而欠磅礴蜿蜒之意, 則主勢之强弱, 不足論矣, 塋域之高, 全藉補築, 沮洳之濕, 四

時不乾, 則水土之淺深, 不足論矣, 橫落之支, 無補單行, 右逼而高, 左傾而陷, 則穴道之偏正, 不足論矣, 龍虎不備, 案對不眞, 禿

城高擧而巖石巑岏, 廣野直連而大川徑走, 則力量之全否不足論矣, 若其封莎之常常崩縮, 濕生之蠕蠕棲息, 特其微細之患也。 凡

其外著而易見者如此, 則其內之秘不可見者, 亦安敢信其必安必吉, 而無萬一之虞也哉? 由是言之, 此正文公所謂 ‘擇之不精, 地之

不吉則必有水泉、螻蟻、地風之屬者’, 而非所謂安固久遠, 子孫盛而祭祀不絶之理也, ”
12) 『조선왕조실록』,순조 23권, 21년(1821 신사 / 청 도광(道光) 1년) 4월 4, “.... 觀象監提調金祖淳曰: “臣等今行所看審中, 

長陵齋室後基及華城舊舊鄕校基兩處, 地師諸議, 多以爲吉, 更審然後, 始可以次定矣”
13) 『조선왕조실록』, 순조 23권, 21년(1821 신사 / 청 도광(道光) 1년) 4월 10일(경인) 1번째기사 “ 而山勢明媚, 局面平遠, 

眞可謂安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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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분을 중심으로 한 석물이 놓인 곳을 능침의 상계라 하며 사자(능주)의 중심공간이다. 상계 앞

의 한단 낮은 곳은 문인의 공간으로 중계(中階)라 불리며, 이 공간의 중심에 팔각의 장명등이 있으며, 

양옆으로 안쪽을 향해 2,200mm 크기의 문석인이 한 쌍 배치되어 있으며 한발 뒤 한발 옆으로 마석

(말상)이 배치되어 있다.

 

  3) 건릉의 유산적 가치

 건릉의 제례동선과 풍수경관적 특성, 진입·제향·능침공간, 역사경관림 등의 내용은 같은 능역 내

의 융릉과 비슷하여 본 논고에서는 독특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가) 건릉의 진입공간 특성

건릉(健陵)은 정조와 효의황후 능침으로 정조의 생부모인 장조와 헌경의황후 혜경궁 홍씨의 융릉

의 북동측 능선에 있다. 능제형식은 융릉의 능제인 합장릉 형식으로 융릉은 병풍석 무난간 합장릉 형

식으로 조성하고 있으나 건릉은 병풍석 없이 난간석만 두른 합장릉이다. 

건릉은 정조와 효의황후의 능이다. 건릉은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산 1-1 일원 융릉과 건릉 지구(사

적 제206호)에 있으며 면적은 705,653㎡(약213,834평)이다. 위도 37°12'47.5"N, 경도 126°59'16.2", 

고도 해발55m에 위치에 있다. 

건릉은 부모의 능원인 융릉으로 부터 서북쪽으로 약 1km의 능선에 입지하고 있으며, 약 3km 떨

어진 곳에는 건릉의 원찰로 삼은 용주사가 위치하고 있다. 

[그림 19] 웅장하고 정교하게 조각된 
융릉의 무인상

[그림 20] 능침의 중심시설인 장명등의 
화려한 조각(융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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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계유산으로서 조선왕릉(융ž건릉)의 가치와 연계유산과의 관계(이창환)

건릉의 내부 수계는 건릉 봉분의 좌우측에서 시작하여 흐른 수계가 건릉의 홍살문 수십미터 앞에

서 합류하여 남향하여 흐른다. 우측 백호수가 약간 긴 편이다. 이물은 수백미터 흘러 건릉의 연지인 

천년지를 거쳐 외금천교(현 지방도)를 거쳐 융건릉의 외연지 였던 만년제로 합류된 것으로 추정되나 

지형이 왜곡되어있어 확인하기 어렵다. 이곳의 연지도 천년지라(千年池)를 명칭이 있는 것이 독특하

다. 조선의 왕릉 중 연지의 명칭이 있은 곳은 이곳 두능원 뿐이다. 

건릉은 정조가 1800년(순조즉위년) 11월6일 창경궁 영춘헌에서 승하하여 융릉 동남측 능선(당시 

현륭원 동쪽 두 번째 산줄기) 끝자락에 모셔졌다가 순조 21년 풍수논란에 의해 현재의 위치에 천봉

되었다. 천봉은 효의왕후 승하시(3월3일 오전 대왕대비전 자경전) 관상감 김조순(國舅)의 건의로10) 

천봉사유를 보면11) 건릉(健陵)의 자리가 대단히 근심스럽고 두려워서 천만년의 계획이 될 수 없는 단

서가 매우 많았습니다. 산기슭이 약하여 웅장하게 꿈틀거리는 것이 없으니 주세의 강약은 논할 것조

차도 없고, 묘역이 높은 것은 오로지 보충해 쌓은 것이므로 질고 습하여 사철 내내 마르지 않으니 수

토의 깊고 얕음은 논할 것조차도 없고, 가로로 떨어진 줄기가 도움이 없이 고단하게 내려가 오른쪽은 

닿아서 높고 왼쪽은 기울어져서 푹 꺼졌으니 혈도의 바르고 치우침은 논할 것조차 없고, 좌청룡(左靑

龍)과 우백호(右白虎)가 갖추어지지 않고 안산(案山)이 참되지 않는가 하면, 독성(禿城)이 높이 솟아서 

바위가 쫑긋쫑긋 서 있고 넓은 들판이 바로 연하고 큰 시내가 바로 흘러 달아나니 역량의 온전하고 

온전하지 않는 것은 논할 것조차도 없으니, 능의 잔디가 항상 무너져 줄어드는 것과 습한 곳에서 벌

레가 생기어 서식하는 것은 다만 미세한 근심입니다. 밖으로 나타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이와 같다

면, 안에 숨겨져 볼 수 없는 것은 또한 어떻게 반드시 평안하고 반드시 길하여 만에 하나라도 근심이 

없으리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말하면, 주 문공이 이른바 ‘정밀하게 고르지 못하여 

땅이 좋지 못하면 반드시 샘물이나 땅강아지나 개미나 땅바람 등이 있다.’는 것으로서, 오래도록 편안

하고 견고하여 자손이 번성하고 제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치가 아니니, 두렵고 근심스러워서 마음

이 섬뜩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내용으로 초장지를 평가하고 있다.

이후 효의왕후의 능원의 터는 파주 장릉(長陵) 재실 뒤터와 수원의 옛날 향교터를 두고 논의하

다12)가 1820년 11월 6일 김조순 등에 의해 ‘산세가 밝고 아름다우며 국면(局面)이 멀리 툭 틔어 있

으니 참으로 좋다고 할만 하다.’13) 건의되어 정조와 효의왕후와 천봉되어 합장되었다. 순조21년 9월 

10) 『조선왕조실록』, 순조 23권, 21년(1821 신사 / 청 도광(道光) 1년) 3월 22,세번째 기사,‘건릉을 옮기는 것을 의논하게 

하다.’ 네번째 기사 ‘신릉의 자리를 잡도록하다.’
11) 『조선왕조실록』,순조 23권, 21년(1821 신사 / 청 도광(道光) 1년) 3월 22,두번째 기사, “則健陵宅兆之大(叚)〔段〕憂悚, 

不可以爲千萬年之圖者, 其端甚多。 岡麓殘慢而欠磅礴蜿蜒之意, 則主勢之强弱, 不足論矣, 塋域之高, 全藉補築, 沮洳之濕, 四

時不乾, 則水土之淺深, 不足論矣, 橫落之支, 無補單行, 右逼而高, 左傾而陷, 則穴道之偏正, 不足論矣, 龍虎不備, 案對不眞, 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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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분을 중심으로 한 석물이 놓인 곳을 능침의 상계라 하며 사자(능주)의 중심공간이다. 상계 앞

의 한단 낮은 곳은 문인의 공간으로 중계(中階)라 불리며, 이 공간의 중심에 팔각의 장명등이 있으며, 

양옆으로 안쪽을 향해 2,200mm 크기의 문석인이 한 쌍 배치되어 있으며 한발 뒤 한발 옆으로 마석

(말상)이 배치되어 있다.

 

  3) 건릉의 유산적 가치

 건릉의 제례동선과 풍수경관적 특성, 진입·제향·능침공간, 역사경관림 등의 내용은 같은 능역 내

의 융릉과 비슷하여 본 논고에서는 독특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가) 건릉의 진입공간 특성

건릉(健陵)은 정조와 효의황후 능침으로 정조의 생부모인 장조와 헌경의황후 혜경궁 홍씨의 융릉

의 북동측 능선에 있다. 능제형식은 융릉의 능제인 합장릉 형식으로 융릉은 병풍석 무난간 합장릉 형

식으로 조성하고 있으나 건릉은 병풍석 없이 난간석만 두른 합장릉이다. 

건릉은 정조와 효의황후의 능이다. 건릉은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산 1-1 일원 융릉과 건릉 지구(사

적 제206호)에 있으며 면적은 705,653㎡(약213,834평)이다. 위도 37°12'47.5"N, 경도 126°59'16.2", 

고도 해발55m에 위치에 있다. 

건릉은 부모의 능원인 융릉으로 부터 서북쪽으로 약 1km의 능선에 입지하고 있으며, 약 3km 떨

어진 곳에는 건릉의 원찰로 삼은 용주사가 위치하고 있다. 

[그림 19] 웅장하고 정교하게 조각된 
융릉의 무인상

[그림 20] 능침의 중심시설인 장명등의 
화려한 조각(융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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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계유산으로서 조선왕릉(융ž건릉)의 가치와 연계유산과의 관계(이창환)

 라. 융릉과 건릉 역사경관 보존과 추후과제

  1) 능원의 보존과 복원

세계유산의 보존을 위해서는 지형의 보전을 우선한다. 일제강점기 이후 상당한 양의 능역이 훼손

된 점을 고려하여 능역의 내외사신사의 원형이 무엇인지 검토가 요구되며 이에따른 보존계획이 이루

어져야 한다.

융릉과 건릉의 보존을 위한 검증은 그동안의 작성된 문헌자료(고문헌, 각종 보고서 등)와 현지현황 

등을 검토하여 중요지역의 보존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융건릉은 「건릉지」 등에 나타나는 대왕

교, 만년제, 여의주(4곳;1곳 보존 3곳 유실), 안산, 융릉 재실터, 금천교, 화산관리소, 건릉초장지 등의 

확인 검증작업이 요구된다.

특히 도성에서 출발하여 능침에서의 제례행위가 조선왕릉의 세계유산적 가치에 높이 평가받은 점

을 고려하여 제례행위에 따른 주요시설의 복원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보존 및 복원시 국내의 문화재법 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융릉과 건릉이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세계유산의 보호를 위한 헌장(유네스코, ICOMOS)의 준수가 요구된다. 대

표적으로 베니스헌장과 프로랜스헌장 등의 검토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왕릉의 경우 풍수적 경관에 의한 한국의 대표적 자연관과 경관관을 갖고 조영된 곳이다. 현행 〈문

화재보호법〉에 국가사적지의 500m 이내의 공간을 사적보호와 보전을 위해 문화재청의 심의 과정을 

거쳐 허용된다. 조선왕릉의 경우 이들을 존중하면서 안산과 조산 등 능원의 전경관의 가치를 높게 평

가한 점을 고려하여 전경관의 60도 각도지역의 안산까지의 경관보존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능원의 경관가치로 분석되는 융릉과 건릉의 능침에서 보아 수평각 60도에 들어오는 중요한 경관적 

가치를 갖고 있어 이에 대한 검증 및 보전이 요구된다.     

[그림 23] 중계(문인공간)와 하계(무인공간)를 통합
한 건릉의 능침 

[그림 24] 무병풍 난간석의 능침과 능원을 지키
는 석호(石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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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봉을 위해 재궁을 드러낼 때 초장지에 물이 많았다고 천릉도감에 장계하도록 한 기록이 조선왕조실

록14) 순조24권에 전한다.

건릉의 진입공간의 특성은 건릉의 재실은 건릉의 능침 좌측능선(청룡) 끝자락에 『正祖健陵遷奉都

監儀軌』15) 서남향하여 입지하고 있다. 『정조효의왕후 健陵山陵都監儀軌』16), 『健陵誌』17) 에는 재실

12칸, 향대청6칸, 전사청10칸, 재실행각15칸(제기고 2칸포함), 안향청 중행각6칸, 안향청 남행각6칸으

로 구성된 총 27칸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있으나 현재는 재실12칸만 남아 있다. 

   

나) 제향•능침공간의 특성

건릉의 제향공간과 전이공간 그리고 능침공간 특성은 『국조속오례의』등의 일반 조선왕릉 후기의 

능제에 의해 조성되어 있으며 능침공간도 무병풍 난간석 합장릉으로 조영되어 있어 본 논고에서는 생

락한다.

단지, 건릉의 능침은 영조이후 제정된 「국조속오례의」 등의 원칙에 따라 중계와 하계를 통합하여 

문석인을 능침 앞으로 무석인을 나란히 하여 배치하고 중간에 장명등을 배치하였다. 

 

14) 『조선왕조실록』, 권순조 24권, 21년(1821 신사 / 청 도광(道光) 1년) 9월 6일(계축) 5번째기사 。” 敎曰: “梓宮奉出時, 

水患之大(叚)〔段〕, 萬萬驚悚, 萬萬痛迫。 幾年奉庴於如此之地, 而冥頑不覺, 追思此事, 只切罔極。 奉出後奉審, 則梓宮內果

無滲漉之痕, 而無他憂慮之事乎? 卿等自應十分審愼妥奉, 而旣不能躬審, 則心焉如燬, 不能按抑而已。 奉出後所見, 一一詳細, 

枚擧馳啓事, 回諭。”
15) 『正祖孝懿王后 健陵山陵都監儀軌』,1821,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 
16) 『正祖健陵遷奉都監儀軌』,1821,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  
17) 『健陵誌』, 남정철편,(1840〜1916),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소장본. 

[그림 21] 건릉의 재실과 비자나무 [그림 22] 천년지(千年池)와 건릉계류 
(우측 상단부 천년지, 방지원도 方池圓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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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릉과 건릉의 진입 제례동선은 능침사찰이었던 용주사(龍珠寺)와 방지원도의 만년제를 거쳐 건릉

의 좌측 맥의 언덕 끝에 있는 현재의 건릉 재실로 진입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융릉과 건릉의 모든 수계는 능역내 연지를 거쳐 합수지인 만년제로 향하고 있다. 원래의 조선왕릉 

연지는 방지원도(方池圓島)의 형태인데 융릉의 연지는 원형으로 되어있다. 이는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상징성에서 원형으로 조형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부 구전되는 내용에는 「건릉능원침내금양전도」21) 에 여의주 주(珠)자 네 곳과 만년제의 방지원

도(方池圓島)의 괴성(魁星)이 한곳 곤신지(坤申池)의 한곳 그리고 정자각 뒷면의 가무덤 형태를 포함

하여 북두칠성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만년제는 정조 때 조성된 대표적 연못조영의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수리시설이며 능제의 중요시

설이다. 특히 정조 때 수리시설은 조선시대의 가장 중점 된 시설이며 양식과 조영기법 등이 최고의 

기술로 평가되는 대표적 사례이다. 즉 만년제는 조선의 수리시설의 조영철학과 조영기법 그리고 조영

기술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조선의 역대왕 중 정조는 청계천 수리 착굴 등 대대적 정비

와 만년제 등의 수축 등을 볼 때 만년제의 가치는 무엇보다 중요한 능제시설이며 수리시설이다. 따라

서 만년제의 국가 사적 지정 등의 절차와 세계유산구역의 포함 등 행정절차가 이루어져 체계적 관리

가 요구된다. 

만년제의 조영적 철학은 능역의 수계를 모아 합수하는 풍수적 합수지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으며 

능행차시 연못에서의 제례를 위한 마음의 정비 및 휴식 등의 절차를 한다는 사례로 보아 심신정비 및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 

또한 만년제가 조선시대 대표적 연못으로 천원지방설(天圓地方說)에 의한 방지원도(方池圓島)는 음

양사상에 비롯되어 당시대의 철학적 가치를 나타내는 조영적 철학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시설이다.

조선왕릉의 수계복원은 기존의 수맥과 수로의 원형회복이 요구되며 수경관의 축선과 생태적 특성 

및 공간구조의 원경관 연출이 요구된다.22)

만년제는 경관적 가치는 능역의 풍수적 비보합수지로서의 가치, 북두칠성의 상징적 가치, 천원지방

설의 음양오행적 가치, 수리시설의 호안 조영 및 괴성 축조의 기술적 가치 등이 높이 평가된다. 

 나. 융릉과 건릉의 능침사찰 용주사 

화성 용주사는 사도세자의 묘소인 현륭원(縣隆園)의 능침사찰(陵寢寺刹)로서 제사 시 물자를 준비

하기 위한 조포사(造泡寺)이며, 능침을 수호하고 명복을 빌게 하는 원당사찰(願堂寺刹)이었다. 

21) 『건릉지』권1, 南廷哲編, (1840〜1916), 「능원침내금양전도」
22) 조운연, 2008, 조선왕릉의 능역 복원에 관한 연구, 상명대 박사학위 논문,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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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융릉과 건릉의 연계유적

 가. 만년제(萬年堤) 

조선왕릉의 입구에는 능역의 내외사신사의 합수지역에 수계관리를 위해 크고 작은 연못을 조성하

여 물을 관리하였다. 『강릉지(康陵지)』등에 조선의 능원에는 모든 능역에 연지가 있었다고 전한다. 현

재까지 능원에 전하는 연지는 동구릉 입구 외연지, 숭릉연지, 세종영릉, 효종영릉, 단종장릉, 김포장

릉, 융릉 곤신시, 건릉 천녀지 등에 현존하며 많은 곳에 유구 등의 흔적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 능역

의 진입부 좌우 능선이 이어져 오므라져 맞닿는 곳 수계가 모이는 곳에 연못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공간구성상 풍수적 합수지역의 아늑한 공간을 갖추기 위한 방법이며 ‘물을 만나면 生氣를 

머무르게 한다’는 풍수적 의미와 능역의 허(虛)함을 감싸는 영역성에 의한 것18)으로 사료된다. 

능역의 연지의 형태는 方池가 대부분이며 方池圓島가 80%를 차지하고 있다.19) 이는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연지 형태와 같은 것이며, 그밖에 方池無島形도 있으며, 조선시대 말기에는 圓池圓島形(洪

陵)도 나타났다. 이러한 능역의 연지들이 方池의 형태인 것은 天道의 원시적 재현으로 해석되며 小宇

宙的 형성관으로 볼 수 있으며, 陰陽思想과 天人合一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연지가 方池와 

圓形의 형태로 된 것은 사유사상의 고형화로 인한 천도의 원시적 재현의 반복이라 보이며, 못안의 圓

島는 天圓地方設에 근거를 두며 陰陽의 결합을 상징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왕실의 번영을 뜻하는 것으

로 사료된다.

능역내 연지의 입지는 풍수상 허한 지역 비보차원에서 능역의 山과 水가 모이는 능역의 입구에 흐

르는 양수를 모아두는 곳(습한 곳)에 설치되었다. 능역의 공간구성상 진입공간에 설치되었다.20) 

그 중 대표적 연지는 융릉과 건릉의 수계관리를 위한 만년제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정조대의 

대표적인 수리시설 중의 하나인 만년제를 중심으로 융릉과 건릉의 연계유산으로서의 만년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만년제의 입지는 위도 37°12'47.5"N, 경도 126°59'16.2", 고도 해발48m에 위치에 있다. 즉 융

릉과 건릉의 수계가 모여 만년제를 이루는 지형을 갖고 있다. 

건릉의 수계는 건릉 능원의 능선을 중심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우측 백호수가 다소 강하게 흐르며 

좌측의 수계는 금천교를 거쳐 천년지(千年池) 앞에서 합수되어 남서측으로 흐르다가 좌측으로 흘러 

융릉과 건릉의 외연지였으며 풍수경관적 합수지 기능이었을 만년제로 흘러든다. 

따라서 만년제는 융릉과 건릉의 수계의 합수지역인 동시에 제례동선의 중요한 공간으로 해석된다.  

18) 이창환, 1998, 조선시대 능역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p168.
19) 이창환, 1999, 조선왕릉의 연지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0) 이창환, 1998, 이창환전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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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계유산으로서 조선왕릉(융ž건릉)의 가치와 연계유산과의 관계(이창환)

융릉과 건릉의 진입 제례동선은 능침사찰이었던 용주사(龍珠寺)와 방지원도의 만년제를 거쳐 건릉

의 좌측 맥의 언덕 끝에 있는 현재의 건릉 재실로 진입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융릉과 건릉의 모든 수계는 능역내 연지를 거쳐 합수지인 만년제로 향하고 있다. 원래의 조선왕릉 

연지는 방지원도(方池圓島)의 형태인데 융릉의 연지는 원형으로 되어있다. 이는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상징성에서 원형으로 조형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부 구전되는 내용에는 「건릉능원침내금양전도」21) 에 여의주 주(珠)자 네 곳과 만년제의 방지원

도(方池圓島)의 괴성(魁星)이 한곳 곤신지(坤申池)의 한곳 그리고 정자각 뒷면의 가무덤 형태를 포함

하여 북두칠성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만년제는 정조 때 조성된 대표적 연못조영의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수리시설이며 능제의 중요시

설이다. 특히 정조 때 수리시설은 조선시대의 가장 중점 된 시설이며 양식과 조영기법 등이 최고의 

기술로 평가되는 대표적 사례이다. 즉 만년제는 조선의 수리시설의 조영철학과 조영기법 그리고 조영

기술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조선의 역대왕 중 정조는 청계천 수리 착굴 등 대대적 정비

와 만년제 등의 수축 등을 볼 때 만년제의 가치는 무엇보다 중요한 능제시설이며 수리시설이다. 따라

서 만년제의 국가 사적 지정 등의 절차와 세계유산구역의 포함 등 행정절차가 이루어져 체계적 관리

가 요구된다. 

만년제의 조영적 철학은 능역의 수계를 모아 합수하는 풍수적 합수지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으며 

능행차시 연못에서의 제례를 위한 마음의 정비 및 휴식 등의 절차를 한다는 사례로 보아 심신정비 및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 

또한 만년제가 조선시대 대표적 연못으로 천원지방설(天圓地方說)에 의한 방지원도(方池圓島)는 음

양사상에 비롯되어 당시대의 철학적 가치를 나타내는 조영적 철학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시설이다.

조선왕릉의 수계복원은 기존의 수맥과 수로의 원형회복이 요구되며 수경관의 축선과 생태적 특성 

및 공간구조의 원경관 연출이 요구된다.22)

만년제는 경관적 가치는 능역의 풍수적 비보합수지로서의 가치, 북두칠성의 상징적 가치, 천원지방

설의 음양오행적 가치, 수리시설의 호안 조영 및 괴성 축조의 기술적 가치 등이 높이 평가된다. 

 나. 융릉과 건릉의 능침사찰 용주사 

화성 용주사는 사도세자의 묘소인 현륭원(縣隆園)의 능침사찰(陵寢寺刹)로서 제사 시 물자를 준비

하기 위한 조포사(造泡寺)이며, 능침을 수호하고 명복을 빌게 하는 원당사찰(願堂寺刹)이었다. 

21) 『건릉지』권1, 南廷哲編, (1840〜1916), 「능원침내금양전도」
22) 조운연, 2008, 조선왕릉의 능역 복원에 관한 연구, 상명대 박사학위 논문,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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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융릉과 건릉의 연계유적

 가. 만년제(萬年堤) 

조선왕릉의 입구에는 능역의 내외사신사의 합수지역에 수계관리를 위해 크고 작은 연못을 조성하

여 물을 관리하였다. 『강릉지(康陵지)』등에 조선의 능원에는 모든 능역에 연지가 있었다고 전한다. 현

재까지 능원에 전하는 연지는 동구릉 입구 외연지, 숭릉연지, 세종영릉, 효종영릉, 단종장릉, 김포장

릉, 융릉 곤신시, 건릉 천녀지 등에 현존하며 많은 곳에 유구 등의 흔적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 능역

의 진입부 좌우 능선이 이어져 오므라져 맞닿는 곳 수계가 모이는 곳에 연못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공간구성상 풍수적 합수지역의 아늑한 공간을 갖추기 위한 방법이며 ‘물을 만나면 生氣를 

머무르게 한다’는 풍수적 의미와 능역의 허(虛)함을 감싸는 영역성에 의한 것18)으로 사료된다. 

능역의 연지의 형태는 方池가 대부분이며 方池圓島가 80%를 차지하고 있다.19) 이는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연지 형태와 같은 것이며, 그밖에 方池無島形도 있으며, 조선시대 말기에는 圓池圓島形(洪

陵)도 나타났다. 이러한 능역의 연지들이 方池의 형태인 것은 天道의 원시적 재현으로 해석되며 小宇

宙的 형성관으로 볼 수 있으며, 陰陽思想과 天人合一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연지가 方池와 

圓形의 형태로 된 것은 사유사상의 고형화로 인한 천도의 원시적 재현의 반복이라 보이며, 못안의 圓

島는 天圓地方設에 근거를 두며 陰陽의 결합을 상징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왕실의 번영을 뜻하는 것으

로 사료된다.

능역내 연지의 입지는 풍수상 허한 지역 비보차원에서 능역의 山과 水가 모이는 능역의 입구에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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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창환, 1998, 조선시대 능역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p168.
19) 이창환, 1999, 조선왕릉의 연지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0) 이창환, 1998, 이창환전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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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계유산으로서 조선왕릉(융ž건릉)의 가치와 연계유산과의 관계(이창환)

또한 채제공(蔡濟恭, 1720-1799) 등의 현륭원(顯隆園)의 재궁(齋宮)으로서 절을 세운 경위, 나라

와 왕실의 안녕을 바라는 내용의 기록이 있어 능침사찰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건축과 건물배치의 공간구성은 능침사찰의 주불전으로 권위와 격식, 

시대성을 잘 간직하고 있다.

 다. 융릉과 건릉 주변의 역사경관림 특성 

조선시대 중흥을 이끈 정조는 나무심기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며 조선의 왕 중 가장 많은 나무

를 심은 왕이다. 특히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인 현륭원(융릉)의 주변에 가장 많은 나무를 심은 

것으로 기록에 전한다. 정약용 등의 기록24)에 따르면 7년동안 현륭원 주변 8개의 고을에 소나무, 전

나무, 상수리나무 등을 4,000여 ha에 1,200만주의 나무를 심었다고 분석하고 있다.25) 이는 조선의 

왕중 가장 많은 식재 기록을 나타내고 있고 현장도 보존가능하여 유산적 가치를 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릉원추봉도감의궤』 등에 따르면 현륭원 주변에 식재 기록은 1798년 2.2일 소나무

(215,971주), 오얏나무(12,115주), 밤나무(13,700주), 버드나무(18,435주), 잡목(4,317주), 잣나무

(13,022주)등의 식재를 한 것으로 기록에 전하고 있으며 상수리나무 (도토리) 157석 13두, 솔씨 83

두 5승, 잣나무 종자 40두 등의 파종하고 미(쌀) 60석 6승, 금전 985냥 1전5분 등의 식재비가 투입

된 것으로 기록으로 전하고 있다. 

현재의 융릉과 건릉의 전체면적은 84.2ha이며 수목현황은 침엽수가 62%이며 활엽수가 38%이다. 융

릉의 진입공간에는 상수리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금천교 주변에는 오리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

다. 융릉의 제향공간 우측 능선에는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며 좌측의 계곡 주변에는 가래나무(楸)가 수종 

존재한다. 이 식재는 현륭원 의궤 등에도 기록이 있어 다른 조선왕릉에서 볼 수 없는 식재수종이다. 

건릉의 진입공간에는 능역입구에서 이어지는 배수로와 참배로를 따라 상수리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건릉의 제향공간 좌우측 능선에는 상수리나무가 주종을 이루며 능침 상부에 소나무가 능선의 

주산까지 이어지고 있다. 

융릉의 능침식생은 주로 소나무로 배식 보존되고 있으며 이들을 도래솔이라고도 한다. 건릉 진입

부와 주변에는 상수리나무와 굴참나무, 갈참나무 등의 참나무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장헌세자현륭원원소도감의궤』26)에 따르면 융릉의 ‘원소에 덮는 사초는 일체 모화관(慕華館)의 사

초 1만5천 장의 잔디를 떠왔다.’는 내용과 ‘상수리나무와 각종 잡목과 꽃나무로 철쭉과 진달래를 심었

다.27)이 기록이 있다. “주봉(主峯)이하 내청룡·내백호의 좌우에 모두 나무를 심었고 외청룡·외백호·안

24) 《다산시문집》 제14권 발(跋)
25) 김은경, 2016, 정조나무를 심다. 북촌
26) 『장헌세자현륭원원소도감의궤』, 권3, 잡조 보토조 승전, 9월 20일; 권3 관감(關甘) (1789), 규장각소장본
27) 『장헌세자현륭원원소도감의궤』, 권3, 잡초보토조 주계, 7월 28일. (1789), 규장각소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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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등재 당시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에서는 많은 곳의 능침사찰이 있

었던 내용을 파악하고 봉선사, 봉은사, 용주사, 보덕사 등의 일부 능침사찰을 세계유산에 함께 등재시

키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사유화된 사찰, 관리 시스템 등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함께 등재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조선왕릉의 관계유산으로서 용주사의 가치를 살펴보았다.23)

용주사의 건립은 왕실에 의해(1790년) 공사한 내용이 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현륭원의궤, 

조선사찰사료 등 관련 사료를 통하여 공사내용, 공사재원, 공사집행 및 공사인력 등 공사 전모를 파

악할 수 있어 능침사찰로서 가치를 갖고 있다.

용주사 대웅보전은 주불전으로 창건 때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팔작지붕의 건물로 18세기 불전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장대석 기단과 원형주좌를 둔 방형초

석, 지붕의 취두와 용두, 양성바름 등은 18세기 능침사찰로서 건물의 격을 보여준다. 공포의 구법과 초

각수법은 초창시의 시대적 특성을 갖추고 있고, 불단과 닫집의 문양과 조각, 안초공과 귀한대 · 충량의 

용조각, 단청 등도 건물과 조화를 이루며 불전은 장엄하다. 대웅보전 건축의 도편수는 문언(文彦, 장흥 

천관사 승려)이고, 단청 도편수는 민관(敏寬)으로 당대 최고의 승장들이 건축하였다는 기록 등이 있어 

능침사찰의 주불전으로 권위와 격식, 시대성을 잘 간직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조선 후기 능침사찰의 배치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장대석 기단(長臺石 基壇)과 원형주좌(圓形柱座)를 둔 사각의 초석, 지붕의 취두와 용두, 양성바름 

등 시공 등이 능침사찰로서 건물의 격을 잘 보여준다. 다포 양식의 공포와 초각(草刻) 수법은 창건 

당시의 시대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

23) 문화재청 홈페이지(2021.07) 참조

[그림 26] 융릉과 건릉의 능침사찰(조포사) 용주사 [그림 27] 용주사 내의 장조와 헌경
황후 정조와 효의황후 위패봉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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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사 대웅보전은 주불전으로 창건 때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팔작지붕의 건물로 18세기 불전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장대석 기단과 원형주좌를 둔 방형초

석, 지붕의 취두와 용두, 양성바름 등은 18세기 능침사찰로서 건물의 격을 보여준다. 공포의 구법과 초

각수법은 초창시의 시대적 특성을 갖추고 있고, 불단과 닫집의 문양과 조각, 안초공과 귀한대 · 충량의 

용조각, 단청 등도 건물과 조화를 이루며 불전은 장엄하다. 대웅보전 건축의 도편수는 문언(文彦, 장흥 

천관사 승려)이고, 단청 도편수는 민관(敏寬)으로 당대 최고의 승장들이 건축하였다는 기록 등이 있어 

능침사찰의 주불전으로 권위와 격식, 시대성을 잘 간직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조선 후기 능침사찰의 배치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장대석 기단(長臺石 基壇)과 원형주좌(圓形柱座)를 둔 사각의 초석, 지붕의 취두와 용두, 양성바름 

등 시공 등이 능침사찰로서 건물의 격을 잘 보여준다. 다포 양식의 공포와 초각(草刻) 수법은 창건 

당시의 시대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

23) 문화재청 홈페이지(2021.07) 참조

[그림 26] 융릉과 건릉의 능침사찰(조포사) 용주사 [그림 27] 용주사 내의 장조와 헌경
황후 정조와 효의황후 위패봉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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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계유산으로서 조선왕릉(융ž건릉)의 가치와 연계유산과의 관계(이창환)

Ⅳ. 결론

2009년 제33차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은 한국의 대표적 왕릉으

로 제례공간으로서의 기본틀을 갖추면서 자연과 조화로운 조영을 한 것이 특징이다. 조선왕릉은 한국

인의 전통사상 등의 깊이 있는 이해와 자연친화적인 조선시대의 전통조영관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탁월하고 보편적가치(OUV=Outstanding Univarsal Value)는 긴 역사의 동

일왕조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장기간에 걸친 조성과 완벽한 보존, 조영방식의 독창성, 제례문화의 

장구한 전통, 당대기록물의 보존, 역사경관적 가치, 현존하는 제례문화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조상에 대한 효를 중시하는 유교문화권에서 조선의 정조시대에는 더욱 효의 문화를 중심으로 발전

한 왕조시대라 할 수 있다. 당시대의 유교와 그 예법에 따른 당대 최고의 조영기술과 예술 등의 기술

을 집약하여 조영된 왕릉형식과 연계유산의 발전을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융릉은 사도세자 승하시(1762) 서울의 매봉산에 수은묘(垂恩墓)의 사가의 무덤형식으로 했다가 정

조 즉위년(1776)에 시호를 사도세자로 하고 묘호를 영우원(永祐園)으로 조영되어 있었다가 정조 13년

(1789)에 이곳 수원 화산(花山)아래 천장하여 모시고 시호를 장헌세자로 하고 묘호를 왕의 사친의 능

원 형식인 현륭원으로 조성하여 이어오다 1899년(광무3년)고종에 의해 고종이 황제국으로 바꾸면서 

융릉(隆陵)으로 추봉되는 역사를 갖고 있는 독특한 능원이다. 즉 민간묘(墓=수은묘)에서 세자(영우원)

와 사친의 원(현륭원) 그리고 황제릉(융릉)으로 까지 능원의 이름과 능역조영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독

특한 곳이다. 

또한 건릉(健陵)은 정조가 1800년(순조즉위년) 승하하여 융릉 동남측 능선(당시 현륭원 동쪽 두 

번째 산줄기) 끝자락에 모셔졌다가 순조 21년(1821) 풍수논란에 의해 현재의 위치에 천봉된 역사를 

갖고 있어 조선왕릉 중 많은 풍수적 논리에 의한 천봉한 대표적 사례의 능원이다.

  

    
[그림 31] 융릉과 건릉주변 경관보존 분석도[그림 30] 만년제 추정복원계획도 (2016, 경기문화재연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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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등 여러 곳에도 역시 차례차례로 심을 계획이며 그런 사연과 이유를 치계합니다.”28) 기록으로 보

아 능원의 내외사신사에 상수리나무, 각종잡목, 꽃나무, 철쭉, 진달래 등이 식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륭원원소도감의궤』29) 「보토조」 승전(承傳)에서 “원소에 심을 나무로 쓰이는 상수리나무 씨

114두(斗)를 나누어서 들이도록하고 보내도록하라 겨울에 심거나 여름에 심더라도 정당하게 씨를 뿌

리고, 씨를 뿌린 곳에는 따로 표지를 해서 도감당상이 알리도록하라.”(장용영(壯勇營;정조때 궁성호위 

목적의 군영, 수원에 있는 궁성의 외영으로 추정) 지구관 여종주(呂宗周)가 가지고 왔다.라는 기록에

서 능원내외의 식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8) 『장헌세자현륭원원소도감의궤』, 권3, 잡조 주계, 10월 3일; 권3 (1789), 규장각소장본
29) 『현륭원원소도감의궤』 권3 보토조 승전(承傳), 9월 20일.

[그림 28] 융릉과 건릉 주변 식재 관련 추정도
(1798년 2. 2일 현륭원의궤 등 문헌기록참조) 

[그림 29] 다양한 참나무류(橡=櫟)가 생존하는 융
릉과 건릉의 역사경관림

문헌(출처) 일시
경관 및 
식재지역

경관 및 
식재패턴

주요내용 비고

조선지지자료

(정조일기)

1797.6.21.

(1911) 
- -

-현륭원 천봉때 연꽃 심음

-제안의 기능 저수(관개) 및 감여(풍수)

일성록
정조21년

(1797.8.17.)
- -

-용주사 뒷길로 접어들어 승지, 각신 및 한림, 

주서외에 만년제 대기

일성록
정조22

(1798.2.2.)
만년제 제안

제안에 나무뿌리 

많이 박혀 석재 

축조보다 우수

-느릅나무, 버드나무 많이 심음

동5릉(동구릉), 

파주장릉 연지 

참조

일성록
정조22

(1798.2.2.)
만년제 제안     -

-제안에 사초를 입힘, 석축 없음. 느릅나무 식

재

일성록
순조3년

(1803)

만년제 상하

에 애초 식목

하지 않음

만년제 여러 곳에 

두루 식목

-못 아래 전답 원소군인에게 경작하게 하고 세

납

-능역 청룡변 수목 번창 간벌

-만년제 여러 곳에 두루 식목

[표 3] 융릉과 건릉 및 만년제 경관 및 식재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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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계유산으로서 조선왕릉(융ž건릉)의 가치와 연계유산과의 관계(이창환)

Ⅳ. 결론

2009년 제33차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은 한국의 대표적 왕릉으

로 제례공간으로서의 기본틀을 갖추면서 자연과 조화로운 조영을 한 것이 특징이다. 조선왕릉은 한국

인의 전통사상 등의 깊이 있는 이해와 자연친화적인 조선시대의 전통조영관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탁월하고 보편적가치(OUV=Outstanding Univarsal Value)는 긴 역사의 동

일왕조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장기간에 걸친 조성과 완벽한 보존, 조영방식의 독창성, 제례문화의 

장구한 전통, 당대기록물의 보존, 역사경관적 가치, 현존하는 제례문화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조상에 대한 효를 중시하는 유교문화권에서 조선의 정조시대에는 더욱 효의 문화를 중심으로 발전

한 왕조시대라 할 수 있다. 당시대의 유교와 그 예법에 따른 당대 최고의 조영기술과 예술 등의 기술

을 집약하여 조영된 왕릉형식과 연계유산의 발전을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융릉은 사도세자 승하시(1762) 서울의 매봉산에 수은묘(垂恩墓)의 사가의 무덤형식으로 했다가 정

조 즉위년(1776)에 시호를 사도세자로 하고 묘호를 영우원(永祐園)으로 조영되어 있었다가 정조 13년

(1789)에 이곳 수원 화산(花山)아래 천장하여 모시고 시호를 장헌세자로 하고 묘호를 왕의 사친의 능

원 형식인 현륭원으로 조성하여 이어오다 1899년(광무3년)고종에 의해 고종이 황제국으로 바꾸면서 

융릉(隆陵)으로 추봉되는 역사를 갖고 있는 독특한 능원이다. 즉 민간묘(墓=수은묘)에서 세자(영우원)

와 사친의 원(현륭원) 그리고 황제릉(융릉)으로 까지 능원의 이름과 능역조영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독

특한 곳이다. 

또한 건릉(健陵)은 정조가 1800년(순조즉위년) 승하하여 융릉 동남측 능선(당시 현륭원 동쪽 두 

번째 산줄기) 끝자락에 모셔졌다가 순조 21년(1821) 풍수논란에 의해 현재의 위치에 천봉된 역사를 

갖고 있어 조선왕릉 중 많은 풍수적 논리에 의한 천봉한 대표적 사례의 능원이다.

  

    
[그림 31] 융릉과 건릉주변 경관보존 분석도[그림 30] 만년제 추정복원계획도 (2016, 경기문화재연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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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등 여러 곳에도 역시 차례차례로 심을 계획이며 그런 사연과 이유를 치계합니다.”28) 기록으로 보

아 능원의 내외사신사에 상수리나무, 각종잡목, 꽃나무, 철쭉, 진달래 등이 식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륭원원소도감의궤』29) 「보토조」 승전(承傳)에서 “원소에 심을 나무로 쓰이는 상수리나무 씨

114두(斗)를 나누어서 들이도록하고 보내도록하라 겨울에 심거나 여름에 심더라도 정당하게 씨를 뿌

리고, 씨를 뿌린 곳에는 따로 표지를 해서 도감당상이 알리도록하라.”(장용영(壯勇營;정조때 궁성호위 

목적의 군영, 수원에 있는 궁성의 외영으로 추정) 지구관 여종주(呂宗周)가 가지고 왔다.라는 기록에

서 능원내외의 식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8) 『장헌세자현륭원원소도감의궤』, 권3, 잡조 주계, 10월 3일; 권3 (1789), 규장각소장본
29) 『현륭원원소도감의궤』 권3 보토조 승전(承傳), 9월 20일.

[그림 28] 융릉과 건릉 주변 식재 관련 추정도
(1798년 2. 2일 현륭원의궤 등 문헌기록참조) 

[그림 29] 다양한 참나무류(橡=櫟)가 생존하는 융
릉과 건릉의 역사경관림

문헌(출처) 일시
경관 및 
식재지역

경관 및 
식재패턴

주요내용 비고

조선지지자료

(정조일기)

1797.6.21.

(1911) 
- -

-현륭원 천봉때 연꽃 심음

-제안의 기능 저수(관개) 및 감여(풍수)

일성록
정조21년

(1797.8.17.)
- -

-용주사 뒷길로 접어들어 승지, 각신 및 한림, 

주서외에 만년제 대기

일성록
정조22

(1798.2.2.)
만년제 제안

제안에 나무뿌리 

많이 박혀 석재 

축조보다 우수

-느릅나무, 버드나무 많이 심음

동5릉(동구릉), 

파주장릉 연지 

참조

일성록
정조22

(1798.2.2.)
만년제 제안     -

-제안에 사초를 입힘, 석축 없음. 느릅나무 식

재

일성록
순조3년

(1803)

만년제 상하

에 애초 식목

하지 않음

만년제 여러 곳에 

두루 식목

-못 아래 전답 원소군인에게 경작하게 하고 세

납

-능역 청룡변 수목 번창 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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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릉과 건릉의 입지와 공간구성은 조선왕실의 「오례의」, 「국조오례의」, 「국조속오례의」, 「능제규

례」 등의 원칙을 따르면서도 주변의 자연지형과 풍수 등 경관적 이론에 따라 능제형식을 달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융릉과 건릉의 능침공간의 병풍석, 문무인석, 장명 등의 조각품 등은 그 형식이 정조융성기에 웅장

하고 섬세하게 조각되어 조선시대의 완성되고 성숙된 작품성 등이 뛰어난 조각물로 평가되고 있다.

왕릉 주변의 경관구성을 중시여겨 화성읍성의 이전과 수원천도 등의 내용과 능역보전을 위한 사신

사의 보존과 각종시설 만년제(萬年堤), 대왕교, 여의주(珠), 천년지(千年池) 등의 설치 보존 등의 독특

한 왕릉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 

조선후기 드물게 나타나는 능침사찰(용주사)로 능원 친행참배시 이궁으로 사용됨을 고려하여 능침

사찰이 조성됨이 독특하며 아울러 이 사찰에 왕과 왕후의 위패를 모시고 있음이 독특하다.

조선왕릉은 「건릉능원침도」와 같이 능원을 관리하기 위해 주변의 관련유산과 시설들이 포함된 산

릉도를 그려 왕실에서 철저히 관리하였다. 건릉능침원도와 선원보감도 등에는 이곳의 융릉과 건릉을 

비롯하여 능침사찰이었던 용주사와 능원의 수계관리시설이었던 만년제, 풍수경관 논리에 의해 조영된 

여의주, 이전부터 이곳을 지키기 위한 독산성 그리고 능원의 신성함과 정조의 치산치수(治山治水)의 

대표적 공간이었던 식재지와 그 기록 등이 유산적 가치를 높이고 있는 곳이다.

세계유산 등재 당시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체계적인 보존과 세계인이 함께 향유하고 지속적으로 

이어가 유산으로 발전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조선왕릉의 일반적 세계유산적 가치와 더불어 융릉과 건릉의 가치와 연계유산

인 능침사찰이었던 용주사, 풍수와 합수지의 만년제, 독산성, 수계관리인 황구지천 그리고 당시대 최

고로 평가받는 정조의 식수(생태경관조성)내용 등에 대하여 유산적 가치를 중심으로 지속적 연구와 

세계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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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8세기 정조문화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 연구

본 연구는 독산성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정조의 수원 화성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연속유산의 구성

요소의 하나로 파악하고 등재가능성을 진단한 연구이다.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는 유네스코의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약칭 ‘세계유산협약’)에  

근거하여 해당 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를 가지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세계유산 등재기준 하나 이상 충족, 완전성과 진정성 요건 충족, 보호와 관리 요건 충

족이라고 하는 세 가지 근간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한편, 연속유산은 명확하게 연계된 둘 이상의 유산이 포함되는 것으로 세계유산 운영지침 137항에 

의하면 유산요소들은 문화적, 사회적 또는 기능적 연계를 반영해야 하며, 각 유산요소는 해당 유산 

전체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상당히 그리고 과학적이고 명확하며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기여해야 

하며,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8세기 정조문화유산이란 조선 22대 임금 정조(1776~1800)의 새로운 도시 조영과 관련된 성곽, 

행궁, 능원 제방, 사찰, 사우 등의 일련의 왕조유적으로 구성된다. 이는 조선의 계몽 군주인 정조의 

통치 철학과 당시 조선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문화적 역량을 하나의 도시 권역 안에서 압축적으

로 보여주며, 이는 신도시 조영 과정에 대한 상세하고 체계적인 다수의 기록물을 통하여 증명된다. 

연속유산으로서 18세기 정조문화유산의 구성요소는 기능적으로는 능침, 관방, 관개 유적 요소들과 

이에 연계되는 요소들로 구성될 수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오산시, 수원시, 화성시를 포함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18세기 정조문화유산의 구성요소로서 융건릉, 수원 화성행궁, 수원 화령전, 오산 독산성, 

수원 화성, 만석거, 만년제, 축만제, 수원향교, 지지대비, 궐리사, 용주사 등 12개 유산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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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earch on Cultural Heritage Value of
Doksanseong Fortress

SHIN DONGWOOK
Research Assistant Professor of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Hanyang University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s the potential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Doksanseong Fortress by 
defining it as part of a serial property consisting of the elements required for the construction of 
the new city of Hwaseong, an ambitious urban project undertaken by King Jeongjo.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he meaning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ollows the 
definition set out in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1972) and its Operational Guidelines. A given property being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means that it meets one of the inscription criteria prescribed in the Operational Guidelines 
and satisfies the conditions of authenticity and integrity as well as the management and conservation 
requirements. 

Within the context of the World Heritage system, a serial property refers to a property 
consisting of two or more component parts. According to Paragraph 137 in the Operational 
Guidelines, "component parts should reflect cultural, social or functional links over time ... [and] 
each component part should contribute to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the property as a 
whole in a substantial, scientific, and readily defined and discernible way." 

I would like to define the Cultural Heritage of King Jeongjo as the series of architectural 
structures associated with his plan to build a new city at the site of what is now Suwon. These 
structures collectively offer eloquent testimony to the governing ideology of this forward-looking 
Joseon monarch and also to the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aptitudes of the time. It is supported 
by a wide range of historical documents that have been transmitted to the present and detail the 
process of the construction of the new city. 

The Cultural Heritage of King Jeongjo includes burial, defensive, and irrigation sites and 
elements associated with them. They are located across today's Osan City, Suwon City, and 
Hwaseong City. In this article, I will present 12 sites as components of the Cultural Heritag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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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18세기 정조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OUV를 다음의 세부적인 연구과정을 통해 검토하

였다. 우선, 연속유산으로서 18세기 정조의 수원 화성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각 구성요소들이 어떤 

기능적, 문화적, 사회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구성요소의 시공간적 배치를 통해 그 상호관계를 살

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세계유산 등재기준 (Ⅱ)와 (IV)를 중심으로 등재기준 충족여부 및 진정정과 완

전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OUV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비교연구를 국내, 국외 사례를 통해 검토하

였으며, 마지막으로 각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체계 현황과 활용현황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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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독산성 세계유산적 가치성 연구

Ⅰ. 연구개요

Ⅱ. 연속유산 관점의 등재 가능성 검토

    :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계획 관련 건축물, 기념물

    1. 연속유산으로서의 가치 검토

    2. 연속유산 구성요소의 상호 연계성

Ⅲ. 탁월한 보편적 가치 검토

    : 등재기준, 진정성과 완전성, 다른 유산과의 비교

    1. 부합되는 등재기준

    2. 진정성 및 완전성

    3. 다른 유사유산과의 비교

Ⅳ. 보존관리 현황

    1. 문화재 지정

    2. 소유권

    3.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Ⅴ. 주요기록물

Ⅵ. 소결

Ⅰ. 연구개요

[사진 1] 독산성 항공사진 (오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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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 Jeongjo as a serial property. They are Yungneung and Gelleung Royal Tombs, Hwaseong 
Haenggung Palace, Hwaryengjeon Shrine, Doksanseong Fortress, Hwaseong Fortress, Manseokgeo 
Reservoir, Mannyeonje Embankment, Chukmanje Reservoir, Suwon Hyanggyo Confucian School, 
Jijidaebi Stele, Gwollisa Shrine, and Yongjusa Temple.

In this article, I will explore the potential OUV of the Cultural Heritage of King Jeongjo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ocess. I will first investigate the functional, cultural, and social links 
among the above-mentioned 12 component sites by looking into their spatial arrangements over time. 
The results from this investigation are then analyzed in consideration of criteria (ii) and (iv), and of 
the conditions of authenticity and integrity. I will go on to explore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results that support the OUV of the Cultural Heritage of King Jeongjo. Lastly, I will look 
into the management and conservation measures in place for each component of the Cultural 
Heritage of King Jeo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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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독산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본격적인 연구는 2019년 이후 가속화 되었다. 2019년 12월 

『오산 독산성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되어 오산 독산성 세마대지의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통해 세계유산으로서 독산 독산성의 잠재력을 확인하였으

며, 주변지역인 수원, 화성의 문화유산과의 연계 속에 오산, 화성, 수원의 자치단체 연합체 구성의 필

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2020년에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오산 독산성 기초조사』가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독산성의 단독유산 등재방안 이외에 수원화성의 확장등재 방안 및 연속유산으로서의 등재

가능성이 고루 검토되었다. 다각적 측면에서 등재 가능성을 살펴 본 결과, 2020년 연구에서는 정조문

화유산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로써 독산성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가 타당함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2021년 4월 『오산 독산성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작성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속

유산으로서 독산성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도출하였다.

6) 조선왕조실록 중 “선조실록”, (과천:국사편찬위원회, 2006), 선조 27년 갑오(1594) 9월 19일(갑오).
7) 조선왕조실록 중 “선조실록”, (과천:국사편찬위원회, 2006), 선조 27년 갑오(1594) 10월 17일(신유).
8) 조선왕조실록 중 “선조실록”, (과천:국사편찬위원회, 2006), 선조 28년 을미(1595) 9월 1일(경오).
9) 조선왕조실록 중 “선조실록”, (과천:국사편찬위원회, 2006), 선조 28년 을미(1595) 10월 27일(병인).
10) 조선왕조실록 중 “선조실록”, (과천:국사편찬위원회, 2006), 선조 30년 정유(1597) 2월 25일(병술).
11) 이정귀, 진남루기, “月沙集” 37권.
12) 조선왕조실록 중 “영조실록”, (과천:국사편찬위원회, 2006), 영조 26년 경오(1750) 9월 26일(을축).

선조 27년(1594)
Ÿ 경기관찰사 유근에 의해 4일간 수축6)

Ÿ 중사 이봉정 등을 독성진에 보내 시재(試才)함7)

선조 28년(1595)
Ÿ 비변사가 독성과 수어(守禦)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를 요청함8)

Ÿ 여장(성첩)과 포루 시설을 갖춤9)

선조 30년(1597)
Ÿ 방어사 변양걸이 조총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성내에 평평한 집을 세워 석차(石車), 

포차(抛車)를 두고 목책을 쌓음10)

선조 35년(1602)
Ÿ 변응성을 방어사로 임명하여 석성으로 수축
Ÿ 축성 후 우물을 파 물을 조달한 뒤 200여 호의 거주민과 사찰이 들어서고, 

관청건물 100여 구(區)가 들어섬11)

영조 26년(1750) Ÿ 영조가 독성산성에 올라 임진왜란 때 일을 상고함12)

영조 36년(1760)
Ÿ 진남루 중수
Ÿ 사도세자가 임어하여 서문의 이름을 지음

정조 11년(1787) Ÿ 운주당 개건

정조 14년(1790) Ÿ 운주당 및 삼문 중수 *재확인 필요

정조 16년(1792)
Ÿ 70일간 대규모 수축 진행
Ÿ 수문(水門) 3곳 개축, 여장 3백 9보 신축
Ÿ 남장대(南將臺)는 원 위치에서 3척을 옮겨 다시 지음

정조 17년(1793) Ÿ 경기좌방영을 독성으로 옮겨 설치하고, 방어사가 토포사의 일을 예겸하도록 함

정조 20년(1796) Ÿ 수원성 축조와 함께 수축

순조 4년(1804) Ÿ 암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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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성은 독성산성이라고도 한다. 독산성은 현재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55 일원에 위치하며, 정

확한 축조연대는 분명하지 않지만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성곽으로 1964년 8월 29일 

사적 제 140호로 지정되었다. 독산성의 총 둘레는 약 1,095m이며 내성은 350m에 달하며 문화재구

역은 총 75,254㎡이다. 주요시설로는 성문 5개소와 치8개소, 세마대지, 보적사 등이 있다. 

축조시기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 독산에 목책을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1) 독산성은 

삼국시대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조선 시대에 이를 수축하여 이용한 것으로 더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 독산성은 도성의 문호와 관련된 전략상의 요충지로 남한산성과 용인의 석성산성(보개산

성) 등과 연계하여 기각지세를 이루는 요충지로서 기능하였다. 사료에 의하면 독산성은 백제가 쌓았

던 성으로 통일 신라와 고려를 거치면서 임진왜란 때까지 계속 이용되었다. 1593년(선조 26) 7월에 

전라도 관찰사 겸 순변사였던 권율이 근왕병 2만인을 모집하여 북상하다가, 이 성에 진을 치고 왜적 

수만 명이 길을 나누어 노략질하는 것을 차단한 곳으로 유명하며, 이듬해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불

과 4일 만에 백성들이 합심하여 수축하였다. 1595년 포루의 시설이 갖추어지고, 1597년 2월에는 왜

병의 조총을 방어하기 위하여 평평한 집을 성벽 안에 짓고, 거기에 성의 아래로 향한 창문을 시설하

며, 석차와 포차를 배치하였다. 독산성은 임진왜란 후 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자 1602년(선조 35) 수원

부사 변응성이 수축하였으며, 1796년(정조 20) 수원읍성인 화성의 축조와 함께 개축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중요성으로 인해 오산 독산성 및 세마대지는 1967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보존

되어 왔다. 그리고 2001년 시굴조사 이후 현재까지 유적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오산시를 중심으로 

학술조사 및 발굴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국가사적 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의 주요 연혁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삼국사기 중 권 23 백제본기, 시조온조왕.
2) 삼국사기 중 권 23 백제본기, 시조온조왕.
3) 조선왕조실록 중 “선조실록”, (과천:국사편찬위원회, 2006), 선조 25년 임진(1592), 6월 1일(기축).
4) 조선왕조실록 중 “선조실록”, (과천:국사편찬위원회, 2006), 선조 26년 계사(1593) 2월 24일(기유).
5) 조선왕조실록 중 “선조실록”, (과천:국사편찬위원회, 2006), 선조 26년 계사(1593) 10월 22일(임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연도 주요 연혁

백제 온조왕 
11년(BC 8)

Ÿ 『삼국사기』에 독산에 목책을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짐2)

선조 25년(1592) Ÿ 의병부대 김천일이 독산성에 웅거함3)

선조 26년(1593)
Ÿ 권율이 독산성에 진을 치고 왜적과 대치4)

Ÿ 수도 이남 방어 체계의 주요 거점으로 논의5)

[표 1]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주요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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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독산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본격적인 연구는 2019년 이후 가속화 되었다. 2019년 12월 

『오산 독산성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되어 오산 독산성 세마대지의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통해 세계유산으로서 독산 독산성의 잠재력을 확인하였으

며, 주변지역인 수원, 화성의 문화유산과의 연계 속에 오산, 화성, 수원의 자치단체 연합체 구성의 필

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2020년에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오산 독산성 기초조사』가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독산성의 단독유산 등재방안 이외에 수원화성의 확장등재 방안 및 연속유산으로서의 등재

가능성이 고루 검토되었다. 다각적 측면에서 등재 가능성을 살펴 본 결과, 2020년 연구에서는 정조문

화유산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로써 독산성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가 타당함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2021년 4월 『오산 독산성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작성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속

유산으로서 독산성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도출하였다.

6) 조선왕조실록 중 “선조실록”, (과천:국사편찬위원회, 2006), 선조 27년 갑오(1594) 9월 19일(갑오).
7) 조선왕조실록 중 “선조실록”, (과천:국사편찬위원회, 2006), 선조 27년 갑오(1594) 10월 17일(신유).
8) 조선왕조실록 중 “선조실록”, (과천:국사편찬위원회, 2006), 선조 28년 을미(1595) 9월 1일(경오).
9) 조선왕조실록 중 “선조실록”, (과천:국사편찬위원회, 2006), 선조 28년 을미(1595) 10월 27일(병인).
10) 조선왕조실록 중 “선조실록”, (과천:국사편찬위원회, 2006), 선조 30년 정유(1597) 2월 25일(병술).
11) 이정귀, 진남루기, “月沙集” 37권.
12) 조선왕조실록 중 “영조실록”, (과천:국사편찬위원회, 2006), 영조 26년 경오(1750) 9월 26일(을축).

선조 27년(1594)
Ÿ 경기관찰사 유근에 의해 4일간 수축6)

Ÿ 중사 이봉정 등을 독성진에 보내 시재(試才)함7)

선조 28년(1595)
Ÿ 비변사가 독성과 수어(守禦)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를 요청함8)

Ÿ 여장(성첩)과 포루 시설을 갖춤9)

선조 30년(1597)
Ÿ 방어사 변양걸이 조총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성내에 평평한 집을 세워 석차(石車), 

포차(抛車)를 두고 목책을 쌓음10)

선조 35년(1602)
Ÿ 변응성을 방어사로 임명하여 석성으로 수축
Ÿ 축성 후 우물을 파 물을 조달한 뒤 200여 호의 거주민과 사찰이 들어서고, 

관청건물 100여 구(區)가 들어섬11)

영조 26년(1750) Ÿ 영조가 독성산성에 올라 임진왜란 때 일을 상고함12)

영조 36년(1760)
Ÿ 진남루 중수
Ÿ 사도세자가 임어하여 서문의 이름을 지음

정조 11년(1787) Ÿ 운주당 개건

정조 14년(1790) Ÿ 운주당 및 삼문 중수 *재확인 필요

정조 16년(1792)
Ÿ 70일간 대규모 수축 진행
Ÿ 수문(水門) 3곳 개축, 여장 3백 9보 신축
Ÿ 남장대(南將臺)는 원 위치에서 3척을 옮겨 다시 지음

정조 17년(1793) Ÿ 경기좌방영을 독성으로 옮겨 설치하고, 방어사가 토포사의 일을 예겸하도록 함

정조 20년(1796) Ÿ 수원성 축조와 함께 수축

순조 4년(1804) Ÿ 암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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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성은 독성산성이라고도 한다. 독산성은 현재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55 일원에 위치하며, 정

확한 축조연대는 분명하지 않지만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성곽으로 1964년 8월 29일 

사적 제 140호로 지정되었다. 독산성의 총 둘레는 약 1,095m이며 내성은 350m에 달하며 문화재구

역은 총 75,254㎡이다. 주요시설로는 성문 5개소와 치8개소, 세마대지, 보적사 등이 있다. 

축조시기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 독산에 목책을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1) 독산성은 

삼국시대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조선 시대에 이를 수축하여 이용한 것으로 더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 독산성은 도성의 문호와 관련된 전략상의 요충지로 남한산성과 용인의 석성산성(보개산

성) 등과 연계하여 기각지세를 이루는 요충지로서 기능하였다. 사료에 의하면 독산성은 백제가 쌓았

던 성으로 통일 신라와 고려를 거치면서 임진왜란 때까지 계속 이용되었다. 1593년(선조 26) 7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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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주요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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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산 독산성 세계유산적 가치성 연구(신동욱)

연번 구성요소 명칭 지역

1 독산성 오산시

2 수원화성 수원시

3 융릉과 건릉 화성시

4 화성행궁 수원시

5 수원화령전 수원시

6 만석거 수원시

7 만년제 화성시

8 축만제 수원시

9 용주사 화성시

10 궐리사 오산시

11 수원향교 수원시

12 지지대비 수원시

[표 2]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계획 관련 건축물, 기념물 구성요소

 [그림 1]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계획 관련 건축물, 기념물 구성요소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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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가 수행 중인 『오산 독산성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작

성 연구용역』 연구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독산성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정조의 수원 화성 신도시 건

설과 관련된 연속유산의 구성요소의 하나로 파악하고 등재가능성을 진단하였다. 이를 통해 연속유산

으로서 18세기 정조의 수원 화성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독산성을 포함한 각 구성요소들이 어떤 기

능적, 문화적, 사회적 연계성을 가지고 유네스코가 요구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인 OUV 기준을 충족

시킬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Ⅱ. 연속유산 관점의 등재 가능성 검토 

    :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계획 관련 건축물, 기념물

독산성의 단독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성곽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독산성의 통시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물론 현재 발굴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원삼국시대 토기가 발견된 

점 등을 통해 통일신라 이전의 고지성 취락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물질 자료로 입증된

다면 이는 한국 고대도시의 성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유산으로

서 독산성의 세계유산 추진은 어려운 면이 존재한다. 같은 시기에 독산성과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했

던 산성도 많이 존재하여 독산성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과 진정성을 부각하는데 한계가 있다.

1. 연속유산으로서의 가치 검토

독산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18세기 정조의 수원 화성 신도시 건설에 있어서 이미 세계유산

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원화성과 융건릉, 그리고 농업기반시설인 만석거, 축만제, 만년제 등과의 연

계성 속에서 부각될 수 있다. 즉 연속유산으로서의 관점은 한명의 군주를 중심으로 개별 문화유산

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그 활용양상이 달라지는 사례는 역사적 발전 단계를 예증하는 사례로서 의미

가 있다. 이는 지리적 특성에 기반하고 있는 인류 보편적 현상임과 동시에 당시의 시대적 변화의 

단계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계획 관련 건축물, 기념물’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반영

하는 기능을 관방유적, 관개시설, 왕조유적, 통치유적의 4가지 속성으로 파악하고, 12개의 세부 구

성요소를 선정하여 연속유산으로서의 세계유산의 가치를 검토하였다.

 본고에서 신규 세계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검토하고자 하는 유산의 주제는 ‘18세기 정조대왕 신

도시 건설 계획 관련 건축물 및 기념물’이다. 이는 12개의 건축물, 기념물 등으로 구성된 연속 유산

으로 현재 경기도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에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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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개 기능을 가진 구성요소는 만석거와 만년제, 축만제가 포함된다. 정조는 화성신도시를 건설하며 

성곽 축조와 함께 농업생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만석거는 화성 공역 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자 1795년 화성의 북문인 장안문 밖에 축조한 관개시설이다. 만석거에 저장된 농업용

수는 화성 북쪽의 황무지에 조성된 대규모 둔전인 대유둔에 물을 보급하여 화성의 안정적 농업 경영

에 이바지하였고, 1797~1798년의 큰 가뭄을 극복하는데 기여하였다. 만년제는 본래 방축수라 불리던 

현륭원 주변 저수시설로, 만석거의 효과를 확인한 정조가 1798년 만년제라 개칭하고 크게 수축하였

다. 만년제는 본래의 제방 기능 이외에도 현륭원의 풍수를 보강하고 임금의 능행로상의 쉬어가는 곳

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였던 관개시설이기도 하였다. 1799년에는 화성의 서쪽에도 만석거보다 규모가 

3배 정도 큰 대규모 저수지인 축만제를 조성하였다. 이들 관개 요소는 수원화성의 건설과정에서 상습 

침수를 막고, 가뭄을 대비하며, 경작지를 확보하고자 축조된 통치자로서의 정조의 이주민들에 대한 애

민의식이 깊이 반영되어 있다.

통치 속성을 지닌 구성요소는 궐리사, 화성행궁, 화령전, 수원향교, 지지대비를 포함한다. 오산시에 

위치한 궐리사는 공자에 대한 제향과 강학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 교육 공간이다. 중국 공자의 후손인 

공씨가 수원부에 정착하였다는 사실을 부각시켜 새로운 계획도시 화성에 유학적 전통을 진작시키려 

했던 정조가 1793년에 건립하였다. 정조는 규장각에 소장되었던 공자의 성상과 초상화를 궐리사에 

하사하고 직접 편액을 쓰는 등 관심을 기울였다. 한편 기존에 수원부의 교육과 제향을 담당하였던 지

방 교육 기관인 수원향교는 원래 위치가 사도세자가 이장하게 될 현륭원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새로

이 조성된 신읍치인 수원의 팔달산 아래로 이건 되었다. 수원향교의 대성전은 조선시대 향교 대성전 

중 손꼽히는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1795년에 정조가 을묘원행시 수원향교를 찾아가 대성전에 알성례

를 행하기도 하였다.

화성행궁은 1789년 현륭원 조성으로 인해 수원부 읍치를 새로운 도시로 옮기는 과정에서 건립이 

시작되었다. 평소에는 수원부의 동헌으로 기능하였으며, 임금의 원행 시 처소로 활용되었다. 생활과 

행정, 행사 공간으로 구분되었으며, 화성의 축조가 완공될 무렵인 1796년에는 총 576칸의 건물을 갖

추게 되었다. 화성행궁은 조선시대의 최대 규모인 지방 소재 궁궐로 군사거점이자 상왕, 왕대비의 거

주를 염두에 두고 건축되었다. 특히 1795년 정조와 그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을묘원행을 기록한 

원행을묘정리의궤에는 화성행궁에서 벌어진 다채로운 행사 장면이 수록되어 있다.

수원시의 화령전은 정조 사후 정조의 어진을 모셔둔 건물이다. 1801년 건립되었으며 현재까지 유

일하게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영전이다. 화령전은 조선시대 영전 건축물 중에서 정전인 운한각과 이안

청을 연결하는 복도각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수원시의 지지대비는 정조가 현륭원을 참배

하러 갈 때 지나던 사근현이라는 고개에 세운 비석이다. 아들 순조가 정조의 능행차와 효심을 기념하

기 위해 1807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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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산은 18세기 조선 22대 임금 정조(1776~1800)의 새로운 도시 조영과 관련된 성곽, 행궁, 

능원, 제방, 사찰, 사우 등의 일련의 왕조유적으로 구성된다.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계획 관련 

건축물, 기념물 유산은 각기 다른 시기 조성되었으나,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조선의 계몽 군주인 

정조의 통치 철학과 당시 조선의 정치ž사회ž경제ž문화적 역량을 하나의 도시 권역 안에서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12개의 구성요소는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예 기능적, 문화적, 사회적 연계성을 강하게 가지

며 연속유산으로서의 조건을 충족한다. 그리고 이는 신도시의 조영 과정에 대한 상세하고 체계적이며 

치밀한 다수의 기록물들을 통하여 증명된다.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계획 관련 건축물, 기념물을 구성하는 12개 구성요소는 기능적으로 

능침, 관방, 관개, 통치 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능침 속성을 지닌 구성요소는 화성의 융릉과 건

릉 및 용주사가 포함된다. 융릉은 정조의 부친인 사도세자의 무덤으로 1789년 도성 인근의 영우원에

서 풍수상 길지였던 수원도호부의 주산이었던 화산으로 이장하였고, 현륭원으로 이름 붙였다. 능침의 

천장으로 인해 기존 수원도호부의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는 신도시 축조 계획의 시작을 알

리는 시발점이었다.

화성 용주사는 사도세자의 묘소인 현륭원의 능침사찰로, 1790년 정조의 명으로 현륭원 동쪽 성황

산 기슭의 옛 갈양사지에 창건되었다. 용주사에는 사도세자의 위패가 모셔졌으며, 능침을 수호함과 동

시에 왕의 행차와 제사를 준비하는 조포사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정조는 이후 재위기간 동안 매년 한 

차례 이상 현륭원에 참배하여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었다. 정조의 무덤인 건릉은 1800년 정

조의 사후 그 아들인 순조에 의해 현륭원의 서편에 조성되어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함을 기렸다. 이들 

능침요소는 정조가 평생을 실천한 효행의 상징물이다. 

관방 속성을 지닌 구성요소는 수원화성과 독산성을 포함한다. 수원화성은 화성유수부를 둘러싼 읍

성으로 1794년 2월 정조의 명령에 의하여 축성이 시작되어 2년 6개월 만인 1796년 9월 완공되었다. 

수원화성의 축성에는 중국에서 17세기 초에 편찬된 무비지 등에 나타난 중국의 성제 및 조선의 여러 

성제에 대한 논의가 참고 되었으며, 조선의 대표적인 실학자 정약용이 화성의 설계에 참여하였다. 수

원화성은 지형에 따라 축성법을 달리하였으며, 거중기, 녹로 등 새로운 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기간을 

크게 단축시켰다. 화성의 축성과 관련된 전 과정은 종합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화성성역의궤로 편찬

되었다. 오산의 독산성은 독성산 정상부를 둘러싼 테뫼식 산성으로 백제 때부터 쌓은 성으로 추정된

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16세기 말 일본과의 항전이었던 임진왜란 때 그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

었고 이후 석성으로 수축되었다. 18세기 들어와서 독산성은 강화도의 정족산성, 문수산성, 개경의 대

흥산성과 더불어 수도 방어시스템의 일부로 작용하였으며 정조시기 화성이 축조되자 현륭원과 화성을 

호위하는 장용외영의 방어지로서 위상을 새롭게 갖게 되었다. 이들 관방 요소는 신도시를 방어하는 

동시에 도성 이남 방어체계로서 기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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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산 독산성 세계유산적 가치성 연구(신동욱)

관개 기능을 가진 구성요소는 만석거와 만년제, 축만제가 포함된다. 정조는 화성신도시를 건설하며 

성곽 축조와 함께 농업생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만석거는 화성 공역 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자 1795년 화성의 북문인 장안문 밖에 축조한 관개시설이다. 만석거에 저장된 농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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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바지하였고, 1797~1798년의 큰 가뭄을 극복하는데 기여하였다. 만년제는 본래 방축수라 불리던 

현륭원 주변 저수시설로, 만석거의 효과를 확인한 정조가 1798년 만년제라 개칭하고 크게 수축하였

다. 만년제는 본래의 제방 기능 이외에도 현륭원의 풍수를 보강하고 임금의 능행로상의 쉬어가는 곳

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였던 관개시설이기도 하였다. 1799년에는 화성의 서쪽에도 만석거보다 규모가 

3배 정도 큰 대규모 저수지인 축만제를 조성하였다. 이들 관개 요소는 수원화성의 건설과정에서 상습 

침수를 막고, 가뭄을 대비하며, 경작지를 확보하고자 축조된 통치자로서의 정조의 이주민들에 대한 애

민의식이 깊이 반영되어 있다.

통치 속성을 지닌 구성요소는 궐리사, 화성행궁, 화령전, 수원향교, 지지대비를 포함한다. 오산시에 

위치한 궐리사는 공자에 대한 제향과 강학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 교육 공간이다. 중국 공자의 후손인 

공씨가 수원부에 정착하였다는 사실을 부각시켜 새로운 계획도시 화성에 유학적 전통을 진작시키려 

했던 정조가 1793년에 건립하였다. 정조는 규장각에 소장되었던 공자의 성상과 초상화를 궐리사에 

하사하고 직접 편액을 쓰는 등 관심을 기울였다. 한편 기존에 수원부의 교육과 제향을 담당하였던 지

방 교육 기관인 수원향교는 원래 위치가 사도세자가 이장하게 될 현륭원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새로

이 조성된 신읍치인 수원의 팔달산 아래로 이건 되었다. 수원향교의 대성전은 조선시대 향교 대성전 

중 손꼽히는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1795년에 정조가 을묘원행시 수원향교를 찾아가 대성전에 알성례

를 행하기도 하였다.

화성행궁은 1789년 현륭원 조성으로 인해 수원부 읍치를 새로운 도시로 옮기는 과정에서 건립이 

시작되었다. 평소에는 수원부의 동헌으로 기능하였으며, 임금의 원행 시 처소로 활용되었다. 생활과 

행정, 행사 공간으로 구분되었으며, 화성의 축조가 완공될 무렵인 1796년에는 총 576칸의 건물을 갖

추게 되었다. 화성행궁은 조선시대의 최대 규모인 지방 소재 궁궐로 군사거점이자 상왕, 왕대비의 거

주를 염두에 두고 건축되었다. 특히 1795년 정조와 그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을묘원행을 기록한 

원행을묘정리의궤에는 화성행궁에서 벌어진 다채로운 행사 장면이 수록되어 있다.

수원시의 화령전은 정조 사후 정조의 어진을 모셔둔 건물이다. 1801년 건립되었으며 현재까지 유

일하게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영전이다. 화령전은 조선시대 영전 건축물 중에서 정전인 운한각과 이안

청을 연결하는 복도각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수원시의 지지대비는 정조가 현륭원을 참배

하러 갈 때 지나던 사근현이라는 고개에 세운 비석이다. 아들 순조가 정조의 능행차와 효심을 기념하

기 위해 1807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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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연속유산으로서의 조건을 충족한다. 그리고 이는 신도시의 조영 과정에 대한 상세하고 체계적이며 

치밀한 다수의 기록물들을 통하여 증명된다.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계획 관련 건축물, 기념물을 구성하는 12개 구성요소는 기능적으로 

능침, 관방, 관개, 통치 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능침 속성을 지닌 구성요소는 화성의 융릉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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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시발점이었다.

화성 용주사는 사도세자의 묘소인 현륭원의 능침사찰로, 1790년 정조의 명으로 현륭원 동쪽 성황

산 기슭의 옛 갈양사지에 창건되었다. 용주사에는 사도세자의 위패가 모셔졌으며, 능침을 수호함과 동

시에 왕의 행차와 제사를 준비하는 조포사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정조는 이후 재위기간 동안 매년 한 

차례 이상 현륭원에 참배하여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었다. 정조의 무덤인 건릉은 1800년 정

조의 사후 그 아들인 순조에 의해 현륭원의 서편에 조성되어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함을 기렸다. 이들 

능침요소는 정조가 평생을 실천한 효행의 상징물이다. 

관방 속성을 지닌 구성요소는 수원화성과 독산성을 포함한다. 수원화성은 화성유수부를 둘러싼 읍

성으로 1794년 2월 정조의 명령에 의하여 축성이 시작되어 2년 6개월 만인 1796년 9월 완공되었다. 

수원화성의 축성에는 중국에서 17세기 초에 편찬된 무비지 등에 나타난 중국의 성제 및 조선의 여러 

성제에 대한 논의가 참고 되었으며, 조선의 대표적인 실학자 정약용이 화성의 설계에 참여하였다. 수

원화성은 지형에 따라 축성법을 달리하였으며, 거중기, 녹로 등 새로운 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기간을 

크게 단축시켰다. 화성의 축성과 관련된 전 과정은 종합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화성성역의궤로 편찬

되었다. 오산의 독산성은 독성산 정상부를 둘러싼 테뫼식 산성으로 백제 때부터 쌓은 성으로 추정된

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16세기 말 일본과의 항전이었던 임진왜란 때 그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

었고 이후 석성으로 수축되었다. 18세기 들어와서 독산성은 강화도의 정족산성, 문수산성, 개경의 대

흥산성과 더불어 수도 방어시스템의 일부로 작용하였으며 정조시기 화성이 축조되자 현륭원과 화성을 

호위하는 장용외영의 방어지로서 위상을 새롭게 갖게 되었다. 이들 관방 요소는 신도시를 방어하는 

동시에 도성 이남 방어체계로서 기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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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사후에도 새로운 도시를 세운 그의 업적은 기억되었다. 수원화성 내 화성행궁 옆에 세워진 화

령전에는 정조의 어진이 봉안되었으며 현륭원에 위치한 아버지 사도세자의 융릉 옆에 정조의 능인 건

릉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새롭게 건설된 이 도시는 정조의 치세를 상징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였다.

구성요소 주요 연혁 정조 집권기(1776~1800)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정조
이전

Ÿ 삼국사기에 독산에 목책을 설치
Ÿ 선조 27년(1594) 4일간 수축
Ÿ 선조 35년(1602) 석성으로 수축

Ÿ 정조 11년(1787) 운주당 개건
Ÿ 정조 16년(1792) 70일간 수축
Ÿ 정조 17년(1792) 경기좌방영 설치
Ÿ 정조 20년(1793) 화성 축조와 함께 축조정조

이후
Ÿ 순조 4년(1804) 암문 설치

융릉과
건릉

정조
이전

Ÿ 영조 38년(1762) 수은묘 초장

Ÿ 정조 원년(1776) 영우원으로 승격
Ÿ 정조 13년(1789) 현 위치로 이장하고 현륭

원으로 개칭정조
이후

Ÿ 순조 원년(1800) 현륭원 동쪽에 정조 
초장

Ÿ 순조 16년(1816) 혜경궁 홍씨 사후 
합장

Ÿ 순조 21년(1821) 효의왕후 사후 현 
위치에 합장

Ÿ 광무3년(1899) 원릉의 능호를 융릉으
로 개칭

용주사

정조
이전

Ÿ 문성왕 16년(854) 갈양사 창건
Ÿ 고려 광종 3년(952) 갈양사 소실 Ÿ 정조 14년(1790) 갈양사 터 인근에 용주사 

건립정조
이후

Ÿ 1950년 6.25전쟁 시 소실
Ÿ 1985 이후 전각 보수·조성

만석거
정조
이후

Ÿ 1997년 만석공원으로 개발

Ÿ 정조 19년(1795) 만석거 조성 및 교귀정 
완공

Ÿ 정조 20년(1796) 정조 행차 후 교귀정을 
영화정으로 개칭

만년제
정조
이후

Ÿ 정조 22년(1798) 만년제 완공

축만제
정조
이후

Ÿ 순조 3년(1803) 축만제둔 설치
Ÿ 순조 31년(1831) 향미정 설치

Ÿ 정조 23년(1799) 축만제 조성

수원화성
정조
이후

Ÿ 1950년 6.25전쟁으로 파괴 
Ÿ 1965년 이후 복원공사 진행 중

Ÿ 정조 20년(1796) 화성 완공

오산시
궐리사

정조
이전

Ÿ 조선 중종 대 무신 공서린이 서당을 세
움 Ÿ 정조 16년(1792) 인근 지역을 궐리로 개칭

하고 
Ÿ 정조 17년(1793) 화성 궐리사 완공 및 공

자 성상과 초상화, 편액 하사
정조
이후

Ÿ 고종 8년(1871) 서원철폐령으로 훼철
Ÿ 고종 31년(1894) 제단 복구
Ÿ 고종 37년(1900) 사당 중건
Ÿ 1981년 강당 중건

수원
화령전

정조
이후

Ÿ 순조 1년(1801) 정조 사후 화령전 건
립

Ÿ 고종 9년(1872) 정전 내부를 마루로 
개조

Ÿ 광복 이후 경관 훼손
Ÿ 1949년 화령전 중수

[표 3] 구성요소별 정조 집권기 및 정조 이전·이후 유적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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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가 신도시를 구상하고 실행한 18세기는 조선 문화의 독자성을 자각하고 국가질서의 개혁을 

모색하는 실학의 학풍이 일어난 시기이다. 정치적으로는 붕당 간의 갈등을 국왕이 조정하는 탕평론이 

풍미하였으며, 사회적으로 이앙법의 보급과 대동법의 전국적 시행, 상평통보의 유통 등을 통한 상품화

폐경제의 발달로 인하여 16~17세기에 벌어진 왜란과 호란이라는 미증유의 대규모 전란의 피해를 어

느 정도 회복한 시기였다. 동아시아로 시야를 넓혀 본다면 18세기 중국에서는 명‧청 교체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이민족이었던 청이 새로운 중화질서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었으며, 같은 시기 일본

에서는 왜란의 주동자인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을 무너뜨린 도쿠가와 막부가 17세기 이래 무가 통

치를 지속해 나가고 있었다. 조선은 이들 국가에 각각 연행사와 통신사를 파견하여 교류를 지속하였

으며,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청에 대하여 긍정적 인식을 지닌 북학론이 등장하게 되어 이전 시기보다 

활발한 문화의 전파와 수용이 진행되었다.

18세기 후반까지 축적된 문화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정조의 신도시 조성의 출발은 인류 보편의 

가치인 효 사상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정조는 효 사상을 조선 왕조의 통치 사상으로 적극 활용

하였다. 비운에 죽은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추모하고 숭양하기 위하여 한양에서 하루 거리에 떨어져 

있는 현재 화성시에 위치한 현륭원으로 능원을 이장을 추진한 것도 정조의 통치 사상인 효 사상이 표

출된 결과이다.

요컨대, 18세기 정조가 기획한 신도시 조성의 과정과 그 운영 양상에 대해서 알려준다. 1789년 

정조는 사도세자의 능원을 현륭원으로 이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현륭원 자리에 위

치하고 있던 교육기관인 수원향교의 이건 및 거주 주민의 이주 문제가 발생하였다. 정조는 현륭원 인

근인 수원에 신도시를 건설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부친의 묘소 호위와 이주민의 수

용을 위해 화성행궁과 수원화성을 조영하였다. 삼국시대부터 경기 남부와 수원 지역의 전략상 중요 

방어 거점이었던 오산의 독산성은 현륭원의 외금양산 및 장용영 외영의 관할구역이 되어 수원화성과 

연계하여 방어체계를 구축하였다. 

정조는 효행의 실천 및 신도시의 공역 과정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매년 능행을 시행하였

다. 정조가 능행 때마다 지나갔던 지지대고개의 지지대비는 정조의 부친에 대한 애틋한 효심의 기록

이다. 정조는 능행 과정에서 상언과 격쟁을 통하여 민중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였으며, 가뭄의 대

비와 이주민들의 윤택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원화성 주변에 제방을 설치하도록 지시하였다. 제

방을 설치하면서 마련된 농경지에서 나온 소출은 신도시의 재원으로 사용되었다. 화성 건설에 동원된 

일용노동자들에게도 정조는 강제부역을 시키기보다는 돈을 주어 일을 시키게 하였다. 이러한 사례들

은 정조의 애민의식을 잘 보여준다. 

신도시에는 종교 건축물들도 건설되었다. 화성 용주사는 현륭원의 원찰이자 정조의 불교적 효를 

드러낸 공간이다. 용주사에 보관되어 전해지고 있는 부모은중경판이 바로 그 생생한 증거이다. 반면에 

오산 궐리사는 공자를 기리면서 유교적인 효 사상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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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사후에도 새로운 도시를 세운 그의 업적은 기억되었다. 수원화성 내 화성행궁 옆에 세워진 화

령전에는 정조의 어진이 봉안되었으며 현륭원에 위치한 아버지 사도세자의 융릉 옆에 정조의 능인 건

릉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새롭게 건설된 이 도시는 정조의 치세를 상징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였다.

구성요소 주요 연혁 정조 집권기(1776~1800)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정조
이전

Ÿ 삼국사기에 독산에 목책을 설치
Ÿ 선조 27년(1594) 4일간 수축
Ÿ 선조 35년(1602) 석성으로 수축

Ÿ 정조 11년(1787) 운주당 개건
Ÿ 정조 16년(1792) 70일간 수축
Ÿ 정조 17년(1792) 경기좌방영 설치
Ÿ 정조 20년(1793) 화성 축조와 함께 축조정조

이후
Ÿ 순조 4년(1804) 암문 설치

융릉과
건릉

정조
이전

Ÿ 영조 38년(1762) 수은묘 초장

Ÿ 정조 원년(1776) 영우원으로 승격
Ÿ 정조 13년(1789) 현 위치로 이장하고 현륭

원으로 개칭정조
이후

Ÿ 순조 원년(1800) 현륭원 동쪽에 정조 
초장

Ÿ 순조 16년(1816) 혜경궁 홍씨 사후 
합장

Ÿ 순조 21년(1821) 효의왕후 사후 현 
위치에 합장

Ÿ 광무3년(1899) 원릉의 능호를 융릉으
로 개칭

용주사

정조
이전

Ÿ 문성왕 16년(854) 갈양사 창건
Ÿ 고려 광종 3년(952) 갈양사 소실 Ÿ 정조 14년(1790) 갈양사 터 인근에 용주사 

건립정조
이후

Ÿ 1950년 6.25전쟁 시 소실
Ÿ 1985 이후 전각 보수·조성

만석거
정조
이후

Ÿ 1997년 만석공원으로 개발

Ÿ 정조 19년(1795) 만석거 조성 및 교귀정 
완공

Ÿ 정조 20년(1796) 정조 행차 후 교귀정을 
영화정으로 개칭

만년제
정조
이후

Ÿ 정조 22년(1798) 만년제 완공

축만제
정조
이후

Ÿ 순조 3년(1803) 축만제둔 설치
Ÿ 순조 31년(1831) 향미정 설치

Ÿ 정조 23년(1799) 축만제 조성

수원화성
정조
이후

Ÿ 1950년 6.25전쟁으로 파괴 
Ÿ 1965년 이후 복원공사 진행 중

Ÿ 정조 20년(1796) 화성 완공

오산시
궐리사

정조
이전

Ÿ 조선 중종 대 무신 공서린이 서당을 세
움 Ÿ 정조 16년(1792) 인근 지역을 궐리로 개칭

하고 
Ÿ 정조 17년(1793) 화성 궐리사 완공 및 공

자 성상과 초상화, 편액 하사
정조
이후

Ÿ 고종 8년(1871) 서원철폐령으로 훼철
Ÿ 고종 31년(1894) 제단 복구
Ÿ 고종 37년(1900) 사당 중건
Ÿ 1981년 강당 중건

수원
화령전

정조
이후

Ÿ 순조 1년(1801) 정조 사후 화령전 건
립

Ÿ 고종 9년(1872) 정전 내부를 마루로 
개조

Ÿ 광복 이후 경관 훼손
Ÿ 1949년 화령전 중수

[표 3] 구성요소별 정조 집권기 및 정조 이전·이후 유적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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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가 신도시를 구상하고 실행한 18세기는 조선 문화의 독자성을 자각하고 국가질서의 개혁을 

모색하는 실학의 학풍이 일어난 시기이다. 정치적으로는 붕당 간의 갈등을 국왕이 조정하는 탕평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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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산 독산성 세계유산적 가치성 연구(신동욱)

정조는 화성행궁 전면 거리에 시장을 형성하여 상인들의 교류를 확장하였고 수원유수부의 번영

을 꾀하였다. 이렇듯 정조문화유산은 현륭원 천장과 수원유수부라는 물리적 배경 안에서 기능적으

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구성요소들의 상호연계 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계획 관련 건축물, 기념물 구성요소 간 상호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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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속유산 구성요소의 상호 연계성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 계획 관련 건축물 및 기념물의 12개 구성요소는 문화적·기능적·사

회적으로 상호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는 1789년 현륭원 천장이라는 공통의 역

사적 사건으로부터 살펴볼 수 있다. 정조는 1776년 즉위 이후 13년 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인 수

은묘를 현륭원(顯隆園)으로 개칭하고 화산(花山) 밑의 현 위치에 이장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원향교

가 현 위치인 수원 화성의 남쪽으로 이안되었고, 팔달산 아래로 읍치를 이전하여 새로운 도시의 기

반을 마련할 화성행궁을 건립하였다. 정조는 화성유수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방시설과 관

개시설을 정비·설치하였다. 먼저 신읍치인 화성유수부의 방어와 발전을 위하여, 수원 화성과 오산 

독산성의 기능을 점검하고 당대 해외에서 유입되었던 다양한 신기술을 실현하였다. 특히 오산 독산

성에 경기좌방영을 설치하여 상주군이 머물도록 하였고, 유사시 화성유수부와 현륭원의 방어를 도

맡게 하였다. 더불어 현륭원의 원침사찰인 화성 용주사와 오산시 궐리사의 창건을 명하고, 화성행궁

을 지속적으로 확장 건립하여 유수부의 행정 중심지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매년 현륭원으

로 원행길에 오를 때 잠시 머무르던 고개를 지지대라 칭하였고 현륭원으로 가기 전 수원향교에 들

러 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정조의 아들 순조는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지지대에 비석과 비

각을 설치하였고, 정조의 어안을 봉안하기 위하여 화성행궁 동편에 화령전을 건립하였다. 

만석거, 축만제, 만년제는 화성유수부의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만석거는 화성 성역 

공사 중 심한 가뭄을 타개하기 위하여 처음 고안되었으며, 당시 최신식 수갑(水閘)기술을 도입·실험

한 결과이다. 만석거의 성공적인 운영 이후 정조는 화성의 사대문 밖에 3개의 저수지를 추가로 설

치하였고, 그 중 축만제와 만년제가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구성요소 주요 연혁 정조 집권기(1776~1800)

화성행궁
정조
이후

Ÿ 1911년 낙남헌 제외 대부분 철거
Ÿ 1979년 낙남헌, 노래당 복원
Ÿ 2002년 화성행궁 1차 복원(482칸)
Ÿ 2003년~ 화성행궁 2차 복원공사 

Ÿ 정조 13년(1789) 수원부 읍치의 관청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립

Ÿ 정조 19년(1795)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과 
함께 궁내 건물 개칭 및 신축

Ÿ 정조 20년(1796) 화성행궁 완공

지지대비

정조
이전

Ÿ 본래 사근현이라 불리던 고개

Ÿ 정조 16년(1792) 대(臺)를 짓고 지지대라 
명명정조

이후

Ÿ 순조 원년((1800) 지지대에 비석을 세
울 것을 하명

Ÿ 순조 8년(1808) 비각이 이루어짐

수원향교

정조
이전

Ÿ 고려 충렬왕 17년(1291) 화성 봉담면 
와우리 앞 구읍지에 위치 Ÿ 정조 13년(1789) 현륭원 천장 시 현재의 

자리로 이안
Ÿ 정조 19년(1795) 개축하여 대성전, 동·서무 

건립
정조
이후

Ÿ 1959년 대성전, 명륜당 보수
Ÿ 1978년 대성전, 외삼문 보수
Ÿ 1980년 사무실, 수복청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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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
정조
이후

Ÿ 1959년 대성전, 명륜당 보수
Ÿ 1978년 대성전, 외삼문 보수
Ÿ 1980년 사무실, 수복청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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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산 독산성 세계유산적 가치성 연구(신동욱)

기준 (ⅲ)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유교적 도시계획을 수용하면서도 18세기의 시대적 변화 및 자연지세를 충분

히 고려하여 창안된 새로운 도시의 존재를 증명하는 사례이다.

14세기에 건설된 조선의 수도 한양은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자리하였으며 전형적인 중국식 유교

적 모델을 따라 도시를 건설하였다.13) 또한 조선시대 지방의 읍치도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입

지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도시 건설의 흐름 속에서 18세기 수원 화성의 건설은 조선 왕조에서 

가지고 있었던 도시의 개념과 가치를 획기적으로 바꾸는데 기여하였다.14) 

정조는 새로운 도시를 조영하면서 산지에 둘러싸인 지형 대신 평탄하고 개방되어 교통이 편리한 

수원의 팔달산 아래를 도시의 입지로 선정하였다. 전통적인 유교적인 질서 아래의 도시 구조에서 관

청은 주산 아래 남향이며, 그 앞에는 동서방향으로 간선도로를 두었으나 정조는 상업 활동이 활발한 

신도시의 구축을 위해 관청을 동향으로 하고, 서울과 삼남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남북방향의 간선도로

를 놓았다.

전통적 도시 관념에서 벗어나 수원 화성을 새로운 상업 도시로 만들고자 했던 정조의 이상은 가로

(街路) 조성에서도 드러난다. 화성의 중심부에는 십자가로를 설치하여 도심부의 원활환 소통을 도모하

였고, 신작로라는 제2가로를 조성하여 도심부와 도시 외곽까지의 소통을 기대하였다. 이로 인해 시전

과 장시가 확대되었으며 상업 활동이 활발해졌고,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였다.

18세기가 요구하는 경제 유통이라는 실질적 가치관에 의해 조영된 수원 화성은15) 이후 대도시로 

성장하였다. 20세기 초에는 경부선과 호남선이 지나게 되어 철도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고 20세기 후

반에는 도청 소재지로 경기도의 행정 중심지, 경제 중심지가 되었다. 18세기 정조가 추구했던 새로운 

도시 계획의 이상은 이처럼 현대 한국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기준 (ⅳ)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13) 조엘 코르킨 저, 윤철의 역, 2013, 도시 역사를 바꾸다, 을유문화사, 31쪽.
14) 한동수, 2016, ｢신도시 건설의 맥락과 수원 화성의 위상｣, 왕이 만든 세계의 신도시들, 수원시정연구원, 179쪽.
15) 김동욱, 2002, 실학 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 화성, 돌베개, 43쪽.

(ⅲ) 신청유산은 동아시아의 유교적 도시계획 전통이 18세기 상공업의 발전에 따른 도시발전의 

실제적 필요성과 자연지형을 고려하여 변용된 창의적이고 독보적인 증거이다. 

(ⅳ) 신청유산은 18세기 근대이행기 동아시아에 축적된 방어체계와 수리기술을 바탕으로 수도 근

처에 국왕이 주도하여 건립한 계획도시의 유일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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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탁월한 보편적 가치 검토 

    : 등재기준, 진정성과 완전성, 다른 유산과의 비교

1. 부합되는 등재기준

ⅰ) o   ⅱ) þ   ⅲ) þ   ⅳ) þ   ⅴ) o   ⅵ) o   ⅶ) o   ⅷ) o   ⅸ) o   ⅹ) o

기준 (ⅱ)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반영

유산은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의 사상적 가치인 효 사상과 애민 사상을 바탕으로 18세기 조선 수

도의 근교에 조성된 새로운 도시와 관련된 일련의 유형적 증거물이다. 현재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에 분포하는 연속유산인 도시 유적들을 통해 18세기 후반 조선의 개혁 군주이자 중흥 군주였

던 정조의 정치적 이상을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도시 건설의 출발이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능원을 기존 매장지보다 환경이 좋은 곳

인 수원, 화성으로 옮긴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은 효 사상과 도시 계획의 결합을 보여준다. 화성 용주

사와 오산 궐리사는 각각 불교와 유교적 측면의 효 사상을 상징하는 건축물로 종교적으로도 효 사상

이 새로운 도시에 구현되었음을 증명한다.

한편 새로운 도시의 조영과 운영에 있어서 정조의 애민 사상도 드러난다. 정조는 매년 능행차를 

통해 도시 건설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백성들의 불편 사항을 참작하였다. 또한 만년제, 만석거, 축만

제 등의 관개 시설의 확충을 통해 가뭄과 수재를 방지하였으며 둔전인 대유둔 등을 조성하여 백성들

의 생활 안정에 관심을 기울였다. 

정조는 재위 기간 동안 중국에서 들어온 유교적 정치관을 바탕으로 하여 그 기본 덕목인 효행과 

양로의 구현을 통해 왕권강화와 개혁정치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정조의 통치 사상은 이 새로운 도시 

계획을 통해 성공적으로 구현되었다. 이는 비슷한 시기인 17~18세기 국왕이 주도하여 건립한 신도시

인 서양의 프랑스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및 러시아 표트르 대제의 페테르부르크, 동양의 중국 청나라 

강희제의 승덕과는 다른 조선 정조만의 독특한 효사상과 애민사상을 기반으로 한 도시 계획이었다. 

(ⅱ) 신청유산은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의 보편적 가치인 효 사상과 애민 사상이 정조라는 군주가 

18세기에 계획한 새로운 도시 조영 과정 속에서 효과적으로 녹아든 탁월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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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산 독산성 세계유산적 가치성 연구(신동욱)

기준 (ⅲ)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유교적 도시계획을 수용하면서도 18세기의 시대적 변화 및 자연지세를 충분

히 고려하여 창안된 새로운 도시의 존재를 증명하는 사례이다.

14세기에 건설된 조선의 수도 한양은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자리하였으며 전형적인 중국식 유교

적 모델을 따라 도시를 건설하였다.13) 또한 조선시대 지방의 읍치도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입

지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도시 건설의 흐름 속에서 18세기 수원 화성의 건설은 조선 왕조에서 

가지고 있었던 도시의 개념과 가치를 획기적으로 바꾸는데 기여하였다.14) 

정조는 새로운 도시를 조영하면서 산지에 둘러싸인 지형 대신 평탄하고 개방되어 교통이 편리한 

수원의 팔달산 아래를 도시의 입지로 선정하였다. 전통적인 유교적인 질서 아래의 도시 구조에서 관

청은 주산 아래 남향이며, 그 앞에는 동서방향으로 간선도로를 두었으나 정조는 상업 활동이 활발한 

신도시의 구축을 위해 관청을 동향으로 하고, 서울과 삼남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남북방향의 간선도로

를 놓았다.

전통적 도시 관념에서 벗어나 수원 화성을 새로운 상업 도시로 만들고자 했던 정조의 이상은 가로

(街路) 조성에서도 드러난다. 화성의 중심부에는 십자가로를 설치하여 도심부의 원활환 소통을 도모하

였고, 신작로라는 제2가로를 조성하여 도심부와 도시 외곽까지의 소통을 기대하였다. 이로 인해 시전

과 장시가 확대되었으며 상업 활동이 활발해졌고,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였다.

18세기가 요구하는 경제 유통이라는 실질적 가치관에 의해 조영된 수원 화성은15) 이후 대도시로 

성장하였다. 20세기 초에는 경부선과 호남선이 지나게 되어 철도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고 20세기 후

반에는 도청 소재지로 경기도의 행정 중심지, 경제 중심지가 되었다. 18세기 정조가 추구했던 새로운 

도시 계획의 이상은 이처럼 현대 한국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기준 (ⅳ)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13) 조엘 코르킨 저, 윤철의 역, 2013, 도시 역사를 바꾸다, 을유문화사, 31쪽.
14) 한동수, 2016, ｢신도시 건설의 맥락과 수원 화성의 위상｣, 왕이 만든 세계의 신도시들, 수원시정연구원, 179쪽.
15) 김동욱, 2002, 실학 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 화성, 돌베개, 43쪽.

(ⅲ) 신청유산은 동아시아의 유교적 도시계획 전통이 18세기 상공업의 발전에 따른 도시발전의 

실제적 필요성과 자연지형을 고려하여 변용된 창의적이고 독보적인 증거이다. 

(ⅳ) 신청유산은 18세기 근대이행기 동아시아에 축적된 방어체계와 수리기술을 바탕으로 수도 근

처에 국왕이 주도하여 건립한 계획도시의 유일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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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탁월한 보편적 가치 검토 

    : 등재기준, 진정성과 완전성, 다른 유산과의 비교

1. 부합되는 등재기준

ⅰ) o   ⅱ) þ   ⅲ) þ   ⅳ) þ   ⅴ) o   ⅵ) o   ⅶ) o   ⅷ) o   ⅸ) o   ⅹ) o

기준 (ⅱ)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반영

유산은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의 사상적 가치인 효 사상과 애민 사상을 바탕으로 18세기 조선 수

도의 근교에 조성된 새로운 도시와 관련된 일련의 유형적 증거물이다. 현재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에 분포하는 연속유산인 도시 유적들을 통해 18세기 후반 조선의 개혁 군주이자 중흥 군주였

던 정조의 정치적 이상을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도시 건설의 출발이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능원을 기존 매장지보다 환경이 좋은 곳

인 수원, 화성으로 옮긴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은 효 사상과 도시 계획의 결합을 보여준다. 화성 용주

사와 오산 궐리사는 각각 불교와 유교적 측면의 효 사상을 상징하는 건축물로 종교적으로도 효 사상

이 새로운 도시에 구현되었음을 증명한다.

한편 새로운 도시의 조영과 운영에 있어서 정조의 애민 사상도 드러난다. 정조는 매년 능행차를 

통해 도시 건설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백성들의 불편 사항을 참작하였다. 또한 만년제, 만석거, 축만

제 등의 관개 시설의 확충을 통해 가뭄과 수재를 방지하였으며 둔전인 대유둔 등을 조성하여 백성들

의 생활 안정에 관심을 기울였다. 

정조는 재위 기간 동안 중국에서 들어온 유교적 정치관을 바탕으로 하여 그 기본 덕목인 효행과 

양로의 구현을 통해 왕권강화와 개혁정치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정조의 통치 사상은 이 새로운 도시 

계획을 통해 성공적으로 구현되었다. 이는 비슷한 시기인 17~18세기 국왕이 주도하여 건립한 신도시

인 서양의 프랑스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및 러시아 표트르 대제의 페테르부르크, 동양의 중국 청나라 

강희제의 승덕과는 다른 조선 정조만의 독특한 효사상과 애민사상을 기반으로 한 도시 계획이었다. 

(ⅱ) 신청유산은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의 보편적 가치인 효 사상과 애민 사상이 정조라는 군주가 

18세기에 계획한 새로운 도시 조영 과정 속에서 효과적으로 녹아든 탁월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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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건립을 명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도시 공간은 지지대를 기준으로 다른 지역과 구분되었다. 정

조 사후 건립된 화령전과 조선 말기까지 이어진 왕의 능행차는 정조의 유지가 정조의 아들 순조 뿐 

아니라 왕조 전체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2. 진정성 및 완전성

  1) 진정성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계획 관련 건축물, 기념물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 용도와 기능, 

전통기법과 관리체계, 위치와 주변 환경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형태와 디자

인 측면에서 유산의 각 요소들은 18~19세기 정조가 구상하였던 도시계획 과정 당시의 위치와 형태를 

대부분 간직하고 있어 유산의 가치를 증명한다. 이는 현재 남아있는 도시 조성 당시의 문헌 기록이나 

고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계획 관련 건축물, 기념물 유산은 식민지 시기(1910-1945), 한

국전쟁(1950-1953), 20세기 후반 급격한 도시화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구성요소의 일부가 훼손 또

는 멸실되기도 하였다. 특히 근현대 한국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훼손·멸실된 구성요소는 중앙 정

부에 의해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왔다. 정조문화유산 구성요소의 복원과 이를 위한 학술연구는 18세기 

말 작성된 기록물에 의거하여 진행되었다. 재료와 구성 물질, 전통적 기법과 관리체계 측면에서 각 

요소들은 그 축조 재료와 당시의 건축 기법이 다양한 문헌기록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홍재전서,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등에는 각 요소의 연혁과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서술이 담겨 

있으며, 화성성역의궤, 원행을묘정리의궤, 뎡니의궤 등에서는 화성 축조의 배경, 축조 재료나 건축 기

법, 건축에 사용한 도구, 건축물의 원형에 대한 정밀한 삽도와 해설이 담겨 있다. 특히 뎡니의궤는 기

술 언어가 한자가 아닌 고유어인 한글로 표기되어 신도시 조성 당시 언어생활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

다. 이러한 세밀한 기록들을 기반으로 현재의 복원과 수리 과정에서 당시의 재료와 건축기법을 이용

하여 원형 그대로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문화재청 예규 제 173조에 사적의 중장기적 보존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문화유산의 특성에 따라 이를 둘러싼 역사문화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계

획으로 고문헌, 기조사 연구 등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토대로 설정된다. 이러한 종합정비계

획은 지방정부에 의해 시행되며 오산시, 수원시, 화성시는 행정구역 내 유산의 정비를 위해 정기적으

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온 바 있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의 문화재 조사 기관인 경기문화재연구원이 

정확한 고증을 바탕으로 한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계획 관련 건축물, 기념물 유산의 복원을 위

하여 발굴 및 학술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는 1964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1998년 독산성 일원 지표조사

를 시작으로 2021년 현재까지 발굴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현재까지 발굴조사를 통하여 성벽의 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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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계획 관련 건축물, 기념물은 동아시아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인 

18세기 도시 조영 과정에 있어서 사용된 방어체계와 기술, 경관을 총괄하여 보여준다. 신청 유산의 

각 속성은 기능적으로 관방, 능침, 관개, 통치 요소와 이에 연계 되는 요소들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구성요소들은 정조의 신도시 건설 계획으로 기능적, 문화적, 사회적 연계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능침 요소의 경우, 융릉과 건릉은 정조 일생의 역사적 단계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유적들로, 조

선의 통치이념인 성리학이 반영된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다. 융릉과 건릉은 조선조 왕릉 가운데 어느 

능보다 규모와 조성미, 주변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용주사는 건립 계획부터 실제 공사 과정까지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관영공사를 통해 건립되었고, 

또한 평탄한 지형에 석출을 쌓아 단(段)을 만들어 공간을 구분하고 남북 중심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

칭의 배치를 가지고 있으며, 궁궐의 건축양식을 접목한 능침사찰로서 건축적, 기능적 가치가 뛰어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성곽으로 대표되는 관방 요소들은 총포의 등장으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기병 궁술 중심의 전술 

체계 및 읍성 중심 방어체제가 무너진 것에 대한 대응의 사례를 잘 보여준다. 독산성과 수원화성은 

서로 연계하여 도성 이남지역을 방어하는 주요 방어체계를 구성하였다. 도성을 둘러싸는 방어체계를 

두는 것은 고대성제 시스템에 있어 도성과 배후 산성체계의 가장 발달한 사례 중 하나로 해석된다.

수원 화성은 성벽을 낮고 두텁게 하여 화포 공격에 성벽이 파괴될 확률을 낮추었으며, 공심돈을 

성벽 내에 설치하여 돈대가 쉽게 각개 격파되는 문제점을 극복하였다. 또한 포루와 치첩을 건설하여 

사각 지대를 줄였다. 이는 성곽사적 측면에서 16세기 이후 유럽의 군사혁명 시기 두꺼운 성벽과 사각

을 없앤 대공성포요새를 특징으로 하는 이탈리아식 축성술(trace italienne) 단계와 대체로 일치한

다.16) 독산성에는 16세기 말 임진왜란 이후 조총 위주의 화약 병기에 대비하여 조선 성곽 제도의 변

화를 이끈 핵심시설인 포루가 가장 앞선 시기 설치되었고, 이는 조선 후기 포루의 선구가 되었다는 

점에서 성곽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17) 

관개 요소인 만석거, 만년제, 축만제 등에서는 당시의 선진적 수리기술인 물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수구(水口)와 관개용수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수갑(水閘)이 설치되어 가뭄 피해를 예

방하고 높은 농업생산성을 실현하였다. 제언의 축조를 바탕으로 조성된 대유둔 등의 둔전은 장용영 

군사들의 가족과 토지가 없는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일종의 국영농장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와 경영방식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정조의 농업 개혁의 산실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통치유산은 화성유수부 운영을 위한 통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정조는 새로

운 도시의 행정 중심지이자 왕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화성행궁을 건립하고, 한양의 종로 거

리를 본 따 행궁 앞의 시가지를 정비하였다. 또한 지역민을 교화·교육시킬 수 있는 수원향교, 궐리

16) 盧永九, 1999, ｢조선후기 城制 변화와 華城의 城廓史的 의미｣ 震檀學報88
17) 심승구, 2014, ｢임진왜란 중 독산성의 축성과 성곽사적 의미｣ 白山學報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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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건립을 명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도시 공간은 지지대를 기준으로 다른 지역과 구분되었다. 정

조 사후 건립된 화령전과 조선 말기까지 이어진 왕의 능행차는 정조의 유지가 정조의 아들 순조 뿐 

아니라 왕조 전체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2. 진정성 및 완전성

  1) 진정성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계획 관련 건축물, 기념물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 용도와 기능, 

전통기법과 관리체계, 위치와 주변 환경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형태와 디자

인 측면에서 유산의 각 요소들은 18~19세기 정조가 구상하였던 도시계획 과정 당시의 위치와 형태를 

대부분 간직하고 있어 유산의 가치를 증명한다. 이는 현재 남아있는 도시 조성 당시의 문헌 기록이나 

고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계획 관련 건축물, 기념물 유산은 식민지 시기(1910-1945), 한

국전쟁(1950-1953), 20세기 후반 급격한 도시화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구성요소의 일부가 훼손 또

는 멸실되기도 하였다. 특히 근현대 한국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훼손·멸실된 구성요소는 중앙 정

부에 의해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왔다. 정조문화유산 구성요소의 복원과 이를 위한 학술연구는 18세기 

말 작성된 기록물에 의거하여 진행되었다. 재료와 구성 물질, 전통적 기법과 관리체계 측면에서 각 

요소들은 그 축조 재료와 당시의 건축 기법이 다양한 문헌기록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홍재전서,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등에는 각 요소의 연혁과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서술이 담겨 

있으며, 화성성역의궤, 원행을묘정리의궤, 뎡니의궤 등에서는 화성 축조의 배경, 축조 재료나 건축 기

법, 건축에 사용한 도구, 건축물의 원형에 대한 정밀한 삽도와 해설이 담겨 있다. 특히 뎡니의궤는 기

술 언어가 한자가 아닌 고유어인 한글로 표기되어 신도시 조성 당시 언어생활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

다. 이러한 세밀한 기록들을 기반으로 현재의 복원과 수리 과정에서 당시의 재료와 건축기법을 이용

하여 원형 그대로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문화재청 예규 제 173조에 사적의 중장기적 보존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문화유산의 특성에 따라 이를 둘러싼 역사문화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계

획으로 고문헌, 기조사 연구 등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토대로 설정된다. 이러한 종합정비계

획은 지방정부에 의해 시행되며 오산시, 수원시, 화성시는 행정구역 내 유산의 정비를 위해 정기적으

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온 바 있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의 문화재 조사 기관인 경기문화재연구원이 

정확한 고증을 바탕으로 한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계획 관련 건축물, 기념물 유산의 복원을 위

하여 발굴 및 학술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는 1964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1998년 독산성 일원 지표조사

를 시작으로 2021년 현재까지 발굴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현재까지 발굴조사를 통하여 성벽의 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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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계획 관련 건축물, 기념물은 동아시아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인 

18세기 도시 조영 과정에 있어서 사용된 방어체계와 기술, 경관을 총괄하여 보여준다. 신청 유산의 

각 속성은 기능적으로 관방, 능침, 관개, 통치 요소와 이에 연계 되는 요소들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구성요소들은 정조의 신도시 건설 계획으로 기능적, 문화적, 사회적 연계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능침 요소의 경우, 융릉과 건릉은 정조 일생의 역사적 단계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유적들로, 조

선의 통치이념인 성리학이 반영된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다. 융릉과 건릉은 조선조 왕릉 가운데 어느 

능보다 규모와 조성미, 주변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용주사는 건립 계획부터 실제 공사 과정까지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관영공사를 통해 건립되었고, 

또한 평탄한 지형에 석출을 쌓아 단(段)을 만들어 공간을 구분하고 남북 중심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

칭의 배치를 가지고 있으며, 궁궐의 건축양식을 접목한 능침사찰로서 건축적, 기능적 가치가 뛰어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성곽으로 대표되는 관방 요소들은 총포의 등장으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기병 궁술 중심의 전술 

체계 및 읍성 중심 방어체제가 무너진 것에 대한 대응의 사례를 잘 보여준다. 독산성과 수원화성은 

서로 연계하여 도성 이남지역을 방어하는 주요 방어체계를 구성하였다. 도성을 둘러싸는 방어체계를 

두는 것은 고대성제 시스템에 있어 도성과 배후 산성체계의 가장 발달한 사례 중 하나로 해석된다.

수원 화성은 성벽을 낮고 두텁게 하여 화포 공격에 성벽이 파괴될 확률을 낮추었으며, 공심돈을 

성벽 내에 설치하여 돈대가 쉽게 각개 격파되는 문제점을 극복하였다. 또한 포루와 치첩을 건설하여 

사각 지대를 줄였다. 이는 성곽사적 측면에서 16세기 이후 유럽의 군사혁명 시기 두꺼운 성벽과 사각

을 없앤 대공성포요새를 특징으로 하는 이탈리아식 축성술(trace italienne) 단계와 대체로 일치한

다.16) 독산성에는 16세기 말 임진왜란 이후 조총 위주의 화약 병기에 대비하여 조선 성곽 제도의 변

화를 이끈 핵심시설인 포루가 가장 앞선 시기 설치되었고, 이는 조선 후기 포루의 선구가 되었다는 

점에서 성곽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17) 

관개 요소인 만석거, 만년제, 축만제 등에서는 당시의 선진적 수리기술인 물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수구(水口)와 관개용수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수갑(水閘)이 설치되어 가뭄 피해를 예

방하고 높은 농업생산성을 실현하였다. 제언의 축조를 바탕으로 조성된 대유둔 등의 둔전은 장용영 

군사들의 가족과 토지가 없는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일종의 국영농장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와 경영방식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정조의 농업 개혁의 산실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통치유산은 화성유수부 운영을 위한 통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정조는 새로

운 도시의 행정 중심지이자 왕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화성행궁을 건립하고, 한양의 종로 거

리를 본 따 행궁 앞의 시가지를 정비하였다. 또한 지역민을 교화·교육시킬 수 있는 수원향교, 궐리

16) 盧永九, 1999, ｢조선후기 城制 변화와 華城의 城廓史的 의미｣ 震檀學報88
17) 심승구, 2014, ｢임진왜란 중 독산성의 축성과 성곽사적 의미｣ 白山學報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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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은 정조의 도시계획에 관하여 기능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명하는 관방요소와 관개요

소, 능침요소 그리고 통치요소의 경계 및 원형이 대부분 온전하게 남아있다. 관방요소인 수원화성과 

독산성, 관개요소인 만석거, 축만제, 만년제, 능침요소인 융건릉, 용주사와 통치요소인 궐리사, 화성행

궁, 지지대비, 수원향교는 국가나 지자체의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법률로 보호받고 있다. 또한 주변 

경관 중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부분은 각 요소마다 대부분 유산구역 또는 완

충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계획 관련 건축물, 기념물 도시화, 현대화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개발 압력이 점차 증가하여 입지와 소유관계, 법적 보호체계의 측면에서 위해가 예상되나 

인공적인 개발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도의 법적 조처가 마련되어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강력한 문화재 보호정책 및 『문화재보호법』으로 문화유산을 보

존해왔다. 따라서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계획 관련 건축물, 기념물 유산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가 및 지방정부에서 지정한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어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유산을 구성하는 건축물들에 의한 건축행위는 문화재분야 전문가만이 참여

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재의 상태가 변경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에서 사전 검토와 승인을 득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어 강력하고 효과적인 보

존관리 시스템이 구축·운영되고 있다. 또한 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정기점검(5년마다) 및 

특별점검(필요시), 지방정부의 내진성능점검(1년에 2회), 지방 정부 및 문화재 전문가에 의해 상시점

검 등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가 또는 시도지정문화재 구역과 보호구역 내 건축물의 현상변경행위는 문화재위원회의 사전 검

토와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유산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건축물의 현상변경 행위는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사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물이 신축될 

경우에도 건축물의 형태와 재료, 시공방법 등은 기존의 건축물과 동일한 방법이 적용되고, 사찰의 경

관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진다.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건축

물들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수와 정비 등에 의한 지원은 되지 않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경우 지정 구역 내 건축행위에 규제를 가할 수 

있다.

3. 다른 유사유산과의 비교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계획 관련 건축물, 기념물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는 18세

기 도시유적으로서, 그 가치는 시기적, 기능적 특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유산의 특성을 고려해서 국내

외 분포하는 일련의 도시유적을 비교하고 이를 기능적 특성과 시기적 특성을 적용하여 비교분석 기준

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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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와 구조, 건물지의 입지 양상을 확인하였다. 

수원 화성, 수원 화성행궁, 수원 화령전의 경우 가장 훼손이 심했던 화성행궁과 성곽 내부 구역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가 있어 왔다. 학술조사의 결과는 『화성성역의궤』와의 교차 검증을 통해 훼손·멸

실된 화성 성곽 및 화성행궁을 성공적으로 복원할 수 있었다. 현재 수원 화성 일대에 설치된 광장, 

박물관 등은 모두 전문가에 의한 학술조사를 거친 이후 유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건립되었

다. 고문헌을 기준으로 성내 유적의 위치를 규명하기 위한 시굴조사는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

으며,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시는 해당 유산과 주변 시설물의 단계적 유지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융릉과 건릉의 경우 최근까지 정확한 능역을 파악하기 위한 학술조사가 이루어져 왔으며, 인근의 

태안 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진행된 학술조사에 의하여 구 수원부읍치와 건릉 조성과 관련된 

유구를 확인하였다. 융릉과 건릉은 인근 개발 사업이 계획되기 이전부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어 유산의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문화재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계획 관련 건축물, 기념물 유산의 구성

요소는 대부분 원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용주사와 궐리사는 종교시설로서 기능을 유지하고 있

으며, 불교와 유교 문화를 향유하는 문화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지지대비는 수원시와 의왕시의 경계에 

위치하여 수원시의 도입을 알리는 지표가 된다. 또한 비석의 포탄흔을 제외하면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

어 있다. 축만제와 만석거는 비록 권업모법장과 공원으로 이용됨에 따라 외형에 변형이 있었으나 인근 

지역의 수원(水源)으로서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한편 만년제는 현재 저수지의 기능을 잃고 복

토되어 있는 상태이나, 발굴조사 결과 괴성과 사방의 제방이 그대로 남아있고, 범위와 규모 또한 『일

성록』에 기록된 바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즉 전반적인 진정성이 높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위치와 주변 환경 측면에서는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계획 관련 건축물, 기념물 유산은 수도

권 주변의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각 요소 주위에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각 요소들은 

국가적으로는 사적, 지자체에서 시도기념물 등으로 지정되어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또한 각 요소

는 원래의 위치에서 이동하지 않고 200여 년 이상 존속하고 있는데, 당시의 상황이 세밀히 기록된 

원행을묘정리의궤, 화성성역의궤 등을 기록물을 바탕으로 민관이 노력하여 유산을 복원하려는 노력과 

관련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2) 완전성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계획 관련 건축물, 기념물은 18세기 정조가 추진한 새로운 도시 건

설을 증명하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각 구성요소는 기능적으로 관방, 관개, 능침, 통치요소 및 이와 

관련된 연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정조의 정치적 이상인 효사상과 애민사상을 구현하는 요소들

로써 완전성을 갖추고 있으며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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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능침요소 그리고 통치요소의 경계 및 원형이 대부분 온전하게 남아있다. 관방요소인 수원화성과 

독산성, 관개요소인 만석거, 축만제, 만년제, 능침요소인 융건릉, 용주사와 통치요소인 궐리사, 화성행

궁, 지지대비, 수원향교는 국가나 지자체의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법률로 보호받고 있다. 또한 주변 

경관 중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부분은 각 요소마다 대부분 유산구역 또는 완

충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계획 관련 건축물, 기념물 도시화, 현대화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개발 압력이 점차 증가하여 입지와 소유관계, 법적 보호체계의 측면에서 위해가 예상되나 

인공적인 개발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도의 법적 조처가 마련되어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강력한 문화재 보호정책 및 『문화재보호법』으로 문화유산을 보

존해왔다. 따라서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계획 관련 건축물, 기념물 유산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가 및 지방정부에서 지정한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어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유산을 구성하는 건축물들에 의한 건축행위는 문화재분야 전문가만이 참여

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재의 상태가 변경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에서 사전 검토와 승인을 득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어 강력하고 효과적인 보

존관리 시스템이 구축·운영되고 있다. 또한 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정기점검(5년마다) 및 

특별점검(필요시), 지방정부의 내진성능점검(1년에 2회), 지방 정부 및 문화재 전문가에 의해 상시점

검 등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가 또는 시도지정문화재 구역과 보호구역 내 건축물의 현상변경행위는 문화재위원회의 사전 검

토와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유산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건축물의 현상변경 행위는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사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물이 신축될 

경우에도 건축물의 형태와 재료, 시공방법 등은 기존의 건축물과 동일한 방법이 적용되고, 사찰의 경

관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진다.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건축

물들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수와 정비 등에 의한 지원은 되지 않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경우 지정 구역 내 건축행위에 규제를 가할 수 

있다.

3. 다른 유사유산과의 비교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계획 관련 건축물, 기념물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는 18세

기 도시유적으로서, 그 가치는 시기적, 기능적 특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유산의 특성을 고려해서 국내

외 분포하는 일련의 도시유적을 비교하고 이를 기능적 특성과 시기적 특성을 적용하여 비교분석 기준

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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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와 구조, 건물지의 입지 양상을 확인하였다. 

수원 화성, 수원 화성행궁, 수원 화령전의 경우 가장 훼손이 심했던 화성행궁과 성곽 내부 구역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가 있어 왔다. 학술조사의 결과는 『화성성역의궤』와의 교차 검증을 통해 훼손·멸

실된 화성 성곽 및 화성행궁을 성공적으로 복원할 수 있었다. 현재 수원 화성 일대에 설치된 광장, 

박물관 등은 모두 전문가에 의한 학술조사를 거친 이후 유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건립되었

다. 고문헌을 기준으로 성내 유적의 위치를 규명하기 위한 시굴조사는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

으며,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시는 해당 유산과 주변 시설물의 단계적 유지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융릉과 건릉의 경우 최근까지 정확한 능역을 파악하기 위한 학술조사가 이루어져 왔으며, 인근의 

태안 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진행된 학술조사에 의하여 구 수원부읍치와 건릉 조성과 관련된 

유구를 확인하였다. 융릉과 건릉은 인근 개발 사업이 계획되기 이전부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어 유산의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문화재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계획 관련 건축물, 기념물 유산의 구성

요소는 대부분 원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용주사와 궐리사는 종교시설로서 기능을 유지하고 있

으며, 불교와 유교 문화를 향유하는 문화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지지대비는 수원시와 의왕시의 경계에 

위치하여 수원시의 도입을 알리는 지표가 된다. 또한 비석의 포탄흔을 제외하면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

어 있다. 축만제와 만석거는 비록 권업모법장과 공원으로 이용됨에 따라 외형에 변형이 있었으나 인근 

지역의 수원(水源)으로서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한편 만년제는 현재 저수지의 기능을 잃고 복

토되어 있는 상태이나, 발굴조사 결과 괴성과 사방의 제방이 그대로 남아있고, 범위와 규모 또한 『일

성록』에 기록된 바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즉 전반적인 진정성이 높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위치와 주변 환경 측면에서는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계획 관련 건축물, 기념물 유산은 수도

권 주변의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각 요소 주위에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각 요소들은 

국가적으로는 사적, 지자체에서 시도기념물 등으로 지정되어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또한 각 요소

는 원래의 위치에서 이동하지 않고 200여 년 이상 존속하고 있는데, 당시의 상황이 세밀히 기록된 

원행을묘정리의궤, 화성성역의궤 등을 기록물을 바탕으로 민관이 노력하여 유산을 복원하려는 노력과 

관련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2) 완전성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계획 관련 건축물, 기념물은 18세기 정조가 추진한 새로운 도시 건

설을 증명하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각 구성요소는 기능적으로 관방, 관개, 능침, 통치요소 및 이와 

관련된 연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정조의 정치적 이상인 효사상과 애민사상을 구현하는 요소들

로써 완전성을 갖추고 있으며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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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산 독산성 세계유산적 가치성 연구(신동욱)

  2) 해외 유사 유산 비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해외유산 중에서 도시유적으로 분류 가능한 유산은 311개로 파악된

다. 본고에서는 이 중 왕조 유적으로 기능적 속성에 의해 비교가 가능한 유사 사례 20개를 선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도시유적 중 왕조유적으로 등재된 해외 사례는 왕실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신도시적 성격이 드

러난다. 정조가 주도한 화성의 신도시 건설계획은 단시간에 집약적으로 강한 목적성을 가진 사례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종교시설, 군사시설, 능침 등이 효율적으로 결합되었고, 동아시아 18세기의 시

대적 변화단계가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효사상과 더불어 실학의 뒷받침을 받고 건설되

었다는 점에서 해외의 유사사례와 비교해볼 때 차별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계획 관련 건축물, 기념물 해외비교유산 분포

유산명 국가
등재
년도

건설
주체

등재
기준

시기 구성요소
구성요소 기능

능
침

관
개

관
방

1

베이징과 선양의 
명과 청 시대 황궁 
(Imperial Palaces of 
the Ming and Qing 
Dynasties in Beijing 
and Shenyang)

중국
1987 

(2004년 
확장)

명, 청 
왕조

(i)(ii)
(iii)(iv)

15~20세기
(베이징)

17~18세기
(선양)

왕궁,
성벽,
탑 등

　 　 O

[표 4] 해외유산 비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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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 내 유사 유산 비교

국내에서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계획 관련 건축물, 기념물과 같이 국왕이 수도건설이 아닌 

특정한 목적성을 가지고 계획한 도시 조성 사례는 없으며, 더욱이 관방, 관개, 능침요소가 기능적으로 

연계성을 가지며 현재까지 진정성과 완전성을 갖춘 유산이 남아있는 사례는 없다. 본고에서는 국내 

도시계획 건설 사례 중 왕(왕조)이 주체가 되어 능침요소, 관개요소, 관방요소, 통치요소 성격이 있는 

유산을 8개를 선정 비교대상 유산으로 설정하였다.

유산명 가치와 사상 시기
구성요소

능침 관개 관방 통치

정조문화유산
효, 애민 사상이 도시계획에 반영
18세기 근대 이행기 방어체계와 
수리기술

18세기 O O O O

1 한양도성
유교사상
시기별 축조기술 변화 반영

14세기~20세기 O O

2
고대 고구려 
왕국 수도와 

묘지

평지도시와 산악도시가 상호 보완하
여 수도 기능

B.C.
1세기~7세기

O O O

3
백제역사
유적지구

동아시아 전체에 전파된 도시계획인 
도성시스템을 보여줌

5~7세기 O O O

4 경주역사지구 불교예술과 도시의 조화
B.C. 1~10세기
불교예술절정기

7~10세기
O O O

5
개성의 

역사 기념물과
유적

성벽과 성문을 포함한 도시 방어체
계와 교육 기관 등은 정신적 가치
를 보여줌

10~14세기 O O O

6 남한산성
임시수도로 만들어진 도시로 당시의 
방어적 군사 공학 개념의 총체를 
구현한 성채

17세기 중심 O O

7 통영 중세적 군사도시 경관 17~18세기 O O

8 강진
조선의 군사도시, 
고려의 해상 물류 거점도시 

12세기 
이후(고려)

15세기(조선)
O O

[표 3] 국내유산 비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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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henyang)

중국
1987 

(2004년 
확장)

명, 청 
왕조

(i)(ii)
(iii)(iv)

15~20세기
(베이징)

17~18세기
(선양)

왕궁,
성벽,
탑 등

　 　 O

[표 4] 해외유산 비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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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 내 유사 유산 비교

국내에서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계획 관련 건축물, 기념물과 같이 국왕이 수도건설이 아닌 

특정한 목적성을 가지고 계획한 도시 조성 사례는 없으며, 더욱이 관방, 관개, 능침요소가 기능적으로 

연계성을 가지며 현재까지 진정성과 완전성을 갖춘 유산이 남아있는 사례는 없다. 본고에서는 국내 

도시계획 건설 사례 중 왕(왕조)이 주체가 되어 능침요소, 관개요소, 관방요소, 통치요소 성격이 있는 

유산을 8개를 선정 비교대상 유산으로 설정하였다.

유산명 가치와 사상 시기
구성요소

능침 관개 관방 통치

정조문화유산
효, 애민 사상이 도시계획에 반영
18세기 근대 이행기 방어체계와 
수리기술

18세기 O O O O

1 한양도성
유교사상
시기별 축조기술 변화 반영

14세기~20세기 O O

2
고대 고구려 
왕국 수도와 

묘지

평지도시와 산악도시가 상호 보완하
여 수도 기능

B.C.
1세기~7세기

O O O

3
백제역사
유적지구

동아시아 전체에 전파된 도시계획인 
도성시스템을 보여줌

5~7세기 O O O

4 경주역사지구 불교예술과 도시의 조화
B.C. 1~10세기
불교예술절정기

7~10세기
O O O

5
개성의 

역사 기념물과
유적

성벽과 성문을 포함한 도시 방어체
계와 교육 기관 등은 정신적 가치
를 보여줌

10~14세기 O O O

6 남한산성
임시수도로 만들어진 도시로 당시의 
방어적 군사 공학 개념의 총체를 
구현한 성채

17세기 중심 O O

7 통영 중세적 군사도시 경관 17~18세기 O O

8 강진
조선의 군사도시, 
고려의 해상 물류 거점도시 

12세기 
이후(고려)

15세기(조선)
O O

[표 3] 국내유산 비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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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산 독산성 세계유산적 가치성 연구(신동욱)

유산명 국가
등재
년도

건설
주체

등재
기준

시기 구성요소
구성요소 기능

능
침

관
개

관
방

11
안자르
(Anjar)

레바논 1984
우마이야 왕조
알왈리드1세

(iii)(iv) 8세기
궁전, 성벽, 

모스크, 
공중목욕탕 등

　 　 O

12
메크네스 역사 도시
(Historic City of 
Meknes)

모로코 1996

알라위 
왕조
술탄

물레이
이스마일

(iv)

중심시기: 17세기

11세기 군사주둔지
조성이 시초

17~18세기 알라위
왕조수도시기 

스페인, 무어양식의
도시로 탈바꿈

성벽, 탑, 보루, 
모스크, 무덤, 

정원, 곡물창고, 
수조(관개시설?) 

등

O O O

13
쿠스코
(City of Cuzco)

페루 1983 잉카제국 (iii)(iv)

잉카제국 지배자 
파차쿠텍 시대 도시

15세기
16세기 스페인식민
지 그후 문화혼합

운하, 궁전, 
수녀원, 성당,
사원, 교회

　 O 　

14

상트페테르부르크 역사 
지구와 관련 기념물군
(Historic Centre of 
Saint Petersburg 
and Related Groups 
of Monuments)

러시아 1990
러시아
표트르
대제

(i)(ii)
(iv)(vi)

18세기
운하, 궁전, 

교회, 수녀원 
등

　 O 　

15
쿠엥카 성곽 도시
(Historic Walled 
Town of Cuenca)

스페인 1996
카스티야

왕조
알폰소8세

(ii)(v) 12~18세기
성곽 도시, 
성당, 교회, 

수도원
　 　 O

16
튀니스의 메디나
(Medina of Tunis)

튀니지
1979 

(2010년 
수정)

알모하드와 
하프시드 왕조

(ii)(iii)
(v)

12~16세기
궁전, 모스크, 
묘, 마드라사, 

분수 등
　 　 　

17
카이로우안
(Kairouan)

튀니지
1988 

(2010년 
수정)

9세기
아글라브 왕조 

때 번영

(i)(ii)
(iii)(v)
(vi)

7세기 건설
9세기에 번영

성벽, 36km의 
수로, 궁전, 대
모스크, 마호메
트의 동료의 유
해보존 시설 자

위야(능침?)

O O O

18
이스탄불 역사지구
(Historic Areas of 
Istanbul)

터키 1985

4세기 콘스탄
티누스대제 로
마수도 이전
동로마, 오스
만제국 수도

(i)(ii)
(iii)(iv)

4~20세기

성벽, 교회, 
왕궁, 저수조, 
무덤, 모스크 

등

O O O

19
쿠냐 우르겐치
(Kunya-Urgench)

투르크
메니스

탄
2005

호레즘의
수도

(ii)(iii) 11~16세기
모스크, 요새, 
능묘, 첨탑

O 　 O

20
샤크리스얍즈 역사 지구
(Historic Centre of 
Shakhrisyabz)

우즈베
키스탄

2000
티무르 
제국

(iii)(iv)
15~16세기

중심

성벽, 궁전, 
모스크, 목욕탕, 
지배자의 가족
과 친족을 위한 

묘지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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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명 국가
등재
년도

건설
주체

등재
기준

시기 구성요소
구성요소 기능

능
침

관
개

관
방

2

라싸의 포탈라 궁의 
역사 유적군(Historic 
Ensemble of the 
Potala Palace, 
Lhasa)

중국

1994 
(2000년, 
2001년 
확장)

토번 
손챈 
왕조

(i)(iv)
(vi)

7세기 시작
17세기중반
달라이라마

재건축

궁전, 
사원 

사리탑 등
O 　 　

3

고대 고구려 왕국 
수도와 묘지
(Capital Cities and 
Tombs of the 
Ancient Koguryo 
Kingdom)

중국 2004 고구려
(i)(ii)

(iii)(iv)
(v)

B..C.
1세기~7세기

성벽, 
왕궁 터,
고분 등

O 　 O

4

청더 피서산장과 
주변 사원
(Mountain Resort 
and its Outlying 
Temples, Chengde)

중국 1994 청왕조 (ii)(v) 18세기
궁전, 사원, 

제방, 인공섬
　 O 　

5

후에 기념물 복합지구
(Complex of Hué 
Monuments)
청더 피서산장과 주변 
사원
(Mountain Resort 
and its Outlying 
Temples, Chengde)

베트남 1993
루에 
왕조

(iv) 19세기 초

왕궁, 사당, 
성채, 성벽, 
무덤, 사원, 

탑 등

O 　 O

6

스플리트의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과 역사 건축물
(Historical Complex 
of Split with the 
Palace of Diocletian)

크로아
티아

1979
로마
제국

(ii)(iii)
(iv)

3세기 말
4세기 초

궁전, 신전, 
묘지, 성곽과 

성문 등
O 　 O

7
프라하 역사 지구
(Historic Centre of 
Prague)

체코 
공화국

1992
신성
로마
제국

(ii)(iv)
(vi)

11~18세기
14세기신성로마제국

카를4세중심

궁전, 광장, 
석조 성, 석재 
다리, 성당,

교회, 제방(?)

　 O O

8
악숨
(Aksum)

에티오
피아

1980
악숨
왕국

(i)(iv) 1~13세기

석조 오벨리스
크, 석주, 

왕실 묘지, 
고대 성곽

O 　 O

9
아마다바드 역사 도시
(Historic City of 
Ahmadabad)

인도 2017

구자라트 
술탄국
술탄

아흐마드샤

(ii)(v) 15세기
성곽도시, 수문
시설(?), 요새, 

모스크 등
　 O O

10
라자스탄의 자이푸르 시
(Jaipur City, 
Rajasthan)

인도 2019

라지푸트족의 
왕

사와이라자라
이싱2세

(ii)(iv)
(vi)

18세기

성벽, 성문, 
시장, 종교 건
축물, 궁전, 

사원, 물 관련 
시설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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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산 독산성 세계유산적 가치성 연구(신동욱)

유산명 국가
등재
년도

건설
주체

등재
기준

시기 구성요소
구성요소 기능

능
침

관
개

관
방

11
안자르
(Anjar)

레바논 1984
우마이야 왕조
알왈리드1세

(iii)(iv) 8세기
궁전, 성벽, 

모스크, 
공중목욕탕 등

　 　 O

12
메크네스 역사 도시
(Historic City of 
Meknes)

모로코 1996

알라위 
왕조
술탄

물레이
이스마일

(iv)

중심시기: 17세기

11세기 군사주둔지
조성이 시초

17~18세기 알라위
왕조수도시기 

스페인, 무어양식의
도시로 탈바꿈

성벽, 탑, 보루, 
모스크, 무덤, 

정원, 곡물창고, 
수조(관개시설?) 

등

O O O

13
쿠스코
(City of Cuzco)

페루 1983 잉카제국 (iii)(iv)

잉카제국 지배자 
파차쿠텍 시대 도시

15세기
16세기 스페인식민
지 그후 문화혼합

운하, 궁전, 
수녀원, 성당,
사원, 교회

　 O 　

14

상트페테르부르크 역사 
지구와 관련 기념물군
(Historic Centre of 
Saint Petersburg 
and Related Groups 
of Monuments)

러시아 1990
러시아
표트르
대제

(i)(ii)
(iv)(vi)

18세기
운하, 궁전, 

교회, 수녀원 
등

　 O 　

15
쿠엥카 성곽 도시
(Historic Walled 
Town of Cuenca)

스페인 1996
카스티야

왕조
알폰소8세

(ii)(v) 12~18세기
성곽 도시, 
성당, 교회, 

수도원
　 　 O

16
튀니스의 메디나
(Medina of Tunis)

튀니지
1979 

(2010년 
수정)

알모하드와 
하프시드 왕조

(ii)(iii)
(v)

12~16세기
궁전, 모스크, 
묘, 마드라사, 

분수 등
　 　 　

17
카이로우안
(Kairouan)

튀니지
1988 

(2010년 
수정)

9세기
아글라브 왕조 

때 번영

(i)(ii)
(iii)(v)
(vi)

7세기 건설
9세기에 번영

성벽, 36km의 
수로, 궁전, 대
모스크, 마호메
트의 동료의 유
해보존 시설 자

위야(능침?)

O O O

18
이스탄불 역사지구
(Historic Areas of 
Istanbul)

터키 1985

4세기 콘스탄
티누스대제 로
마수도 이전
동로마, 오스
만제국 수도

(i)(ii)
(iii)(iv)

4~20세기

성벽, 교회, 
왕궁, 저수조, 
무덤, 모스크 

등

O O O

19
쿠냐 우르겐치
(Kunya-Urgench)

투르크
메니스

탄
2005

호레즘의
수도

(ii)(iii) 11~16세기
모스크, 요새, 
능묘, 첨탑

O 　 O

20
샤크리스얍즈 역사 지구
(Historic Centre of 
Shakhrisyabz)

우즈베
키스탄

2000
티무르 
제국

(iii)(iv)
15~16세기

중심

성벽, 궁전, 
모스크, 목욕탕, 
지배자의 가족
과 친족을 위한 

묘지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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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명 국가
등재
년도

건설
주체

등재
기준

시기 구성요소
구성요소 기능

능
침

관
개

관
방

2

라싸의 포탈라 궁의 
역사 유적군(Historic 
Ensemble of the 
Potala Palace, 
Lhasa)

중국

1994 
(2000년, 
2001년 
확장)

토번 
손챈 
왕조

(i)(iv)
(vi)

7세기 시작
17세기중반
달라이라마

재건축

궁전, 
사원 

사리탑 등
O 　 　

3

고대 고구려 왕국 
수도와 묘지
(Capital Cities and 
Tombs of the 
Ancient Koguryo 
Kingdom)

중국 2004 고구려
(i)(ii)

(iii)(iv)
(v)

B..C.
1세기~7세기

성벽, 
왕궁 터,
고분 등

O 　 O

4

청더 피서산장과 
주변 사원
(Mountain Resort 
and its Outlying 
Temples, Chengde)

중국 1994 청왕조 (ii)(v) 18세기
궁전, 사원, 

제방, 인공섬
　 O 　

5

후에 기념물 복합지구
(Complex of Hué 
Monuments)
청더 피서산장과 주변 
사원
(Mountain Resort 
and its Outlying 
Temples, Chengde)

베트남 1993
루에 
왕조

(iv) 19세기 초

왕궁, 사당, 
성채, 성벽, 
무덤, 사원, 

탑 등

O 　 O

6

스플리트의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과 역사 건축물
(Historical Complex 
of Split with the 
Palace of Diocletian)

크로아
티아

1979
로마
제국

(ii)(iii)
(iv)

3세기 말
4세기 초

궁전, 신전, 
묘지, 성곽과 

성문 등
O 　 O

7
프라하 역사 지구
(Historic Centre of 
Prague)

체코 
공화국

1992
신성
로마
제국

(ii)(iv)
(vi)

11~18세기
14세기신성로마제국

카를4세중심

궁전, 광장, 
석조 성, 석재 
다리, 성당,

교회, 제방(?)

　 O O

8
악숨
(Aksum)

에티오
피아

1980
악숨
왕국

(i)(iv) 1~13세기

석조 오벨리스
크, 석주, 

왕실 묘지, 
고대 성곽

O 　 O

9
아마다바드 역사 도시
(Historic City of 
Ahmadabad)

인도 2017

구자라트 
술탄국
술탄

아흐마드샤

(ii)(v) 15세기
성곽도시, 수문
시설(?), 요새, 

모스크 등
　 O O

10
라자스탄의 자이푸르 시
(Jaipur City, 
Rajasthan)

인도 2019

라지푸트족의 
왕

사와이라자라
이싱2세

(ii)(iv)
(vi)

18세기

성벽, 성문, 
시장, 종교 건
축물, 궁전, 

사원, 물 관련 
시설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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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산 독산성 세계유산적 가치성 연구(신동욱)

2. 소유권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 계획 관련 건축물 및 기념물 구성요소의 토지 소유권은 국공유지가 

대부분이며 하천이나 도로 등은 국가소유의 토지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시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상대적으로 문화재 보존에 대한 규제가 낮은 오산시궐리사 등은 일부 사유지

와 저촉되어 있다. 2020년 1월 기준으로 토지소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 4]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전체 면적(ha) 대비 소유권 현황

전체 개인 국공유지 법인 비법인 집합건물 기타

100% 41.2% 45.3% 6.9% 1.1% 4.0% 1.5%

[표 6]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전체 면적(ha) 대비 소유권 현황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 계획 관련 건축물 및 기념물 유산은 3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나

누어 위치하였기 때문에, 각 구성요소의 관리 또한 개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위임되어 있다. 

연속유산으로서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계획 관련 건축물, 기념물 유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2019년 오산시, 수원시, 화성시는 

「수원시 산수화(오산·수원·화성) 상생발전 추진 조례」를 제정하여 3개시의 도시경쟁력 강화 및 상생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현재 오산시, 수원시, 화성시를 아우르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를 중심으로 유산에 대한 조사·연구·보존·정비 및 활용이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작

업을 토대로 향후 경기도 및 오산시, 수원시, 화성시의 MOU를 통해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계

획 관련 건축물, 기념물 유산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일정한 지침과 시스템을 

통해 연속유산으로서 진정성, 완전성 및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유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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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존관리 현황

1. 문화재지정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 계획 관련 건축물 및 기념물은 12개의 요소로 구성된 연속유산이

다. 이들 유산은 현재 오산시, 수원시, 화성시에 위치하여 있으며, 이는 경기도라는 상위 광역자치단

체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문화재지정을 통해 국가의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법적 보호조

치를 받고 있다.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 계획 관련 건축물 및 기념물 유산은 능침, 관방, 관개, 통치의 기능

에 해당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들이 유산구역으로 포함하고 있고, 이는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법과 조례에 의거하여 보호받고 있다. 또한 유산이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정기적으로 유산

과 주변 환경에 대한 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문화유산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은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설정되었다. 즉 기존 제도의 영향력 아래 유

산과 유산경관의 보호 및 보존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더불어 해당유산은 세계유산 및 

국가·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로, 강력한 법적 제제와 함께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

설계획 관련 건축물, 기념물 유산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구성요소
지정현황

지정종목 지정년도

오산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사적 제140호 1964

오산시 궐리사 오산시 궐리사 경기도 기념물 제147호 1994

수원

수원 화성 수원 화성 사적 제3호 1964

수원 화성행궁 수원 화성행궁 사적 제478호 2007

수원 화령전 수원 화령전 사적 제115호 1963

수원향교 수원향교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호 1983

수원 축만제 수원 축만제 경기도 기념물 제200호 2005

지지대비 지지대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4호 1972

만석거 만석거 수원시 향토유적 제14호 2006

화성

화성 융릉과 건릉 화성 융릉과 건릉 사적 제206호 1970

용주사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보물 제1942호 1983

만년제 만년제 경기도기념물 제161호 1996

[표 5]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 계획 관련 건축물 및 기념물 구성요소 문화재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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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 계획 관련 건축물 및 기념물 구성요소의 토지 소유권은 국공유지가 

대부분이며 하천이나 도로 등은 국가소유의 토지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시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상대적으로 문화재 보존에 대한 규제가 낮은 오산시궐리사 등은 일부 사유지

와 저촉되어 있다. 2020년 1월 기준으로 토지소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 4]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전체 면적(ha) 대비 소유권 현황

전체 개인 국공유지 법인 비법인 집합건물 기타

100% 41.2% 45.3% 6.9% 1.1% 4.0% 1.5%

[표 6]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전체 면적(ha) 대비 소유권 현황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 계획 관련 건축물 및 기념물 유산은 3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나

누어 위치하였기 때문에, 각 구성요소의 관리 또한 개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위임되어 있다. 

연속유산으로서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계획 관련 건축물, 기념물 유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2019년 오산시, 수원시, 화성시는 

「수원시 산수화(오산·수원·화성) 상생발전 추진 조례」를 제정하여 3개시의 도시경쟁력 강화 및 상생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현재 오산시, 수원시, 화성시를 아우르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를 중심으로 유산에 대한 조사·연구·보존·정비 및 활용이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작

업을 토대로 향후 경기도 및 오산시, 수원시, 화성시의 MOU를 통해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계

획 관련 건축물, 기념물 유산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일정한 지침과 시스템을 

통해 연속유산으로서 진정성, 완전성 및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유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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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존관리 현황

1. 문화재지정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 계획 관련 건축물 및 기념물은 12개의 요소로 구성된 연속유산이

다. 이들 유산은 현재 오산시, 수원시, 화성시에 위치하여 있으며, 이는 경기도라는 상위 광역자치단

체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문화재지정을 통해 국가의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법적 보호조

치를 받고 있다.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 계획 관련 건축물 및 기념물 유산은 능침, 관방, 관개, 통치의 기능

에 해당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들이 유산구역으로 포함하고 있고, 이는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법과 조례에 의거하여 보호받고 있다. 또한 유산이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정기적으로 유산

과 주변 환경에 대한 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문화유산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은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설정되었다. 즉 기존 제도의 영향력 아래 유

산과 유산경관의 보호 및 보존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더불어 해당유산은 세계유산 및 

국가·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로, 강력한 법적 제제와 함께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

설계획 관련 건축물, 기념물 유산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구성요소
지정현황

지정종목 지정년도

오산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사적 제140호 1964

오산시 궐리사 오산시 궐리사 경기도 기념물 제147호 1994

수원

수원 화성 수원 화성 사적 제3호 1964

수원 화성행궁 수원 화성행궁 사적 제478호 2007

수원 화령전 수원 화령전 사적 제115호 1963

수원향교 수원향교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호 1983

수원 축만제 수원 축만제 경기도 기념물 제200호 2005

지지대비 지지대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4호 1972

만석거 만석거 수원시 향토유적 제14호 2006

화성

화성 융릉과 건릉 화성 융릉과 건릉 사적 제206호 1970

용주사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보물 제1942호 1983

만년제 만년제 경기도기념물 제161호 1996

[표 5]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 계획 관련 건축물 및 기념물 구성요소 문화재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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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9년 수원시는 화성 방화수류정과 동암문(東暗門) 인근에 연무동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연무동 공영주차장은 화성 성벽을 따라 가로로 긴 장방형의 형태로, 수원 화성의 경관을 

고려하여 지하에 조성되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수원화성의 유산구역과 문화재

구역에 저촉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의 전략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9] 수원화성 성벽(빗금표시 구역)과 연무동 
공영주차장(빨간 원 구역)

[사진 3] 연무동 공연주차장 입구(출처: 수원도시공사) 

Ⅴ. 주요기록물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 계획 관련 건축물 및 기념물 유산과 관련한 유물은 전국 각지의 박

물관에 나누어 소장되어 있다. 소장유물의 연대는 정조 집권기와 조선시대에서부터 현대까지 다양하

며, 그 종류 또한 서화, 지류, 교지, 어필 및 이를 담아두던 함 등 다양하다. 또한 구성요소 관련 고

문헌과 고지도들이 풍부하게 남아 있어 이는 연속유산으로서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충족시켜 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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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네스코에서는 OUV에 영향을 주는 요소(factors)를 14개 주요 요인과 더불어 총 82개의 세부요

인으로 구분하여 위협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세계유산적 관점에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를 향 후 잠재적 위협을 지닌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 계획 관련 건축물 및 기념물 유산의 구성요소는 한반도 수도권의 중

심 지역인 오산시, 수원시, 화성시에 나누어 소재되어 있다. 즉 구성요소는 인근의 건축물과 도시 개발 

사업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인근의 도시개발 사업은 위협요소가 될 

수 있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OUV의 훼손이 우려되는 곳은 융릉과 건릉, 용주사, 만년제 인근 태안3지

구 택지개발사업과 오산시 궐리사 인근 세교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있다. 특히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은 융릉과 건릉 및 용주사의 완충구역과 중첩되어 개발 사업으로 인한 OUV의 훼손이 우려된다.

[그림 5] 태안3지구 인근 구성요소 [그림 6] 태안3지구 토지계획도

[그림 7] 오산세교지구 인근 구성요소 [그림 8] 오산세교지구 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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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9년 수원시는 화성 방화수류정과 동암문(東暗門) 인근에 연무동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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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빨간 원 구역)

[사진 3] 연무동 공연주차장 입구(출처: 수원도시공사) 

Ⅴ. 주요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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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산 독산성 세계유산적 가치성 연구(신동욱)

순번 박물관명 순번 박물관명

1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21 독서왕김득신문학관

2 강진군다산박물관 22 동국대학교박물관

3 경기도박물관 23 밀양시립박물관

4 교과서박물관 24 부산광역시립박물관

5 국립고궁박물관 25 삼척시립박물관

6 국립광주박물관 26 서울대학교박물관

7 국립김해박물관 27 소수박물관

8 국립민속박물관 28 수원광교박물관

9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29 수원시박물관

10 국립전주박물관 30 수원화성박물관

11 국립중앙박물관 31 영인문학관

12 국립진주박물관 32 옛길박물관

13 국립청주박물관 33 용인시박물관

14 국립한글박물관 34 원주역사박물관

15 김해한림박물관 35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16 남양주역사박물관 36 조선민화박물관

17 대관령박물관 37 청송민속박물관

1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8 청주고인쇄박물관

19 대흥산서산대사박물관 39 한국만화박물관

20 도계민화박물관 40 국민화박물관

[표 7] 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 계획 관련 건축물 및 기념물 관련유물 소장 박물관

구분  구성요소 관련 사료 일람 주요 내용

능침

융릉과
건릉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홍재전서』
『건릉지』

Ÿ 『홍재전서』에 사도세자의 원침을 옮긴 사실에 대한 대략의 시말
이 기록되었음

Ÿ 『조선왕조실록』에 건릉의 이장에 대한 논의과정이 수록됨

용주사

『비변사등록』 
『일성록』

『수원부읍지』
『승정원일기』

『조선사찰사료』 
上「용주사」'팔로읍진여경각 

궁조진시주록’
『범우고』

『부모은중경』

Ÿ ‘팔로읍진여경각궁조진시주록'에는 용주사 건축의 소요경비가 기
록됨

[표 8]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 계획 관련 건축물 및 기념물 관련 주요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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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 계획 관련 건축물 및 기념물 관련 주요유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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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 계획 관련 건축물 및 기념물 관련 주요유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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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산 독산성 세계유산적 가치성 연구(신동욱)

구분  구성요소 관련 사료 일람 주요 내용

궐리사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홍재전서』

『화성궐리지』 
『동국궐리지』

통치

화성행궁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홍재전서』 
『원행을묘정리의궤』

『뎡니의궤』 
『화성능행도』

『수원신읍영건공해간수성책』
 『화성성역의궤』

Ÿ 『원행을묘정리의궤』,『화성능행도』의 <봉수당진찬도>를 통하여 
당시 혜경궁 회갑연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고, 봉수당과 장락당
의 연결 부분, 가림막 등 혜경궁에 대한 배려를 확인할 수 있
음

Ÿ 『화성능행도』의 <낙남헌양로연도>를 통해 혜경궁의 회갑연에서 
낙남헌의 앞마당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음

Ÿ 『화성능행도』의 <득중정어사도>에서 정조의 활쏘기와 매화시방 
장면을 표현함

Ÿ 『원행을묘정리의궤』의 <신풍루사미도>를 통하여 1795년 당시 
신풍루에서 열린 진휼행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수원
화령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화령전응행절목』 

수원향교
『조선왕조실록』
『수원부읍지』

지지대비 『화성지』

Ÿ 비문의 내용 중 "우리 전하께서 능원을 살피시고 해마다 이 대
를 지나며 슬퍼하시고 느낌이 있어 마치 선왕을 뵙는 듯 하시
어 효심을 나타내시어 여기에 새기게 하시니, 선왕께서 조선의 
근본에 보답하고 너그러운 교훈을 내리시는 정성과 우리 전하
께서 선대의 뜻과 일을 이어 받으시는 아름다움을 여기에 그 
만의 하나로 상고했도다"라는 사실에서 정조의 애틋한 심정이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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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성요소 관련 사료 일람 주요 내용

관방

독산성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홍재전서』
『화성성역의궤』
『독성산성기』

『진남루중수기』
『수원부읍지』

『화성지』
『수원군읍지』

Ÿ 『일성록』에 의하면 정조가 독산성에 올라 사도세자가 유숙할 때
의 일을 묻고 성내 집집마다 미포(米包)를 지급하였다고 전함

Ÿ 『독성산성기』에 의하면 넓은 들판 한 가운데 우뚝솟은 산의 모
양이 바라보기에 밋밋하다하여 독성(禿城)이라 하였다고 전해짐

Ÿ 『진남루중수기』에 의하면 변응성이 성을 높게쌓고 도랑을 파고 
깊은 샘을 만드는 한편 밭을 갈아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게하고 
궁노(弓弩), 석거(石車), 포화(砲火), 기계(器械) 등의 무기를 설치
하여 공격 및 방어비책을 훈련시켰다고 전해지며 1년만에 200
여호의 거주민과 사찰이 들어서 고관청건물 100여구가 있었다고 
기록됨

Ÿ 『화성성역의궤』에 의하면 독산성의 실질적 책임자인 장수를 화
성성역에 투입, 활용하고 벼슬의 품계를 올려주었음. 또한 독산
성을 현륭원의 조성이후 완공된 수원화성과 함께 능을 호위하는 
기각지세를 이루고있다고 인식함

수원화성

『화성성역의궤』
『원행을묘정리의궤』

『뎡니의궤』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홍재전서』
 『성제고』
「성화주략」

Ÿ 『성제고』를 통해 성의 기본 모습과 방어를 위한 옹성, 양마장, 
해자 등의 시설 및 성의 기본 크기와 넓이 등의 규격을 제시했
으며 평지성의 축성을 기본으로 성을 축조하는 순서를 명기

Ÿ 정약용의 「성화주략」을 지침으로 공사진행
Ÿ 『화성성역의궤』에 축성에 관한 사항을 항목별로 상세하게 작성

한 뒤 도설을 첨부하여 그 형태를 명확히 알수있게 함

관개

만석거

『조선왕조실록』
 『화성지』
 『일성록』

『비변사등록』
「제언절목」 
『홍재전서』

「권농정구농서윤음」 
『화성성역의궤』 

『대유둔설치절목』
『표롱을첨』

Ÿ 『화성성역의궤』에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수갑(수문) 등
의 만석거의 형태와 대유둔설치절목 등이 기록되어 있음

Ÿ 『표롱을첨』에는 만석거의 풍광을 소재로한 대유농가가 수원 8경
의 2경으로 소개되어 있음

만년제

『조선왕조실록』
『화성지』
『일성록』 

『비변사등록』
「제언절목」
『홍재전서』 

「권농정구농서윤음」 
『화성성역의궤』

 『건릉지』

축만제

『화성지』 
『비변사등록』 
「제언절목」
 『홍재전서』 

「권농정구농서윤음」 
『화성성역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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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산 독산성 세계유산적 가치성 연구(신동욱)

구분  구성요소 관련 사료 일람 주요 내용

궐리사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홍재전서』

『화성궐리지』 
『동국궐리지』

통치

화성행궁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홍재전서』 
『원행을묘정리의궤』

『뎡니의궤』 
『화성능행도』

『수원신읍영건공해간수성책』
 『화성성역의궤』

Ÿ 『원행을묘정리의궤』,『화성능행도』의 <봉수당진찬도>를 통하여 
당시 혜경궁 회갑연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고, 봉수당과 장락당
의 연결 부분, 가림막 등 혜경궁에 대한 배려를 확인할 수 있
음

Ÿ 『화성능행도』의 <낙남헌양로연도>를 통해 혜경궁의 회갑연에서 
낙남헌의 앞마당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음

Ÿ 『화성능행도』의 <득중정어사도>에서 정조의 활쏘기와 매화시방 
장면을 표현함

Ÿ 『원행을묘정리의궤』의 <신풍루사미도>를 통하여 1795년 당시 
신풍루에서 열린 진휼행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수원
화령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화령전응행절목』 

수원향교
『조선왕조실록』
『수원부읍지』

지지대비 『화성지』

Ÿ 비문의 내용 중 "우리 전하께서 능원을 살피시고 해마다 이 대
를 지나며 슬퍼하시고 느낌이 있어 마치 선왕을 뵙는 듯 하시
어 효심을 나타내시어 여기에 새기게 하시니, 선왕께서 조선의 
근본에 보답하고 너그러운 교훈을 내리시는 정성과 우리 전하
께서 선대의 뜻과 일을 이어 받으시는 아름다움을 여기에 그 
만의 하나로 상고했도다"라는 사실에서 정조의 애틋한 심정이 
드러남

241

2021 오산 독산성 국제학술심포지엄

구분  구성요소 관련 사료 일람 주요 내용

관방

독산성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홍재전서』
『화성성역의궤』
『독성산성기』

『진남루중수기』
『수원부읍지』

『화성지』
『수원군읍지』

Ÿ 『일성록』에 의하면 정조가 독산성에 올라 사도세자가 유숙할 때
의 일을 묻고 성내 집집마다 미포(米包)를 지급하였다고 전함

Ÿ 『독성산성기』에 의하면 넓은 들판 한 가운데 우뚝솟은 산의 모
양이 바라보기에 밋밋하다하여 독성(禿城)이라 하였다고 전해짐

Ÿ 『진남루중수기』에 의하면 변응성이 성을 높게쌓고 도랑을 파고 
깊은 샘을 만드는 한편 밭을 갈아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게하고 
궁노(弓弩), 석거(石車), 포화(砲火), 기계(器械) 등의 무기를 설치
하여 공격 및 방어비책을 훈련시켰다고 전해지며 1년만에 200
여호의 거주민과 사찰이 들어서 고관청건물 100여구가 있었다고 
기록됨

Ÿ 『화성성역의궤』에 의하면 독산성의 실질적 책임자인 장수를 화
성성역에 투입, 활용하고 벼슬의 품계를 올려주었음. 또한 독산
성을 현륭원의 조성이후 완공된 수원화성과 함께 능을 호위하는 
기각지세를 이루고있다고 인식함

수원화성

『화성성역의궤』
『원행을묘정리의궤』

『뎡니의궤』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홍재전서』
 『성제고』
「성화주략」

Ÿ 『성제고』를 통해 성의 기본 모습과 방어를 위한 옹성, 양마장, 
해자 등의 시설 및 성의 기본 크기와 넓이 등의 규격을 제시했
으며 평지성의 축성을 기본으로 성을 축조하는 순서를 명기

Ÿ 정약용의 「성화주략」을 지침으로 공사진행
Ÿ 『화성성역의궤』에 축성에 관한 사항을 항목별로 상세하게 작성

한 뒤 도설을 첨부하여 그 형태를 명확히 알수있게 함

관개

만석거

『조선왕조실록』
 『화성지』
 『일성록』

『비변사등록』
「제언절목」 
『홍재전서』

「권농정구농서윤음」 
『화성성역의궤』 

『대유둔설치절목』
『표롱을첨』

Ÿ 『화성성역의궤』에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수갑(수문) 등
의 만석거의 형태와 대유둔설치절목 등이 기록되어 있음

Ÿ 『표롱을첨』에는 만석거의 풍광을 소재로한 대유농가가 수원 8경
의 2경으로 소개되어 있음

만년제

『조선왕조실록』
『화성지』
『일성록』 

『비변사등록』
「제언절목」
『홍재전서』 

「권농정구농서윤음」 
『화성성역의궤』

 『건릉지』

축만제

『화성지』 
『비변사등록』 
「제언절목」
 『홍재전서』 

「권농정구농서윤음」 
『화성성역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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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산 독산성 세계유산적 가치성 연구(신동욱)

생산연도 제목 주요 내용 사진

1821 능원침내금양전도

Ÿ 건릉지에 수록

Ÿ 융릉, 건릉, 용주사, 만년제, 독

성산성이 표기됨

1834 청구도
Ÿ 독산성이 독성산성 명칭으로 표

기, 화산과 건릉 표기

1800-1834 여지도

1861 대동여지도
Ÿ 독산성이 독성이라는 명칭으로 

표기, 화산의 건릉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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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제목 주요 내용 사진

16세기 동국지도
Ÿ 용인과 진위 사이 독성산 표기, 

수원은 표기되어 있지 않음

1724-1776 팔도군현지도 Ÿ 독산성 표기

1737-1776
광여도

수원부지도

Ÿ 구읍이 위치한 화산의 지형이 

잘 표시됨, 독성산이라는 산이

름이 표기됨

1799~1800 화성도

Ÿ 화성 축성 완공 직후 모습 그린 

그림

Ÿ 화성행궁, 축만제 등이 상세하

게 그려짐

1849-1863 동여도
Ÿ 수원 화산의 건릉이 표시됨, 독

성산성은 네모난 산성 표시

[표 9]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 계획 관련 건축물 및 기념물 관련 주요 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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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산 독산성 세계유산적 가치성 연구(신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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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소결

오산 독산성의 세계유산적 가치성 연구는 독산성의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검토하여 등재전략 및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로서 진행되었다.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파

악하기 위해 최근의 등재경향 및 유사 등재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고, 독산성의 세계유산으

로서의 가치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여 단독등재 혹은 연속등재로서의 그 가능성을 진단하고 등재전

략을 구체화 하였다. 

연구결과, 단독유산으로서 독산성의 세계유산 추진은 어려운 면이 존재하며 세계유산으로서의 독

산성의 가치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원화성과 융건릉, 그리고 농업기반시설인 만석거, 축만

제, 만년제 등과 같은 주변지역의 유산들과의 연계성 속에서 부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 계획 관련 건축물 및 기념물’을 대상으로 12개의 

건축물, 기념물 등으로 구성된 연속 유산 구성요소를 설정 하였고, 유네스코가 요구하는 등재기준에 

이를 적용하여, 등재기준 및 진정성과 완전성, 보존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4가지 속성인 관방, 관개, 능침, 통치의 

4가지 속성을 검토하여 각 속성별 구성요소 간의 사회적, 문화적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 계획 관련 건축물 및 기념물의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세계유산 등재조

항 (ⅱ), (ⅲ) (ⅳ)를 통해 도출하였으며, 진정성과 완전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내, 국내 유사유적

간의 비교연구를 통해 차별성과 독특성을 도출하였다. 

요컨대,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 계획 관련 건축물 및 기념물은 12개의 구성요소로 이는 현

재 오산, 화성, 수원지역에 위치한다. 개별 구성요소들은 18세기 후반 신도시 건설을 위한 조선의 정

조의 정치적 실천 공간이었고, 이는 하나의 유적이 아닌 새로운 도시 계획 과정에서의 방어 체제의 

구축, 축성 공법, 농업 기술의 변화와 혁신, 효 사상 등을 보여주는 유산들을 종합적으로 연결하였을 

경우에 설명 가능한 것임을 연구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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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명과 청 시대의 황릉 :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등재 과정』에 대한 토론문

김영수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

명·청 시대왕조 무덤은 베이징, 난징, 안휘성, 허베이성 등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유산으로 

2000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2003년과 2004년 확장되었습니다. 발표문은 명·청 왕조 무덤의 탁

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과 함께 연속유산의 전형적인 예로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산을 세

계유산의 체계적인 틀 안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는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호관리 시스

템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발표문은 먼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유산의 속성 5가지(풍수를 충족하도록 선택된 

자연환경, 명·청 왕조의 건축기술, 왕조무덤의 건축형태, 명·청 왕실의 희생전통, 사람과 자연의 조화)

와 등재기준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등재된 유산과 이후 2003년과 2004년에 

확장 등재된 유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거나 표현하는 속성의 도출을 위해 어떠한 연구와 과정

이 있었는지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명·청 왕조 무덤 유적이 시간차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확장 등재된 것은 매우 흥미롭고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등재전략이 가능했던 이유와 현재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는 

다른 유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연속유산의 경우 통합적 관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중국에서는 세계유산을 일관되고 체계적으

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표준화된 모니터링 플랫폼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개별 유산에 맞

게 모니터링 체계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연속유산을 구성하고 있는 유산 간의 통합관

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53



[토론문]

『명과 청 시대의 황릉 :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등재 과정』에 대한 토론문

김영수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

명·청 시대왕조 무덤은 베이징, 난징, 안휘성, 허베이성 등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유산으로 

2000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2003년과 2004년 확장되었습니다. 발표문은 명·청 왕조 무덤의 탁

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과 함께 연속유산의 전형적인 예로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산을 세

계유산의 체계적인 틀 안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는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호관리 시스

템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발표문은 먼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유산의 속성 5가지(풍수를 충족하도록 선택된 

자연환경, 명·청 왕조의 건축기술, 왕조무덤의 건축형태, 명·청 왕실의 희생전통, 사람과 자연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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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등재된 유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거나 표현하는 속성의 도출을 위해 어떠한 연구와 과정

이 있었는지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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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모니터링 체계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연속유산을 구성하고 있는 유산 간의 통합관

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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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역사도시 자이푸르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토론문

오선화
수원시 화성사업소

학예연구사

본 발표는 2019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역사도시 자이푸르의 유산 가치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

하고 있습니다. 글을 읽는 내내 정조문화유산을 대표하는 수원화성과 유사한 점이 많아서 아주 흥미

로웠습니다. 수원화성은 1997년에 등재당시 도심을 둘러싼 성곽에 한해서 ‘동서양의 발전된 과학이 

반영된 근현대 군사건축물의 표본’으로 세계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원화성의 본질적 

가치는 조선 제22대 임금인 정조의 구상에 따라 만들어진 신도시 건설에 있습니다. 오늘 국제학술대

회를 통해 정조문화유산의 전반적인 가치를 검토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이전할 장소로 수원부의 읍치 자리로 선정하고, 수원부의 읍치

를 산으로 둘러싸인 폐쇄적인 곳에서 삼면이 개방된 지형으로 옮깁니다. 새로 옮긴 신읍치는 수도 한

양과 지방을 연결해주는 교통의 중심지로써 평지가 넓게 펼쳐져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

다. 정조는 수원화성을 상업이 번성한 대도회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사와이 라자 자이싱 2세가 라

자스탄의 주도를 산성도시 암베르에서 평지도시 자이푸르로 옮긴 것과 같은 목적입니다.

정조는 수원화성을 유통과 상업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울로 이어지는 길을 정비하고, 수원

에 상인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도인 한양의 상인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수원에 와서 장사를 하게 하자는 방안이 거론되었으나 실제로는 수원부에 거주하고 있는 상인에게 자본

금을 주고 상업을 부흥시키는 방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임금이 머무르는 임시궁궐이었던 화성행궁 큰길 

앞에 다양한 물품을 파는 시전을 만들어졌고, 관청에서는 시전의 물품확보와 판매권을 보장해주었습니

다. 이와 같은 혜택은 전국의 부자들을 불러 모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국 팔도의 부자들이 수원에 

모여들었고 이들이 사는 ‘팔부자 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마을의 또 다른 이름은 보시동(報施洞)입

니다. 임금님의 혜택을 입어 마을이 만들어졌음을 뜻합니다. 자이싱 2세가 자이푸르를 상업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상인들을 초청하는 편지를 보내고 토지와 세금을 면제해주었던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나 자이푸르의 도시기반시설이 불과 4년(1727~1731)만에 완성되고 이후에도 라자스탄 주도

이자 상업도시로 발전해 나간 것과는 달리, 수원화성은 1789년 신도시 조성이 시작되어 정조 승하 

이듬해인 1801년에 정조의 초상화를 모신 화령전을 건립하는 것으로 도시조성의 역사는 막을 내립니

다. 정조는 신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13차례 수원을 행차하여 성곽건설과 주요 건축물 건립,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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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우옌 왕조 유산으로서 후에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토론문

김영수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

후에 역사지구는 베트남의 중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인 응우옌 왕조의 수

도였습니다. 후에(Hue)는 1945년 응우옌 왕조의 멸망과 함께 수도로서의 지위를 상실했지만 옛 수도

로서 역사적 중요성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후에(Hue) 역사지구는 근대기 큰 수난을 겪었지

만 여전히 수도의 성곽, 왕조의 무덤, 사원 등 왕조시대의 시설과 기념물, 경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발표문은 도성이 후에(Hue) 도시계획의 핵심이자 건축에 있어서 왕실건축과 민속건축 사이에 간섭

(영향을 주고 받음)이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후에 도성을 건설하는데 중국의 도성제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왕실건

축과 민속건축 사이에 간섭(영향)이 있었다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후에의 건축은 강, 산, 풀밭 등 주변의 자연경관을 활용하였다고 하는데 자연을 활용하는 방

법에 있어 베트남 사람들의 태도와 인식에 대해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후에 도성은 베트남의 전통 성곽 축조기술과 프랑스의 보방식 구조를 결합하여 강력한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베트남의 전통적인 성곽(요새를 포함) 축조기술의 특징

과 후에 도성에 적용된 베트남의 성곽 축성기술 및 축성재료에 대해서도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후에기념물보존센터에서 후에(Hue) 역사지구의 보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해 주

셨는데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법 및 체계에 대해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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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표는 2019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역사도시 자이푸르의 유산 가치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

하고 있습니다. 글을 읽는 내내 정조문화유산을 대표하는 수원화성과 유사한 점이 많아서 아주 흥미

로웠습니다. 수원화성은 1997년에 등재당시 도심을 둘러싼 성곽에 한해서 ‘동서양의 발전된 과학이 

반영된 근현대 군사건축물의 표본’으로 세계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원화성의 본질적 

가치는 조선 제22대 임금인 정조의 구상에 따라 만들어진 신도시 건설에 있습니다. 오늘 국제학술대

회를 통해 정조문화유산의 전반적인 가치를 검토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이전할 장소로 수원부의 읍치 자리로 선정하고, 수원부의 읍치

를 산으로 둘러싸인 폐쇄적인 곳에서 삼면이 개방된 지형으로 옮깁니다. 새로 옮긴 신읍치는 수도 한

양과 지방을 연결해주는 교통의 중심지로써 평지가 넓게 펼쳐져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

다. 정조는 수원화성을 상업이 번성한 대도회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사와이 라자 자이싱 2세가 라

자스탄의 주도를 산성도시 암베르에서 평지도시 자이푸르로 옮긴 것과 같은 목적입니다.

정조는 수원화성을 유통과 상업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울로 이어지는 길을 정비하고, 수원

에 상인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도인 한양의 상인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수원에 와서 장사를 하게 하자는 방안이 거론되었으나 실제로는 수원부에 거주하고 있는 상인에게 자본

금을 주고 상업을 부흥시키는 방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임금이 머무르는 임시궁궐이었던 화성행궁 큰길 

앞에 다양한 물품을 파는 시전을 만들어졌고, 관청에서는 시전의 물품확보와 판매권을 보장해주었습니

다. 이와 같은 혜택은 전국의 부자들을 불러 모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국 팔도의 부자들이 수원에 

모여들었고 이들이 사는 ‘팔부자 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마을의 또 다른 이름은 보시동(報施洞)입

니다. 임금님의 혜택을 입어 마을이 만들어졌음을 뜻합니다. 자이싱 2세가 자이푸르를 상업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상인들을 초청하는 편지를 보내고 토지와 세금을 면제해주었던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나 자이푸르의 도시기반시설이 불과 4년(1727~1731)만에 완성되고 이후에도 라자스탄 주도

이자 상업도시로 발전해 나간 것과는 달리, 수원화성은 1789년 신도시 조성이 시작되어 정조 승하 

이듬해인 1801년에 정조의 초상화를 모신 화령전을 건립하는 것으로 도시조성의 역사는 막을 내립니

다. 정조는 신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13차례 수원을 행차하여 성곽건설과 주요 건축물 건립,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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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우옌 왕조 유산으로서 후에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토론문

김영수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

후에 역사지구는 베트남의 중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인 응우옌 왕조의 수

도였습니다. 후에(Hue)는 1945년 응우옌 왕조의 멸망과 함께 수도로서의 지위를 상실했지만 옛 수도

로서 역사적 중요성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후에(Hue) 역사지구는 근대기 큰 수난을 겪었지

만 여전히 수도의 성곽, 왕조의 무덤, 사원 등 왕조시대의 시설과 기념물, 경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발표문은 도성이 후에(Hue) 도시계획의 핵심이자 건축에 있어서 왕실건축과 민속건축 사이에 간섭

(영향을 주고 받음)이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후에 도성을 건설하는데 중국의 도성제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왕실건

축과 민속건축 사이에 간섭(영향)이 있었다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후에의 건축은 강, 산, 풀밭 등 주변의 자연경관을 활용하였다고 하는데 자연을 활용하는 방

법에 있어 베트남 사람들의 태도와 인식에 대해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후에 도성은 베트남의 전통 성곽 축조기술과 프랑스의 보방식 구조를 결합하여 강력한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베트남의 전통적인 성곽(요새를 포함) 축조기술의 특징

과 후에 도성에 적용된 베트남의 성곽 축성기술 및 축성재료에 대해서도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후에기념물보존센터에서 후에(Hue) 역사지구의 보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해 주

셨는데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법 및 체계에 대해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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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확산을 위한 활동』에 대한 토론문

김영수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

발표문에는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는 과정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 완

전성과 진정성 등에 대해 기술돼 있어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그 가치를 입증하기 위

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에 제시되었던 등재기준과 8개의 연속유산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관련하여 각각의 유산이 어떠한 가치를 입증하고 있는지 파악하

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8개의 연속유산이 백제후기(475∼660년)의 역사를 입증하는데 필수적

인 구성요소이며 진정성과 완전성을 충족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등재신청서에서 제시했

던 기준ⅳ)가 이코모스와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이유도 설명해 주어 흥미로웠습니다. 

최근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산을 보면 점차 연속유산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5개 세계유산 중 10개의 유산이 연속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연속유산은 통

합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문은 백제역사유적의 통합적 보존관리를 위한 조직구

성(백제세계유산센터)과 유산의 가치보존 및 활용 활동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연속유산을 관리하

는 여러 지자체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세계유산의 가치보존 및 활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발표문에 제시된 세계유산의 가치보존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은 매우 우수한 사례로 판단됩

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니터링 지표의 평가방식에 대해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모바일 애플리

케이션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 등 모니터링 결과는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세계유산 활용사업과 관련하여 홍보사업, 연구사업, 교육사업, 관광콘텐츠 개발 사업 등을 제

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관광콘텐츠 개발 사업은 유산의 가치를 홍보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

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관광압력을 증대시켜 유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도 

있습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이후 관광객의 증가와 관련하여 부정적 영향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광압력에 대한 대비 방안이 있다면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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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이렇게 10여 년 만에 정조가 꿈꾸었던 도시가 만들어졌

지만 수원화성에 내려와 살면서 개혁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했던 정조의 꿈은 완성되지 못한 것입니

다. 대신 화령전이 건립됨으로써 수원사람들에게 영원한 정조의 도시로 자리 잡습니다. 

정조의 묘소가 아버지 사도세자 묘소 옆에 만들어짐으로써, 정조 사후에도 역대 임금이 선왕의 묘

소를 참배하고 화령전에 제를 올리기 위해 17차례 수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마다 수원부 백성들을 

위한 혜택이 있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수원의 역사를 잊지 않고 도시의 정체성 이어나가

고자 하는 국가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원화성과 융건릉의 세계유산 등재, 『화성성역

의궤』와 『원행을묘정리의궤』, 『무예도보통지』의 기록유산 등재, 화성행궁 복원, 능행로의 전 구간 재

현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조문화유산의 가치는 10여년의 짧은 기간동안 완성한 기념물에 있지 않습

니다. 정조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노력한 지역민의 기억 속에 그 가치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

은 정조문화유산과 자이푸르의 같고 다른 점을 기반으로, 수원화성을 관리하는 유산관리자의 입장에

서 세 가지 궁금증을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 자이푸르의 등재기준 6항의 입증과정과 내용에 대해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등재기준 6

항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사건 또는 살아있는 전통, 사상 또는 신조가 예술적·문학적 작품과 

직접적 또는 가시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자이푸르는 상업도시 계획의 이념이 시장과 거리에 남아

있으며 대대로 전승된 건축기술로 보수복원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전통의 가치를 인

정받은 듯합니다. 수원화성의 축성과정과 정조의 수원행차를 기록한 자료인 『화성성역의궤』, 『원행을

묘정리의궤』를 바탕으로 정조 승하 이후에도 능행차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정조문화유산 역시 등재

기준 6항을 검토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정조문화유산의 추가연구를 위해 자이푸르의 사례에 대해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성을 자이푸르 역사도시의 유산구역으로 설정하고, 완충구역은 자이싱 

2세가 도시계획시 기준점으로 삼았던 북쪽의 가네쉬가르, 동쪽의 갈타지 산, 서쪽의 나하가르와 하스

로이, 남쪽의 샨케가르 등 주변 자연지형과 일치하게 설정하였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이푸르 

문화유산관리계획(2007) 등을 통해 완충구역에서 건축 등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 어떻게 지역민의 동의를 획득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자이푸르의 보존관리체계 즉, 역사도시를 보존하는 법령, 제도, 조직, 예산에 대한 내용에 대

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존 문화유산관리계획(2007)을 확장하여 자이푸르종합계획(2025)을 

수립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되어 있는데 문화유산관리계획과 자이푸르종합계획의 공간적 범위와 운영조

직, 사업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통합적인 관리체계,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정조문

화유산에서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화성유수부에 속한 같은 도시였으나 지금은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정조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조직이 모두 상이한 상태입니다. 유산가치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향후 과제를 해결하는데 자이푸르의 사례가 도움이 될 듯합니다. 흥미로운 사례를 공

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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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가치확산을 위한 활동』에 대한 토론문

김영수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

발표문에는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는 과정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 완

전성과 진정성 등에 대해 기술돼 있어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그 가치를 입증하기 위

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에 제시되었던 등재기준과 8개의 연속유산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관련하여 각각의 유산이 어떠한 가치를 입증하고 있는지 파악하

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8개의 연속유산이 백제후기(475∼660년)의 역사를 입증하는데 필수적

인 구성요소이며 진정성과 완전성을 충족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등재신청서에서 제시했

던 기준ⅳ)가 이코모스와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이유도 설명해 주어 흥미로웠습니다. 

최근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산을 보면 점차 연속유산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5개 세계유산 중 10개의 유산이 연속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연속유산은 통

합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문은 백제역사유적의 통합적 보존관리를 위한 조직구

성(백제세계유산센터)과 유산의 가치보존 및 활용 활동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연속유산을 관리하

는 여러 지자체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세계유산의 가치보존 및 활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발표문에 제시된 세계유산의 가치보존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은 매우 우수한 사례로 판단됩

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니터링 지표의 평가방식에 대해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모바일 애플리

케이션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 등 모니터링 결과는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세계유산 활용사업과 관련하여 홍보사업, 연구사업, 교육사업, 관광콘텐츠 개발 사업 등을 제

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관광콘텐츠 개발 사업은 유산의 가치를 홍보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

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관광압력을 증대시켜 유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도 

있습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이후 관광객의 증가와 관련하여 부정적 영향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광압력에 대한 대비 방안이 있다면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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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이렇게 10여 년 만에 정조가 꿈꾸었던 도시가 만들어졌

지만 수원화성에 내려와 살면서 개혁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했던 정조의 꿈은 완성되지 못한 것입니

다. 대신 화령전이 건립됨으로써 수원사람들에게 영원한 정조의 도시로 자리 잡습니다. 

정조의 묘소가 아버지 사도세자 묘소 옆에 만들어짐으로써, 정조 사후에도 역대 임금이 선왕의 묘

소를 참배하고 화령전에 제를 올리기 위해 17차례 수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마다 수원부 백성들을 

위한 혜택이 있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수원의 역사를 잊지 않고 도시의 정체성 이어나가

고자 하는 국가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원화성과 융건릉의 세계유산 등재, 『화성성역

의궤』와 『원행을묘정리의궤』, 『무예도보통지』의 기록유산 등재, 화성행궁 복원, 능행로의 전 구간 재

현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조문화유산의 가치는 10여년의 짧은 기간동안 완성한 기념물에 있지 않습

니다. 정조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노력한 지역민의 기억 속에 그 가치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

은 정조문화유산과 자이푸르의 같고 다른 점을 기반으로, 수원화성을 관리하는 유산관리자의 입장에

서 세 가지 궁금증을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 자이푸르의 등재기준 6항의 입증과정과 내용에 대해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등재기준 6

항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사건 또는 살아있는 전통, 사상 또는 신조가 예술적·문학적 작품과 

직접적 또는 가시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자이푸르는 상업도시 계획의 이념이 시장과 거리에 남아

있으며 대대로 전승된 건축기술로 보수복원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전통의 가치를 인

정받은 듯합니다. 수원화성의 축성과정과 정조의 수원행차를 기록한 자료인 『화성성역의궤』, 『원행을

묘정리의궤』를 바탕으로 정조 승하 이후에도 능행차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정조문화유산 역시 등재

기준 6항을 검토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정조문화유산의 추가연구를 위해 자이푸르의 사례에 대해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성을 자이푸르 역사도시의 유산구역으로 설정하고, 완충구역은 자이싱 

2세가 도시계획시 기준점으로 삼았던 북쪽의 가네쉬가르, 동쪽의 갈타지 산, 서쪽의 나하가르와 하스

로이, 남쪽의 샨케가르 등 주변 자연지형과 일치하게 설정하였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이푸르 

문화유산관리계획(2007) 등을 통해 완충구역에서 건축 등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 어떻게 지역민의 동의를 획득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자이푸르의 보존관리체계 즉, 역사도시를 보존하는 법령, 제도, 조직, 예산에 대한 내용에 대

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존 문화유산관리계획(2007)을 확장하여 자이푸르종합계획(2025)을 

수립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되어 있는데 문화유산관리계획과 자이푸르종합계획의 공간적 범위와 운영조

직, 사업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통합적인 관리체계,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정조문

화유산에서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화성유수부에 속한 같은 도시였으나 지금은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정조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조직이 모두 상이한 상태입니다. 유산가치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향후 과제를 해결하는데 자이푸르의 사례가 도움이 될 듯합니다. 흥미로운 사례를 공

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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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정조는 서울과 삼남의 길목에 수원화성을 만들고 교통과 유통의 도시로 육성해나갑니다. 비록 팔

달산 좌우 산맥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수원천이 성곽을 관통하여 수구가 열린 불안정한 형국이었지

만 풍수의 안온함보다 도시로서의 장점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풍수상 부족한 점은 식재를 통해 보완

하되 이조차 뽕나무와 과실수 등을 심어 백성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정조문화유

산에서 산과 하천, 연못, 나무는 자연환경의 가치를 넘어 도시조영의 특징을 보여주는 구성요소로써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융건릉과 만년제의 자연경관은 신도시의 조영원리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듯 한가

지로만 설명할 수 없는 다양성이 정조문화유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원화성을 비롯한 정조문화유

산의 총체적 가치를 정의함에 있어서 자연경관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수원화성 유산 실무자로써 평소 궁금하였던 점을 토론의 자리를 빌려 여쭈었습니다. 좋은 고민의 기

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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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으로서 조선왕릉(융·건릉)의 가치와 

연계유적과의 관계』에 대한 토론문

오선화
수원시 화성사업소

학예연구사

본 발표는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가치와 등재 시 권고사항을 먼저 살피고, 융릉과 건릉의 가치에 

대해 풍수, 입지, 공간구성의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융릉과 건릉의 연계유

산으로써 만년제, 용주사, 역사경관림을 살핌으로써 유산을 둘러싼 자연환경과 무형유산을 함께 보존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산을 바라보는 발표자의 시각에 동의하며, 본 학술대회가 정조문화유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임을 고려하여 두 가지 궁금증을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 발표자께서는 만년제는 융릉과 건릉의 연계유산이며, 정조시대 연못조영의 특성을 보여주는 

수리시설이자 능제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풍수적 비보기능을 갖춘 합수지로서의 가치, 

북두칠성의 상징적 가치, 천원지방설로 나타나는 음양 오행적 가치, 수리시설의 기술적 가치를 지닌다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리시설의 기술적 가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능제시설로서 풍수적 

성격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과 2021년 경기문화재단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만년제는 정조의 개혁정신과 수리정책

을 보여주는 유산으로써 만석거, 축만제와 함께 관개유산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년제는 융릉과 

건릉 조영의 측면에서는 정조의 풍수관을 보여주는 반면, 정조문화유산의 구성요소 상에서는 농업개

혁의 산물로서 가치를 지닙니다. 이는 “만년제 공사는 위로는 원침을 위하고 아래로는 민생을 위해 

만들었다.”는 정조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래 2가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유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조문화유산에서 풍수는 융건릉 조성과 관계된 부분에서만 강조되고, 그 외에는 강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원화성을 비롯한 정조문화유산의 총체적 가치를 정의함에 있어 풍수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발표자께서는 융릉과 건릉 주변의 식재 기록이 존재하고 수목이 잘 남아있기 때문에 보존가

치가 높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융건릉의 역사경관림뿐만 아니라 정조문화유산에서 식재에 대한 내

용은 경관 조성원칙과 정조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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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는 서울과 삼남의 길목에 수원화성을 만들고 교통과 유통의 도시로 육성해나갑니다. 비록 팔

달산 좌우 산맥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수원천이 성곽을 관통하여 수구가 열린 불안정한 형국이었지

만 풍수의 안온함보다 도시로서의 장점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풍수상 부족한 점은 식재를 통해 보완

하되 이조차 뽕나무와 과실수 등을 심어 백성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정조문화유

산에서 산과 하천, 연못, 나무는 자연환경의 가치를 넘어 도시조영의 특징을 보여주는 구성요소로써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융건릉과 만년제의 자연경관은 신도시의 조영원리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듯 한가

지로만 설명할 수 없는 다양성이 정조문화유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원화성을 비롯한 정조문화유

산의 총체적 가치를 정의함에 있어서 자연경관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수원화성 유산 실무자로써 평소 궁금하였던 점을 토론의 자리를 빌려 여쭈었습니다. 좋은 고민의 기

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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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으로서 조선왕릉(융·건릉)의 가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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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화성사업소

학예연구사

본 발표는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가치와 등재 시 권고사항을 먼저 살피고, 융릉과 건릉의 가치에 

대해 풍수, 입지, 공간구성의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융릉과 건릉의 연계유

산으로써 만년제, 용주사, 역사경관림을 살핌으로써 유산을 둘러싼 자연환경과 무형유산을 함께 보존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산을 바라보는 발표자의 시각에 동의하며, 본 학술대회가 정조문화유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임을 고려하여 두 가지 궁금증을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 발표자께서는 만년제는 융릉과 건릉의 연계유산이며, 정조시대 연못조영의 특성을 보여주는 

수리시설이자 능제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풍수적 비보기능을 갖춘 합수지로서의 가치, 

북두칠성의 상징적 가치, 천원지방설로 나타나는 음양 오행적 가치, 수리시설의 기술적 가치를 지닌다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리시설의 기술적 가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능제시설로서 풍수적 

성격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과 2021년 경기문화재단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만년제는 정조의 개혁정신과 수리정책

을 보여주는 유산으로써 만석거, 축만제와 함께 관개유산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년제는 융릉과 

건릉 조영의 측면에서는 정조의 풍수관을 보여주는 반면, 정조문화유산의 구성요소 상에서는 농업개

혁의 산물로서 가치를 지닙니다. 이는 “만년제 공사는 위로는 원침을 위하고 아래로는 민생을 위해 

만들었다.”는 정조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래 2가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유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조문화유산에서 풍수는 융건릉 조성과 관계된 부분에서만 강조되고, 그 외에는 강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원화성을 비롯한 정조문화유산의 총체적 가치를 정의함에 있어 풍수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발표자께서는 융릉과 건릉 주변의 식재 기록이 존재하고 수목이 잘 남아있기 때문에 보존가

치가 높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융건릉의 역사경관림뿐만 아니라 정조문화유산에서 식재에 대한 내

용은 경관 조성원칙과 정조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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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조문화유산 대표 속성을 능침유적, 관방유적, 관개유적, 통치유적으로 구분한 근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남아있는 12개 유산의 성격을 분류한 것인지, 정조문화유산의 속성을 대

표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신도시 화성의 역사적 연원과 도시발달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4개

의 속성이 정조문화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보여주는데 충분한지, 남아있는 12개 유산이 정조문화

유산의 완전성을 대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화성과 융건릉을 연결

하는 능행로와 물길, 지금은 사라져버린 수원화성 내외부에 존재했던 다양한 읍치시설과 생업시설, 통

신시설, 의례시설 등도 신도시 화성의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성요소입니다. 또한 화성 능행차와 

무예24기 등 무형유산 역시 신도시 화성의 가치를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조문화유산은 자연

환경을 비롯한 도시의 물리적 형태, 공간구조, 그곳에서 이루어진 관습과 전통, 문화적 행위까지도 아

우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발표자가 분류한 속성이 충분한지, 정조문화유산

의 가치를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제시한 등재기준 2항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발표자가 제시한 정조문화유산의 등

재기준 2항은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의 보편적 가치인 효 사상과 애민 사상이 도시조영과정에서 효과

적으로 녹아든 사례’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인간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반영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발표문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정조는 중국에서 들어온 유교적 정치관을 바탕으로 

하여 그 기본덕목인 효행과 양로의 구현을 통해 왕권강화와 개혁정치를 시도하였다’는 대목이 있는데, 

등재기준 2항이 사상적 교류를 의미하는 것인지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다른 유산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정조문화유산이 어떻게 차별성이 드러나는지에 대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발표자는 국내에서 왕조관련 유산 8개를 선정하여 능침, 관개, 관방, 통치 4개 

속성을 갖고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수원화성만이 관개유산을 갖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한 해외유산 비교에서는 능침, 관개, 관방 3개 속성을 갖고 있는지 검토하였고, 그 결과 메크네스 역

사도시, 카이로우안, 이스탄불 역사지구가 3개의 속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12개 유산이 분포되어 있는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는 옛 화성유수부의 중심 권역이었으나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현재는 서로 다른 도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특

색을 강조하기 위해 오산시는 독산성을 권율장군의 유산으로 가치홍보를 해왔습니다. 12개 유산이 정

조문화유산의 구성요소로서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다시 인식시킬 것인지 고민

이 필요합니다.

정조문화유산은 불과 1789년부터 1801년까지 10여년 만에 집약적으로 탄생한 도시기반시설입니

다. 정조 사후 100여 년 동안에는 순조부터 순종까지 17차례의 행차를 통해 정조가 만들고자 했던 

도시의 자부심을 이어갔고, 다시 일제강점기 이후 100여 년 동안은 과거의 기억을 잊지 않고자 했던 

국가적 노력이 도시의 정체성을 재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원화성과 융건릉의 세계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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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독산성 세계유산적 가치성 연구』에 대한 

토론문

오선화
수원시 화성사업소

학예연구사

본 발표는 독산성을 단독유산보다 정조문화유산의 한 구성요소로써 등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2020년의 선행연구에 따라 정조문화유산의 구체적인 내용과 가치를 점검한 연구 결과물입니다. 제목

은 ‘오산 독산성 세계유산적 가치성 연구’이나 발표내용은 ‘정조문화유산 세계유산적 가치성 연구’에 

해당합니다.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연구진과 실무진이 협력하였기 때문에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

에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수원화성의 보존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써 유산의 가치에 대

해 치밀하게 고민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등재 후 올바른 보존관리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거듭 깨닫고 있습니다. 수원화성의 사례를 보면, 1997년에 등재당시 ‘동서양의 발전된 과학

이 반영된 근현대 군사건축물의 표본’으로 세계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당시에는 탁월한 보편

적 가치에 대한 진술문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2년 제2차 정기보고 시 진술문을 소급 작성하

여 승인받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수원화성은 18세기 조선사회의 상업적 번영과 급속한 사회변화, 기

술발달을 보여주며 군사, 행정, 상업적 기능을 담당하는 신도시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 등재기준 3항

을 충족했습니다. 

그러나 행정도시와 상업도시의 성격을 보여주는 구성요소가 성곽 내부와 외부에 널리 분포되어 있

지만 수원화성의 유산구역은 성곽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구성요소 중 

일부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성곽 내부와 성곽 외부 500미터 구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관리주체가 달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무엇보다 수원화성 신도시와 관련된 유

산이라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조문화유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연속유산 등재준비는 반가운 소식이 아

닐 수 없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는 이 과정은 18세기 조선의 역량이 집중된 신도시 수원화성

의 유산 가치를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는 현재 옛 화

성유수부의 역사적 기억이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남아 있는지 살펴보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에 필자는 본 발표에서 몇 가지 궁금증을 묻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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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조문화유산 대표 속성을 능침유적, 관방유적, 관개유적, 통치유적으로 구분한 근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남아있는 12개 유산의 성격을 분류한 것인지, 정조문화유산의 속성을 대

표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신도시 화성의 역사적 연원과 도시발달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4개

의 속성이 정조문화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보여주는데 충분한지, 남아있는 12개 유산이 정조문화

유산의 완전성을 대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화성과 융건릉을 연결

하는 능행로와 물길, 지금은 사라져버린 수원화성 내외부에 존재했던 다양한 읍치시설과 생업시설, 통

신시설, 의례시설 등도 신도시 화성의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성요소입니다. 또한 화성 능행차와 

무예24기 등 무형유산 역시 신도시 화성의 가치를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조문화유산은 자연

환경을 비롯한 도시의 물리적 형태, 공간구조, 그곳에서 이루어진 관습과 전통, 문화적 행위까지도 아

우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발표자가 분류한 속성이 충분한지, 정조문화유산

의 가치를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제시한 등재기준 2항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발표자가 제시한 정조문화유산의 등

재기준 2항은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의 보편적 가치인 효 사상과 애민 사상이 도시조영과정에서 효과

적으로 녹아든 사례’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인간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반영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발표문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정조는 중국에서 들어온 유교적 정치관을 바탕으로 

하여 그 기본덕목인 효행과 양로의 구현을 통해 왕권강화와 개혁정치를 시도하였다’는 대목이 있는데, 

등재기준 2항이 사상적 교류를 의미하는 것인지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다른 유산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정조문화유산이 어떻게 차별성이 드러나는지에 대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발표자는 국내에서 왕조관련 유산 8개를 선정하여 능침, 관개, 관방, 통치 4개 

속성을 갖고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수원화성만이 관개유산을 갖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한 해외유산 비교에서는 능침, 관개, 관방 3개 속성을 갖고 있는지 검토하였고, 그 결과 메크네스 역

사도시, 카이로우안, 이스탄불 역사지구가 3개의 속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12개 유산이 분포되어 있는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는 옛 화성유수부의 중심 권역이었으나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현재는 서로 다른 도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특

색을 강조하기 위해 오산시는 독산성을 권율장군의 유산으로 가치홍보를 해왔습니다. 12개 유산이 정

조문화유산의 구성요소로서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다시 인식시킬 것인지 고민

이 필요합니다.

정조문화유산은 불과 1789년부터 1801년까지 10여년 만에 집약적으로 탄생한 도시기반시설입니

다. 정조 사후 100여 년 동안에는 순조부터 순종까지 17차례의 행차를 통해 정조가 만들고자 했던 

도시의 자부심을 이어갔고, 다시 일제강점기 이후 100여 년 동안은 과거의 기억을 잊지 않고자 했던 

국가적 노력이 도시의 정체성을 재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원화성과 융건릉의 세계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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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독산성 세계유산적 가치성 연구』에 대한 

토론문

오선화
수원시 화성사업소

학예연구사

본 발표는 독산성을 단독유산보다 정조문화유산의 한 구성요소로써 등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2020년의 선행연구에 따라 정조문화유산의 구체적인 내용과 가치를 점검한 연구 결과물입니다. 제목

은 ‘오산 독산성 세계유산적 가치성 연구’이나 발표내용은 ‘정조문화유산 세계유산적 가치성 연구’에 

해당합니다.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연구진과 실무진이 협력하였기 때문에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

에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수원화성의 보존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써 유산의 가치에 대

해 치밀하게 고민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등재 후 올바른 보존관리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거듭 깨닫고 있습니다. 수원화성의 사례를 보면, 1997년에 등재당시 ‘동서양의 발전된 과학

이 반영된 근현대 군사건축물의 표본’으로 세계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당시에는 탁월한 보편

적 가치에 대한 진술문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2년 제2차 정기보고 시 진술문을 소급 작성하

여 승인받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수원화성은 18세기 조선사회의 상업적 번영과 급속한 사회변화, 기

술발달을 보여주며 군사, 행정, 상업적 기능을 담당하는 신도시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 등재기준 3항

을 충족했습니다. 

그러나 행정도시와 상업도시의 성격을 보여주는 구성요소가 성곽 내부와 외부에 널리 분포되어 있

지만 수원화성의 유산구역은 성곽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구성요소 중 

일부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성곽 내부와 성곽 외부 500미터 구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관리주체가 달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무엇보다 수원화성 신도시와 관련된 유

산이라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조문화유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연속유산 등재준비는 반가운 소식이 아

닐 수 없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는 이 과정은 18세기 조선의 역량이 집중된 신도시 수원화성

의 유산 가치를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는 현재 옛 화

성유수부의 역사적 기억이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남아 있는지 살펴보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에 필자는 본 발표에서 몇 가지 궁금증을 묻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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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 『화성성역의궤』와 『원행을묘정리의궤』, 『무예도보통지』의 기록유산 등재, 화성행궁 복원, 정조 

능행차의 전 구간 재현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조문화유산의 가치는 10여년의 짧은 기간동안 완성한 

기념물에 있지 않습니다. 정조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노력한 지역민의 기억 속에 그 가치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정조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지역민들의 공감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합

니다. 긴 호흡을 통해 지역민에게 남겨진 정조문화유산의 가치를 총 망라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등재준비를 통해 새로운 동기가 부여된다면 정조문화유산은 살아있는 유산으로 그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원화성 보존을 담당하는 관리자로써 좋은 고민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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