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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유네스코(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세계유산 가운데 자연유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지정건수의 1/3에도 못 미치며 이에 대한 큰 이유는 세계적으로 가장 탁월한 가치 즉, 과학적 혹은 보존적

관점에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빼어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니고 있어야만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한편 지금까지 지정된 180건의 세계자연유산 중 9건만이 화석과 관련된 자연유산이다. 이 연구

에서는 이 9건의 화석관련 세계자연유산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들이 가진 장점을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

백악기 공룡해안(KCDC: Korean Cretaceous Dinosaur Coast)의 등재 준비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2005년에 지정된 이집트의 Wadi Al-Hitan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담당직원들과의 인터뷰

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정리하 다. Wadi Al-Hitan의 성공적인 관리와 운 체계는 세 가지 요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연구와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운 이고 둘째, 관련 전문가 채용과 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친화적인 보존기법 적용과

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실행이다.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세계자연유산 후보지역들이 성공적으로 등재되고 관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부각하여 신청서 제출 이전부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등 국제전문가들로부터 OUV를 인정받고, 연구와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정식직원으로 고용하여 준비과정에서

부터 참여해야 하며, 등재 이후의 관리와 운 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보유한 유일한 세계자연유산인‘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2007년 최종 등재까지의 준비과정에서도 경험했듯이 한 지역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기까지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와 각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상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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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10년 6월 기준으로 모두 911건의 유네스코 세계

유산이 등재되어 있다. 그 가운데 704건은 문화유산,

180건은 자연유산, 그리고 27건은 복합유산으로 분류

되어 있으며, 모두 151개의 나라에 분포되어 있다

(http://whc.unesco.org/en/list/). 

이와같이유네스코세계유산가운데자연유산의등록

건수가 문화유산의 등록건수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문화유산과자연유산이지니고있는고유의성격

과유네스코에서제시하고있는심사기준의차이에서기

인한다고볼수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자연유산으로 인정받고

등재되기위한조건은다음사항들가운데최소한한가지

가 적용되어야 한다. 아래의 내용은 세계유산 실행지침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에나와있는선정기준(The

Criteria for Selection) 가운데자연유산분야에해당되는

7번에서10번까지의내용이다.

7번: 빼어난자연미(natural beauty)와심미적중요성

(aesthetic importance)을 보여주는 최상급(superlative)

의자연현상이나지역

8번: 지구역사의 대표적인 단계를 나타내는 뛰어난

(outstanding) 사례로서 생명체의 기록, 지형발달에

있어서현재진행중인중요한지질학적현상이나과정,

혹은중요한지형학적및지문학적특징

9번: 육지, 담수, 해안 및 해양생태계, 그리고 식물과

동물군의진화및발달과관련되어현재진행되고있는

중요한 생태학적/생물학적 과정을 보여주는 뛰어난

사례

10번: 생물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연 서식지로서 과학적 혹은 보존적 관점

에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OUV를 지닌 멸종 위기의

생물종이서식하는지역

위와 같은 기준으로 지금까지 유네스코 세계자연

유산으로 지정된 180건을 살펴보면 ① 멸종위기 종

(Endangered Species)이서식하고있는특별한생태계를

포함하는 지역 ② 지구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결

고리역할을하는중요화석이발견된지역과보존이필요

한 지역 ③ 시급하게 보존하여 생태계를 지금의 자연

상태로유지하여더이상의환경파괴를막아야하는지역

④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빼어난 아름다움과

장엄한풍경을지닌보호지역등으로나눠질수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 등재된 것

은2007년6월27일“제주화산섬과용암동굴”이라는명칭

으로공식등재된단1건이다.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의

실질적인 학술적 검토와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IUCN

(세계자연보존연맹)은당시“제주화산섬과용암동굴”의

세계유산으로서의가치를매우높게평가하 으며, 향후

추가로지정될수있는지역도거론한적이있다. 따라서,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 지정된 세계자연유산

지역에대한장기적인안목을가지고보전방안을철저히

세우고, 모니터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끊임없이새로운학술적가치를연구하고조사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관리기구 조직 내에서 활동

하여야 하며, 새로 추가될 지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그무엇보다중요하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목표로“한국

백악기 공룡해안(Korean Cretaceous Dinosaur Coast)”이

잠정목록에올라있으며, 2008년도에한차례IUCN의현지

실사를받은적이있으나, 2009년 6월세계유산총회에서

최종 심사에 대하여 철회를 한 바 있다. 따라서 더욱 완

벽한준비를갖춘이후최종신청서를제출하기위한다각

적인 등재추진 방안을 관련 학계와 관련 지방자치 단체

에서는모색중에있다. “한국백악기공룡해안”과더불어

잠정목록에 올라 있는“설악산 천연보호구역”과“창녕

우포늪”2곳도 성공적인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국내외 사례조사를 보다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연유산에 담긴 그 가치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

도록노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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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에서는현재가장성공적인화석분야의유네스

코 세계자연유산 모델로 손꼽히는 이집트 Wadi Al-Hitan

을분석하여그관리와운 사례를살펴보고자한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유일한 세계자연유산인“제주 화산섬

과용암동굴”이나가야할방향을제시하는데일조를할

것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한국 백악기 공룡해안”의

등재준비에많은시사점을줄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2005년에 등재된 유네스코 세계자연

유산인 이집트『Wadi El-Rayan Protected Area』내에 위치

한 Wadi Al-Hitan를 직접 방문하여 2010년 12월 9일부터

3일간현장에서조사가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은크게세

가지로 나누어 진행하 다. 첫째,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가장 큰 이유인 원시 고래화석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OUV가 있는지 파악하 고, 두 번째로는 현장에서

근무하는직원들과의인터뷰를통해2005년등재가되기

까지의과정과등재이후의변화등에대하여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는어떠한관리와운 이실제로어떻게행해

지는지와방문객의관람형태를파악하기위해서해가뜰때

부터 해가 지고 난 후까지 면 히 조사하 다. 우리나라

남해안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준비를보다객관적이고도체계적으로진행하기위

하여이미화석분야로지정되어관리되고있는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역들에 대한 OUV와 특징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화석관련분야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호 주: Australian Fossil Mammal Sites
(Riversleigh / Naracoorte)

캐나다: Dinosaur Provincial Park
@@@@@@@@  Joggins Fossil Cliffs
@@@ @ @ @ @ @ Miguasha Park

이집트: Wadi Al-Hitan(Whale Valley)

독 일: Messel Pit Fossil Site

스위스: Monte San Giorgio

국: Dorset and East Devon Coast

아르헨티나: Ischigualasto / Talampaya Natural Parks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가운데, ‘화석’과관련된세계

유산은 그 숫자가 매우 적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

각해볼수있다. 세계적으로가장중요한의미를지니면

서도지구역사를이해하는데결정적인단서를제공하는

화석이발견되는지역으로서탁월한학술적의미를지니

고 있어야 세계유산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척추동물의 여러 진화단계에 있어서 가장 그 변화

의 순간을 보여주는 화석들이 발견되거나, 확실하게 한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들(표준화석)이 가장 잘 나타나 있

어야 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도세계에서가장좋은곳으로인정받는화석산지라야만

지정연도 관련
주요화석

/지정기준 지질시대

Dinosaur
1979년/7번과8번 중생대 공룡

Provincial Park

Australian Fossil
1994년/8번과9번 신생대 포유동물

Mammal Sites

Messel Pit 
1995년/8번

신생대
포유동물

Fossil Site 에오세

Miguasha Park 1999년/8번
고생대

어류
데본기

Ischigualasto/ 초기포유류, 공룡,

Talampaya 2000년/8번
중생대

파충류, 어류,

Natural Parks
트라이아스기

양서류, 식물 등

Dorset and East
2001년/8번 중생대

어룡 등

Devon Coast 해양파충류

Monte San
2003년[2010]/8번

중생대
파충류

Giorgio 트라이아스기

Wadi Al-Hitan
2005년/8번

신생대
원시고래@

(Whale Valley) 에오세

Joggins Fossil
2008년/8번

고생대
파충류

Cliffs 석탄기

표 1 화석분야 세계자연유산 현황(2010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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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되는것이다. 현재화석분야로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건수가 불과 9건으로 180건 가운데 5%에도 미치

지 못하는 숫자이다. 단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8번의

등재기준에 부합되기 때문에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 5건은 2000년대 이후에 등재

되어 비교적 지정된 지 오래되지 않은 점도 특징적이다.

http://whc.unesco.org/en/list/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화석관련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특징을요약하 다.

[Dinosaur Provincial Park]

캐나다알버타주립공룡공원

- 지정년도: 1979

- 지정기준: 7번/8번

- 소 재 지 : 캐나다알버타주남동부의부룩스시에서

북동쪽으로50km 떨어진곳에위치

- 화석의 특징 : 약 7천5백만년~7천7백만년 전인 중생

대 백악기 후기 지층에서 발견된 공룡, 거북, 양서류,

어류등그보존상태와학술적가치가매우높다. 특히

12과 34속 35종에 속하는 공룡화석들이 발견되었는

데 그 보존도가 완벽한 골격이 상당수 많기 때문에

중생대 백악기 후기의 공룡들을 연구하는 데 결정적

인열쇠를제공해준다. 지금까지300여점의공룡골격

들이발굴되었고, 그가운데150여점의골격들이30개

의중요자연사박물관에현재전시중에있으며전시

표본들이이동전시를통해세계여러나라를순회중에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공룡들로는 티라노사우루스과,

파키세팔로사우루스과, 하드로사우루스과, 노도사

우루스과등을들수있다. 공룡이외에도어류, 거북,

양서류, 그리고 유대류 동물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특히 Royal Tyrrell Museum을 통해 이 지역에서 발견

되는 공룡을 포함한 모든 화석들을 대상으로 연구,

보존, 전시, 교육등의기능이수행되고있다. 이박물

관은세계에서가장활발한연구가진행되고있는공룡

박물관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현재 10명의 전문연구

원들이다양한연구분야에서일하고있고, 세계여러

나라에서이곳을찾는방문객들에게알버타주립공룡

공원이지니고있는과학적정보와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를교육하고있다.

[Australian Fossil Mammal Sites]

호주포유류화석산지

- 지정년도: 1994

- 지정기준: 8번/9번

- 소 재 지 :호주의 나라쿠트(Naracoorte)와 리버즐

레이(Riversleigh)에위치

- 화석의 특징 : 다른 대륙들과 아주 멀리 떨어진 호주

지역에서만 현재 서식하는 동물들이 과연 어떠한 과

정을거치게되었는지를알려주는독보적인포유동물

화석들이많이발견된다. 나라쿠트에서는지금은사라

졌지만 오래 전에 호주대륙에서 살았던 포유류 화석

들이보존상태가좋은상태로묻혀있다. 특히나라쿠

트에 있는 빅토리아동굴에서 발견된 플라이스토세

척추동물화석들은그다양성과숫자면에서가히세계

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총 118종의 척추동물과

수만 점이 넘는 표본들이 이 산지에서 보고되었다.

크기도아주작은개구리에서부터코뿔소만한크기의

유대류 동물에 이르는 거대한 동물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화석들이 발견되었으며 이 가운데에는 빙하기

시기의호주에서살았던포유동물화석들도포함된다.

리버즐레이에서는 곤드와나(Gondwana) 대륙에서

살았던 동물들의 골격화석이 발견됨은 그 당시 호주

대륙이 지금의 모습과 달리 곤드와나 대륙과 하나의

땅덩어리 음을 지시해 준다. 신생대 올리고세와 마

이오세 (1천5백만년~2천5백만년 전) 동안 열대우림

이었을 당시 일어났던 다양한 생물상들의 변화 기록

들이보존되어있는곳이기도하다. 약1천5백만년전

된단공류(monotreme) 두개골과이빨화석을통해다

른어느지역에서도볼수없는독특한특징도발견할

수 있다. 이곳에서 발견된 35종의 박쥐화석들은 세계

에서종다양성이 가장높은기록으로손꼽힌다. 현생

캥거루와 전혀 다른 생활을 했던‘킬러 캥거루’라고

불리는 육식성 캥거루인 Ekaltadeta ima, ‘도마뱀이

뱀의 조상’임을 나타내주는 뱀 화석 등 세계 어느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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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볼수없는유일한화석들이이곳에서발견되

었다. Wonambi naracoortensis는 호주대륙의 가장 큰

육식 포유류인 Thylacoleo carnifex를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몸길이가10m가넘는뱀으로밝혀졌다.

[Messel Pit Fossil Site]

독일메셀화석산지

- 지정년도: 1995

- 지정기준: 8번

- 소 재 지 : 독일헤센주메셀

- 화석의 특징 : 신생대 에오세 (3천6백만년~5천7백만

년 전)의 포유동물,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등 다

양한 척추동물의 화석들과 곤충화석이 발견된 지역

으로그보존상태와중요성이세계에서손꼽히는곳

이다. 특히, 신생대에오세에접어들면서다양한포유

동물들이 등장하고 발달하면서 육지생태계를 완벽

하게 점령한 시기로 그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지게

되는데, 그변화를이곳에서발견되는화석들을통해

서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다. 특히, 어떤 포유동물

화석의경우그보존상태가완벽해서그동물이죽기

전에먹었던음식물이나새의깃털화석까지도그대로

화석으로 보존된 사례가 있을 정도이다. 마치 타임

머신을타고신생대에오세로돌아간듯이매우생생

한모습을볼수있다.

[Miguasha Park]

캐나다미구아샤공원

- 지정년도: 1999

- 지정기준: 8번

- 소 재 지 : 캐나다퀘벡주의남동부에위치

- 화석의 특징 : 고생데 데본기 지층에서 발견된 어류

화석이발견된곳으로, 고생대가‘어류의시대’ 다는

사실을확인시켜주는곳이다. 특히어류화석들가운데

총기어류(lobe-finned fish)에 속하는 어류화석이 주로

발견되었다. 이총기어류(육기어류,crossopterygian group)

는 최초로 네 발로 육상을 걸으면서 폐로 호흡했던

육지동물로 진화하기 바로 전 단계의 동물로 알려져

있다. 2,000마리가 넘는 유스테놉테론(Eusthenopteron

foordi)이 이곳에서 발견되었으며, ‘발 달린 물고기’로

알려질정도로초기양서류(Ichthyostega나Acanthostega)

와 형태학적으로 유사점이 많다. 약 3억7천8백만년

전으로 알려졌으며, 지금까지 9,000마리 이상의 어류

화석표본이 발굴되었다. 어류화석 이외에도 최초의

육상전갈인 Petaloscorpio bureaui와 데본기를 대표하

는식물화석들도다양하게발견되었다.

[Ischigualasto/Talampaya Natural Parks]

아르헨티나이시구알라스토/탈람파야자연공원

- 지정년도: 2000

- 지정기준: 8번

- 소 재 지 : 아르헨티나 북서부에 위치한 San Juan과

La Rioja 지역

- 화석의 특징 : 중생대 트라이아스기(2억8백만년~2억

4천5백만년 전) 지층에서 발견된 독특한 척추동물화

석들과 트라이아스기 고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

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초기포유동물, 공룡, 파충류,

양서류, 어류, 식물화석 등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렇

게 다양한 트라이아스기 척추동물들이 발견된 적이

없을정도로중요한학술적의미를지닌다. 포유동물

과 공룡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동물의 화석이 발견된

사실도OUV로서의가치가있다. 이곳에서확인된척

추동물화석의 속(genus)은 총 56속이 넘고, 원시형태

의 악어도 포함된다. 헤레라사우루스(Herrerasaurus

ischigualastensis)라고 하는 몸길이 3~6m 정도의 육식

공룡은 중생대 트라이아스기에 등장했던 대표적인

수각류(Suborder Theropoda) 공룡이다. 1988년 이곳

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두개골과 골격이 발견되면

서 초기 육식공룡들에 대한 정체를 밝힐 수 있게 되

었다. 헤레라사우루스와 같은 초기 공룡들이 살았던

트라이아스기는 아직 공룡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이

었으며, 트라이아스기가 끝날 무렵부터 본격적인 공

룡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화석으로서 확인

시켜준곳이바로이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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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set and East Devon Coast]

국도셋과이스트데본해안

- 지정년도: 2001

- 지정기준: 8번

- 소 재 지 : 국남서부도셋카운티와데본카운티

동부해안지역이다. 

- 화석의 특징 : ‘쥐라기 해안’으로 더 잘 알려진 지역

으로 지질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곳이기도하다. 1673년존레이에의해처음으로화석이

발견된 이후 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다양한 화석들이

연구되었다. 특히, 이지역은중생대의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를 차례대로 모두 관찰할 수 있기 때

문에‘살아있는교과서’라고부를수있다. 약155km에

걸쳐서 1억8천5백만 년 동안 일어난 지구의 역사를

볼수있는유일한곳이다. 아마추어화석발굴가로유

명한메리애닝(1799~1847)이이지역에서어룡과여러

해양파충류 화석을 발견해서 그 당시 학계와 박물관

에 알려지게 되었고, 석학으로 손꼽히는 지질학자들

의중요한연구도바로이곳에서진행되었다. 이곳에서

발견된 어룡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표본이며,

제일 많이 연구되어 거의 모든 전문서적에 등장한다.

공룡발자국이나 익룡과 같은 다양한 척추동물 화석

들과 암모나이트와 같은 무척추동물의 화석들도 잘

알려져있다.

[Monte San Giorgio]

스위스산지오르지오화석산지

- 지정년도: 2003(2010년확대지정)

- 지정기준: 8번

- 소 재 지 : 스위스남부지방에있는루가노호수남쪽

에위치하고있다.

- 화석의특징: 이곳의중생대트라이아스기지층에서

발견된해양파충류화석들은당시의기후뿐만아니라,

척추동물 화석의 중요한 격변기를 잘 나타내 준다.

해양파충류, 어류, 조개, 암모나이트, 갑각류 등을

비롯해서, 곤충과 식물화석들도 풍부하게 산출된다.

지금은 산악 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중생대

트라이아스기때에는열대기후의산호초(lagoon) 환경

이었다. 지금까지발견된화석들을통해서30여종의

파충류들과80여종의어류들이동정되었다. 지난75년

간스위스와이탈리아의학자들에의해정 하게연구

되어왔던이지역은단일지역으로서트라이아스기의

해양파충류 화석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유명한지역이다. 해발1,096m 높이의산으로써나무

가 울창하게 우거진 화석산지이며, 2003년 최초로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지정될때에는스위스에

속한 지역만 지정구역에 포함되었으나, 2010년 이탈

리아에속한지역도함께포함되면서확대지정되었다.

[Joggins Fossil Cliffs]

캐나다조긴스화석절벽

- 지정년도: 2008

- 지정기준: 8번

- 소 재 지 : 캐나다동부노바스코샤주해안에있는펀

디만에위치

- 화석의 특징 : 고생대 석탄기(2억9천만년~3억5천

4백만년전)의‘갈라파고스’라고할정도로석탄기를

대표할수있는지역이며, 그가운데에서도펜실베니안

(Pennsylvanian) 동안일어났던환경변화를잘반 해

주는, 학술적 가치가높은화석산지이다. 이름에서도

나타나듯이 절벽 단면에서 관찰되는 지층의 구조와

화석들의중요성은세계최고의수준을자랑한다. 최초

의파충류화석, 무척추동물화석, 나무화석들이발견

되었으며, 발자국화석들도산출되었다. 이곳에서발

견된 다양한 생명체들의 화석들은 당시의 숲을 재현

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이 시기의 수많

았던나무화석들덕분에석탄을우리가얻을수있는

셈이기도하다. 현대지질학의창시자라고불리고있는

찰스 라일(Charles Lyell) 등 지질학계의 기초를 닦았

던학자들이이곳에서많은연구성과를얻었다. 그중

에는 Hylonomum lyelli 라고 하는 파충류도 윌리엄

다우손(William Dawson)에의해서발견되었는데, 이는

모든 공룡의 조상에 해당하는 동물로 물에서 육지로

완전히그생활패턴을옮기는데성공한최초의파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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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로알려져있다. 이와같이생명체의중요한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학술적 자료를 제공해주는

조긴스 화석절벽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관찰하기

어려운중요한화석들을확인할수있는곳이다.

이집트Wadi Al-Hitan 특징분석

Wadi Al-Hitan은“고래계곡(Valley of Whale)”이란

뜻을 지닌 지명으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지정기준

8번에해당되는지역이다<그림1>. 

과학적 혹은 보존적 관점에서 Wadi Al-Hitan이 지니고

있는과학적혹은보존적관점에서보존할필요성이있는

빼어난보편적가치는어느누구도부정할수없을정도로

확실하다. 고래의 기원을 밝히고, 현생고래가 탄생하기

까지의과정을이해하는데결정적인단서를제공해주는

원시고래류화석들이세계에서가장많이발견되는화석

산지로, 다음과같은이유로그OUV가매우명백함을확인

할수있다.

지금은 멸종된 고래종류인 원시 고래류에 속하는

바실로사우루스(Basilosaurus)와 도루돈(Dorudon)

골격화석이세계에서가장많이발견되는점

발견된 고래화석의 보존상태가 그 어떤 지역보다도

탁월하고, 추가로발견될가능성이매우높으므로지정

지역에대한보존가치가높다는점

육지에서다시바다로돌아가는척추동물의변화과정

을 잘 나타내는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제공하는 지역

이라는점

고래의진화에있어서가장대표적인변화과정을보여

주는화석들이발견되는점

고래화석들이발견되고있는지역이국가지정보호구역

으로보존되고있는지역이며, 그환경이매우아름답고

뛰어난절경을제공하고있다는점

1902년처음으로이지역에서고래화석이발견되었지만

본격적인발굴이시작된것은1983년부터이다. 지금까지

최소한 400여 마리 이상의 고래골격들이 발견되었을

정도로그수가단연세계최고라고단언할수있다. 매일

불어오는 모래폭풍에 의해서 새로운 고래화석의 뼈들이

노출되기도 하고, 끊임없이 진행되는 풍화작용에 의해

이미노출된뼈들이더선명하게보이기도한다.

2000년부터 Wadi Al-Hitan에서 지난 10년간 발굴에

참여해왔고, 지금은 현장에서 모든 발굴 작업과 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현장 고생물학자(site paleontologist)인

직원과인터뷰를통해이Wadi Al-Hitan에대한자부심을

크게느낄수있었다. 이현장고생물학자의업무는지정

지역내에서기존에발견되었던고래화석과새롭게발견

되는고래화석들에대한학술적인연구와모니터링을책

임지고있으며, 방문객들에대한설명과교육, 국외연구

자들과의 학술교류 등 화석에 대해 관련된 전반적인 사

항을 책임지고 있다. 이 곳 Wadi Al-Hitan 세계자연유산

지역에는탐방로를따라곳곳에서발견되는화석들을자

연스럽게 산책을 하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현장을 발견

당시의모습으로보존해놓았다. 모든관람객들은걸어서

이동해야 하며, 관리와 모니터링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그림 1 이집트 Wadi Al-Hitan의 위치

Wadi Al - Hitan Egypt

Cairo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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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차량만 다닐 수 있는 아주 작은 비포장도로가

만들어져 있다. 지금까지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하곤 모든

방문객들이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왕복 3km의 탐방로

를 걸어서 관람했다고 한다. 이집트 대통령의 부인만

차로안내를했을뿐, 국무총리를비롯해서그어떤인사

가공식방문을하더라고규정에의거해서반드시걸어서

현장을안내했다고한다. 이는차량이동을통해아주작은

부분이라도발생할수있는훼손이나피해를미연에방지

하고자하고이지역에서정한가이드라인을어느누구도

예외없이적용하고자하는이집트정부의의지를강력히

반 하는것이다.

Wadi Al-Hitan 은2005년에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등재

되었으며, 지정이후많은관람객들이해외에서부터관람

하러올정도로홍보가잘되고있다. Wadi Al-Hitan의성공

적인관리와운 은다음과같은세가지요소가잘조화를

이루었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1. 학술적 가치를 끊임없이 발굴할 수 있는 연구와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되기 이전에도 이미 이 지역에

대한 학술적 가치는 누구나 인정할 정도로 중요한 화석

산지 으며, 2005년 등재 이후에도 이 지역에 대한 정

연구와 발굴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올해도 미국

미시간대학교 연구진들과 함께 새로운 고래화석들을 발

굴하는 작업과 관련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1983년부터

미시간대학교의 Philip Gingerich 교수 연구팀들은 매년

이곳에서 필드캠프를 운 하면서 이곳의 학술적 가치를

국제학계에알릴수있는조사와연구를27년간수행하고

있으며, 이집트의 척추고생물학적 연구역량을 한 단계

올릴수있도록미시간대학교로초청하여현장에서바로

활용이가능한보존처리기술과연구기법을전수하는역할

도담당하고있다<사진1>. 이집트정부는이곳의방대한

지역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해 2명의 고생물학

자를 현장 전문연구자로 채용하 으며, 관람객과 시설

물 관리를 담당하는 3명의 관리직원을 별도로 고용하고

있어서, 총5명의정식직원이Wadi Al-Hitan세계자연유산

지구의연구와모니터링을책임지고있다.

2.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연구자 채용과 지속

적인 훈련

이집트의 지질학, 고생물학, 고래연구 등을 꾸준히 해

왔던 전문가를 정식 직원으로 고용하여,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 준비단계에서부터 참여를 시켰으며,

그직원이현재활발한연구를진행하고있다. 이러한전문

연구자가현장에서매일매일연구를진행하는것이바로

이지역을세계적인화석산지로자리매김하는데큰역할

을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고래화석에관련한최신정보

를 입수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을 국제교류와 화석표본

관리기법을연수시키는국외훈련등에참여시키고있다.

이는 세계적인 화석산지로서의 위상에 맞는 연구실적을

꾸준히내는동시에그내용을관람객들에게생생한교육

자료화시킬수있는중요한원동력이된다.@@ 

3. 자연친화적인 보전기법 활용과 장기적인 발전

계획 수립

다른세계자연유산지역에비해가장자연친화적인방법

으로 건물을 짓고, 설명안내판과 휴지통 등을 만들어서

화석산지와조화가완벽하게이루도록하 다<사진2~5>.

사막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뜨거운 햇빛과 모래폭풍을

피할 수 있도록 탐방로를 따라 쉼터를 여러 곳에 건축

사진 1 바실로사우루스(Basilosaurus)  발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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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그쉼터의건축재료와색깔이주변환경과자연

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과 특성을 최대한 살렸다

<사진3>.고래화석주위를표시하는방식도이곳과가까

운곳에서구할수있는암석과재료를사용하 다. 자

로표기하지않고, 탐방로와차량통행금지안내판을만든

것도 매우 인상적이다. 현재 운 하고 있는‘Open Air

Museum’의경우, 고래화석이발견되었을당시를그대로

재현하여야외에전시하고있다. <사진2>에서보는바와

같이관람객스스로가마치고래를발굴하는학자가된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매우 쉽게 화석 가까이까지

접근해서 볼 수 있도록 하 으며, 별도의 인공조형물을

설치해서 그 위에 고래화석을 놓은 것이 아니라, 발견되

었을당시그상태로해놓았다. 보다효과적인교육프로

그램운 과다양한활동을진행하기위해전시관을건립

할계획을가지고있으며, 빠르면2년안에전시관을완성

하는일정을가지고진행중에있다. 현재직원숙소로사용

되는 건물 바로 옆에 공사를 마치지 못한 건축물은 국가

적인경제적사정때문에중단되어있으나,장기적인마스

터플랜에 나와 있는 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장기적인발전계획안에는다양한기금마련을위해

서국내외기관으로부터기부금을받거나협력사업을진행

할 수 있는 후원프로그램(Sponsorship Opportunities)도

운 되고있다. 특히이탈리아의 Gran Sasso National Park

과서로‘twin park’관계를맺고Open Air Museum을위한

전문가 파견과 예산을 지원 받았다. Italian Cooperation

에서는 지난 6년 동안 3백만 달러를 제공하여 대중교육,

생태관광 개발, 관리건물 건축, 차량 및 장비제공 등 다

양한 분야에 후원을 하고 있다. 미국의 미시간대학교는

1983년부터학술적지원을해오고있기때문에화석보존

처리 기법을 직접 가르쳤고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산림청(Forest Service)에서도 이 지역을 어떻게

관리하고 현장을 보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을제공하 다.

현재 Wadi Al-Hitan 화석산지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편의시설은 설명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관람객안내

센터(Information Center), 입장권을 구입하는 매표소

사진 2 바실로사우루스(좌)와 도루돈(우) 진품골격 전시모습

사진 3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방문객 쉼터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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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ket Office), 간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간이식당

(Cafeteria), 기념품점, 그리고화장실이전부이다<사진4>.

인근지역은모두사막지대이기때문에숙박시설은전혀

없으므로, 현장학습 온 학교단위의 단체 관람객이나 외

국인 관광객들은 모두 텐트를 치고 야 을 해야 한다.

Cafeteria에서는 미리 전화예약을 통해서 텐트와 침낭의

대여가가능하다. 전기시설이전혀없기때문에5시이후

해가지고나면관광객들은손수준비한랜턴에의지해야

한다. 해가진이후에는Open Air Museum으로출입하는

모든통로는사용할수없다. 특별히입장을제한하는안내

문구나 직원들의 감시활동이 없어도 관람객들은 관람

질서와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

었다. 국적별 관람객 유형 분포는 최근의 경우 이집트인

60~70%, 프랑스와이탈리아에서온관광객이20~25% 가

된다고하며, 최근일본인들의숫자가늘고있다고한다.

초등학교80명의학생들이1박2일의일정으로야 을하

면서이곳을방문하는모습도볼수있었다. 현장에서고래

화석을 직접 발굴하고 연구하는 고생물학자는 교육에

관련한업무도담당하고있어서, 신청하는단체에한하여

Open Air Museum 을그룹별로돌아다니면서설명을하고

있다. 관람객을통제하고관리하는매표소에는이곳에서

발견되는 화석의 레플리카를 전시하여 원하는 관람객들

이자유롭게만져보고체험할수있도록하 다.

당초낙타를타고돌아다니는‘가이드관광’형태의교

육프로그램을운 할계획은있었으나, 재정적인지원이

되지않은상태라아직실행에옮기지못하고있다.

Wadi Al-Hitan 화석산지는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기이전부터국가지정보호지역인『Wadi El-Rayan

Protected Area』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 으며, 전반적인

관리와 운 은 모두『Wadi El-Rayan Protected Area』의

시스템안에서움직이고적용을받는다.

사진 4 매표소와 식당(좌), 차량통제표시(중), Wadi Al-Hitan 입구표시(우)

사진 5 Wadi Al-Hitan 화석산지 내에 있는 쓰레기통과 전시표본 설명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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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세계자연유산등재
추진전략

우리나라 남해안지역에 있는 백악기 공룡해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진하는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자연

유산등재준비가보다내실있게추진되기위해서는다른

세계자연유산의등재사례를철저히분석해야한다.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5곳(경남 고성, 전남 해남, 보성, 여수,

화순)을 합해서 한국 백악기 공룡해안(KCDC)라는 명칭

으로2008년1월에프랑스파리유네스코세계유산센터에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2008년 6월

최종심사 여부 이전에 철회를 하 다. 세계유산 심사의

경우, 한번탈락이확정이되면다시는신청을할수없기

때문에, 등재가능성 100%가 확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철회를함으로써다음기회를준비하는방법을취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 1996년에도 설악산 국립공원

지역 역시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하기 위해 추진하다가

철회를 한 경험도 있다. 당시의 철회는 현장실사를 위해

방문한IUCN 실사자가도착하는공항에서‘세계자연유산

등재반대’를외치는일부주민들, 세계유산등재절차를

위한준비과정의미흡, 그리고지방자치단체의세계유산

에 대한 이해부족 등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현재우리나라는창녕의우포

늪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잠정목록에 현재 이름을

올려놓으면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과 함께 모두 3건의

자연유산 분야의 세계유산 잠정목록을 가지고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문화재청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서는 서남해안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기준비를하고있다.

어느지역이건등재추진을위한전략을장기적인안목

을 가지고 세워야 하며, 최소 5년 이상을 준비기간으로

설정하고, 실행계획에맞춰한단계씩추진하는것이바람

직하다. 등재추진을위해서과연어떤작업이어떤시기

에필요할것인지에대한‘추진일정표작성’에대한진지

한논의가이루어져야한다. 추진일정이확정되면, 남해안

백악기 공룡해안이 가지고 있는 기존 9곳의 화석분야

세계자연유산지역들에버금가는OUV를실사를담당하는

IUCN 전문가들이나심사내용을최종결정하는Panel 회의

참석자들에게보여줄방법에대하여분석해야한다. 앞서

논의한 화석관련 세계유산은 모두 8번에 해당하는 등재

기준에 부합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남해안

백악기공룡해안을추진하면서8번의등재기준에명확히

일치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 신청서를 준비하고 보완

해야한다.@ 

이집트의Wadi Al-Hitan의사례에서볼수있듯이등재

를추진하는현재의과정에서부터모든과정을경험하고

단계별로참여한사람이반드시정식직원으로채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등재 이후에 전공과 관련

된연구자를채용하려는경향이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현재 세계자연유산과 관련해서 근무하고 있는 지

질학 전문가는 1명이고, 모두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2~3년씩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두 박사학위 전

공자이며전문계약직‘다’급공무원이다. 남해안백악기

공룡해안의등재를위해국내외학계의전문가들이추진

위원회를구성해서학술적인전문지식을신청서에담고,

여러 학회의 학술발표와 홍보활동을 통해서 해외전문가

들의네트워크를활용하여자문을통해정보를교류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학자들이나 담당자들이 우리

나라의 공룡발자국의 우수성을 발표하는 것과 홍보하는

것보다는객관적인의견과정보를전달할수있는외국의

저명 학자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남해안 공룡화석

산지에 대한 학술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

하다. Wadi Al-Hitan의 학술적 탁월함과 그 누구도 부정

할수없는보존에대한중요성을이집트가아닌다른나라

의 학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도와준 사례도 본받을 만한

사례이다. 이미 70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고

척추고생물학분야의가장권위있는학술단체인세계척

추고생물학회(Society of Vertebrate Paleotology)에서공식

적으로 후원한다는 서한을 작성하여 세계유산 등재신청

서에첨부한사실도참고해야한다. 

2008년 KCDC에 대한 IUCN의 보고서 내용에는 신청

지역에대한“모니터링”을충실히하고있지않다는점과

OUV를보여주기위한Comparative Analysis에대한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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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있다. 두가지지적모두앞으로의세계자연유산

등재준비과정에서반드시점검하고보완해야할중요한

항목이다. 마지막으로, 많은 학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한국 백악기 공룡해안(KCDC)에 포함될 신청지역들의

재검토가필요하다고본다. 같은중생대백악기지층에서

발견된 화석들 가운데에서도 지난번에 포함되지는 않았

지만 세계적인 학술적 가치를 나타내는 지역들이 있다.

한가지예로써, 천연기념물제395호인진주가진리새발

자국과 공룡발자국 화석산지는 작은 면적임에도 불구

하고, 중생대에 살았던 조류의 흔적이 생생히 남겨져 있

는 발자국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남아 있으며, 그 보존

상태와 종다양성은 최고로 손꼽히고, 중생대 조류화석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백광석 외

1998; Lim et al. 2000; 백인성외2010).

결론

오만의 Arabian Oryx Sanctuary는 2007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되는 최초의 상황을 맞이하 다.

이는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등재되는것못지않게등재

이후의관리와운 이얼마나중요하는지를나타내주는

것이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이름이 오르는

광보다등재이후에제대로관리와운 을못하게된다

면 국제적인 수치를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확대지정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할시기가되었다. 그이유는2007년6월“제주화산

섬과 용암동굴”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결정하면서, 유네

스코에서는‘제주도 내 다른 중요한 용암동굴계나 화산

적 특징’을 추가로 세계유산에 등재할 것을 권고사항

으로 제안하 기 때문이다. 많은 지질학자들은 우도에

위치하고있는‘제주우도홍조단괴해빈[천연기념물제

438호]’과‘소머리오름’을세계자연유산추가등재를할

수있는유력한후보지역으로판단하고있다. 따라서현재

지정된세계자연유산지역과함께추가로지정될수있는

지역들에대한학술적가치와OUV에대한사항들을꼼꼼

하게정리해서제출해야한다.

한차례등재추진을경험한남해안백악기공룡해안의

경우, IUCN으로부터 국제비교분석에 대한 부분을 보강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세계 여러나라에서

발견되는공룡발자국화석을총망라하여가장학술적으로

중요한 화석산지를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중요

화석산지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청서에 담아

내야한다. 유네스코에제출하는신청서를서면으로검토

하는 평가위원들이나 실제로 현장을 확인하는 IUCN 대

표자는‘공룡발자국’에대한지식이거의없거나그학술

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청서내용을준비하는것이바람직하다. 본론에서논의

되었던화석관련세계자연유산지역들의특징에서볼수

있듯이, 이집트 Wadi Al-Hitan의 경우 세계에서 최고

(best)로 손꼽을 수 있는 원시고래 화석산지이며, 독일

Messel Pit Fossil Site는 신생대 에오세 포유동물의 최고

화석산지라고 호칭을 붙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백악기공룡발자국화석산지의경우에도세계어느나라

에서도볼수없는학술적특징을도출해내거나다른나라

의공룡발자국화석산지보다비교우위에있는점을강조

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신청서를 제출한

적인있는볼리비아와스페인/포르투칼의경우를최대한

분석하여 이 나라들보다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뚜렷이

강조하는전략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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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umber of World Natural Heritage Sites is smaller than that of World Cultural Heritage Sites. As of 2010, the total
number of natural sites was 180, which is less than 1/3 of all cultural sites. The reason why the number of natural sites
is smaller can be attributed to the evaluating criteria of 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 Only 9 fossil related sites
were designated as World Heritage Sites among 180 Natural Sites. This study compares their OUVs including the
academic value and characteristics of the 9 World Heritage Sites to provide data and reference for KCDC(Korean
Cretaceous Dinosaur Coast) to apply as a World Natural Heritage Sit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obtain information and data on the Wadi Al-Hitan of Egypt which was designated as a
World Natural Heritage Site. The study includes field investigation for whale fossils, interviews of site paleontologists
and staff, and inspections of facilities. Three factors can likely be attributed to its successful management and operating
system. First, there is a system for comprehensive research and a monitoring plan. Secondly, experts have been
recruited and hired and professional training for staff members has been done properly. Finally, the Wadi Al-Hitan has
developed local resources with specialized techniques for conservation and construction design, which matched well
with whale fossils and the environment at the site. The Wadi Al-Hitan put a master plan into practice and achieved
goals for action plans. To designate a future World Natural Heritage Site in Korea, it is important to be recognized by
international experts including IUCN specialists as the best in one’s field with OUV. Full-time regular-status employees
for a research position are necessary from the preparation stage for the UNESCO World Heritage Site. Local government
and related organizations must do their best to control monitoring plans and to improve academic value after the
UNESCO World Heritage Site designation. As we experienced during the designation process of 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 as the first Korean World Natural Heritage Site, participation by various scholars and specialists need to
be in harmony with active endeavors from local governments and NG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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