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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明) 태조(太祖) 주원장(朱元璋)이 계획하여 벽돌로 축조한 도성(都城)인 난징(南京) 명성곽(明城郭)은

전체 길이가 35.267km에 이르며, 6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 2/3가 남아 있다. 1988년 난징 명성

곽이 국가문화재(全國重點文物保護單位)로 지정된 이후 난징시는 본격적으로 성곽 보존계획을 수립·실

행함으로써 역사도시로서의 가치를 회복해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역사도시이면서 성곽도시인 난징이 역사문화유산으로서 성곽의 보호를 위한 원칙과 법

적 기반을 마련해 온 과정에 주목하 다. 수립된 계획이 실행단계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문제점을 다양한

논의를 통해 극복하는 과정은 우리나라 성곽 보존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시사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논의 결과, 난징시는 도시경관과 생태환경을 연계하여 성곽유산이 역사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

기 계획과 구역별 보호를 위한 단기적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었다. 또한 유적 자체의 개별적

보호를 넘어 역사문화환경을 고려한, 점·선·면이 결합된 입체적인 보호체계로 문화유산의 보호와 개발

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이로써 난징은 역사문화환경 조성이라는 성과를 도

출하 고, 역사도시이자 성곽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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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Ryu, Ho Cheol 중국‘난징(南京) 명성곽(明城郭)’의 보존정책과 역사문화환경 조성

우리나라는 역사도시를 보존하기 위해《고도(古都)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2004년에 제정하여 2005

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 제정은 1960년대 이

래의 문화유산 보호가 문화재 중심의 점적 형태 던 것

에서 1980년대 지역 중심의 면적(面的) 형태를 거쳐 입

체적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과거 문

화재 원형보존 위주의 정책기조는 오늘날 보존과 개발

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보존정책으로서 역사문화도

시의 경관보존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중국 난징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도시의 문화

자원을 보존함과 함께 현대적 개발과의 조화를 위한 정

책을 수립하 다. 그 결과 오늘날 난징은 명대(明代)의

도시 풍경을 유지하여 고도(古都)로서 역사문화적 가치

를 회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중심에는 명나라 주

원장이 21년에 걸쳐 축조한‘난징 명성곽(南京明城墻)’

이 있다.01

난징의 명성곽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회가 변

화함에 따라 도시 방어와 역 구분 기능을 상실하 고,

도시공간의 재개발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수차례 철

거되고 훼손되었다. 그러나 1980년부터 난징시에서는

도시 중심부에서 과거의 역사적 경관을 형성하는 문화

자원으로서‘난징 명성곽’의 보존에 주목하게 된다. 또

한 명성곽의 보존기반이 점차 확립되어 가는 2001년부

터 난징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본

격적인 준비를 진행하기에 이르 다. 

명성곽을 위시한 난징의 역사문화환경02 조성은 그

자체가 도시개발의 장애로 인식되기도 하 다. 우리나

라의 여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연구가 난징시에

서 명성곽의 보호를 위한 원칙과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해가는 과정에 주목한 까닭도 여기

에 있다. 

이 연구는 역사도시이면서 성곽도시인 난징이 역사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성곽의 보호를

위한 원칙과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 그리고 그 실효

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191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난징시가 수립한 시기별 성곽 보호

계획의 수립 배경과 법률(제도)적 특징을 분석하 다.03

또한 성곽 보존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보존과 철

거에 관한 논쟁의 결과로 도출된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위한 난징시의 대안에 대해서도 두루 살펴보았다. 이는

수립된 계획이 실행단계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문제점

을 다양한 논의를 통해 극복하는 과정을 들여다봄으로

써 우리나라 성곽 보존정책의 시행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서이다.04

난징시에서 추진한 성곽유산과 역사도시환경 조성에

관한이연구는서울을비롯해성곽을보유한우리나라여

러 지역에서 행해지는 성곽 보존계획 수립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의 보존과 도시

개발의조화를위한고도보존정책등문화재행정에도실

질적인정보와유용한관점을제공해줄수있을것이다. 

서론

01‘난징명성곽(南京明城墻)’은 1982년‘난징시문화재(市及重點文物保護單位)’로지정된데이어 1988년에‘국가문화재(全國重點文物保護單位)’로지정되었다. 중국
에서는우리나라와달리하나의문화재가시·도문화재와국가문화재로중복지정될수있다. 

02‘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이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며 본래의 문화적 맥락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논의는 신유승, 2002,
「역사문화환경보전을통한도시공간재구성방안연구」; 문화재청, 2008, 「역사문화자원을활용한도시재생정책연구」참고.

03 난징 명성곽 보존에 관한 국내 논의는 정석의 논문(2008, 「중국 난징(南京)시의 성곽보호계획 연구」『서울도시연구』제9권 제3호, pp.45~58)이 시초이다. 그는
난징명성곽보존의법적기반으로서《난징명성곽풍광대계획》의내용과특징을살펴보았다. 그러나법제마련의기반이된 1980년대 이전시기에대해서는언급
하지 않아 정책수립의 배경과 흐름을 읽어내는 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법률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존과 개발의 모순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난징명
성곽풍광대계획》의한계점을짚어내지못한아쉬움이있다.

04 우리나라에서도역사문화자원으로서성곽보존계획의수립과도시개발에관한논의가활발하다. 최근 성곽관련논문들이그러한경향을잘드러내고있다. 그러
나 성곽 자체가 아니라 도시 속에서 성곽의 보존 및 개발을 위한 논의는 비교적 최근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다. 성곽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최근 논문은 다음과
같다(신유승, 2002, 「역사문화환경 보전을 통한 도시공간 재구성 방안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임정수, 2005, 「문화재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연구-오산시 독
산성을중심으로」,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차상현 외 5인, 2006, 「서울 성곽의조망점및조망경로를고려한경관보존·관리방안」『韓國傳統造景學會誌』24권 4
호; 김선태, 2008, 「역사도시나주읍성지역의전통공간조성및관리방안연구」, 동신대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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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건설과 난징 명성곽의 보존·철거
논쟁

난징 명성곽은 1366년에 대규모 건설이 시작되었고,

1386년까지 21년간에 걸쳐 완성된 도성(都城)이다.05 명

을 건국한 주원장은 난징을 도읍으로 삼고 기존 도시에

도성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성곽을 축조하기 시작했다.

명나라 시기의 난징 도성에는 13개의 성문과 2개의 수문

이 있었고, 외곽(外廓), 경성(京城), 황성(皇城), 궁성(宮

城) 등 4개의 성곽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06 그러나 600여 년이 흐르는 사이 전쟁에 의한 파

괴와 자연적인 풍화, 사람에 의한 훼손, 환경오염 등으로

성곽은 축조 당시 33. 676km 중에서 현재 경성 21. 74km

만 비교적 완전한 형태로 보존되고 있다.07 오늘날 사람

들이‘난징 명성곽’이라 부르는 것이 바로 경성이다. 

신해혁명 이후 난징이 중화민국의 수도가 되면서 도

시건설은 명나라 도성의 윤곽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

장쑤성(江蘇겛)과 저장성(浙江겛) 연합군이 1911년 12월

2일 난징을 수복했을 때, 난징 성곽은 명나라 때 축조된

4중 성곽 중에서 3개는 이미 파괴되고 경성 성곽만이 비

교적 원상태를 보존하고 있었다. 도시건설과 관련하여

난징에서는 명성곽의 처리를 놓고 시기별로 격렬한 논

쟁을 벌이게 된다. 

난징시는 명성곽이 봉건사회의 유물이라는 시각에서

청나라 초기에 궁성과 황성을 재건축한‘만성(到城)’을

철거하여 여기서 나온 벽돌을 판매하 다.08 이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거세게 일자 이를 의식하여‘난징순안사

(南京巡按使)’에서는‘성곽을 허물거나 파괴하는 행위

를 금지하며 고적을 보존한다’는 명령을 발표하여 이중

적 측면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중화민국 초기 난징 명

성곽은 봉건사회 낙후물의 상징으로 철거가 허가되는

한편 전통문화를 중시하는 일각에서는 문화유산으로서

의 가치를 강조하며 난징시 당국에 성을 보호할 것을 요

구하는 등 상반된 주장이 공존했다. 

한편 1920년대 성곽 철거와 보존에 관한 논쟁은 1910

년대와는 다른 관점에서 지속된다. 1927년 국민정부가

난징을 재차 수도로 정한 후 난징 명성곽은 근대도시 건

설에 따라 충격을 받게 된다. 개발로 인해 벽돌의 수요가

증가하자 여러 기관에서는 전쟁으로 파손이 심각한 일

부 옹성의 벽돌을 난징 동부 일대의 도로 보수에 사용할

것을 국민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1928년 11월 15일 국

민정부가 제6차 국무회의 결과를 근거로 난징 정부에

‘신책문(神策門)에서 태평문(太平門)의 성곽을 철거’하

도록 명하자 난징의 각 정부기관은 저마다 철거된 벽돌

을 요구하 다. 국민정부가 난징을 수도로 정한 후, 난징

성내의 건축물만으로는 정부기관 입주에 한계가 있었

다. 이에 벽돌 수급 방법으로써 봉건제도의 산물이라 여

긴 난징 명성곽의 벽돌을 취하려 했던 것이다. 

난징 정부가 성곽을 허물어 벽돌을 채취한다는 소식

이 퍼지자 반대 여론이 분분했다. 요지는‘미술상, 역사

상 관광명승으로 난징 성곽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었

다.09 난징 성곽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처음으로 주장한

이와 같은 입장은 사회적 인식에도 향을 미쳤다. 이에

05 楊明, 2010, 「論談南京城墻的維修侮加固」『建築結途』第40卷, p.26.
06 이왕기, 2004, 「중국남조문화의발상지난징(南京)」『建築곎史硏究』第13卷 4號, p.203.
07 徐脩·尙鳳標, 2006, 「走向世界文化遺産的南京明城墻-南京明城墻保護괿用及곂游開發硏究」『곂游學硏究』第2輯, p.207.
08 남통(南通)에서 발견된‘九江府湖口縣’이라고쓰인벽돌은중화민국초기에난징에서철거된성곽돌이남통으로운반되었음을보여준다(楊國慶, 2002a, 「民國年

間南京城墻折, 保之爭始末」, 『世紀』第3期, p.18).
09 당시난징고물관리위원회(南京古物管理委員會) 서비홍(徐悲鴻) 위원 등은‘태평문에서부터신책문과풍윤문일대는세계에서도희귀한아름다운풍경이기때문에

명승을남겨둘것을희망한다’는전보문을북경정치분회에보내기도했다(楊國慶, 2002a, 앞의 , p.19).

명성곽보존·철거논쟁과
문화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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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부에서는‘국도설계평가회(國都設計評價會)’의

토론 결과에 의거하여 성곽 철거 중지 명령을 내렸다. 

1929년 말 국민정부는 국도설계기술전문사무처 묵비

(墨菲)가 주도하여 설계한《수도계획(首都計劃)》을 발표

한다. 중국 역사상 최초의 도시계획인《수도계획》은 성곽

이군사적방위의목적을상실하자이를차량이통과하는

도로로구상하고, 도시를싸고있는난징명성곽위에2차

로 환성도로를 만들어 관광노선으로 개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10 성곽 위에 환성도로가 갖춰지면 장래에 주민

들이 차량으로 성곽 위에서 난징 명성곽 전체 풍경과 인

근풍경을감상할수있고, 쯔진산(紫金山)과양쯔강(揚子

江) 산수도 감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계획은

다행히실행으로 이어지지는않았다. 난징명성곽의역사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또 다른 형태의 성곽 파괴

를 담고 있는《수도계획》은 난징 성곽의 활용적 측면에

대한초기발상으로서나름대로의의의를지닌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난징 명성곽 철거와 보존 논쟁,

그리고 수도계획은 결과적으로‘난징 성곽은 역사고적

으로서, 풍경상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를 계기로 국민당 난징시 집행위원회에서는 그간 시

민들이 허물어진 성벽 돌을 무작위로 채취해가는 행위

를 엄격히 금지하 다. 그리고 1933년 난징 정부는 몇몇

구간의 성곽 보수를 진행하 다. 

한편 중일전쟁으로 난징 명성곽의 군사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성곽을 보수해야 한다는 주장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대립하 다. 1934년 난징 경비사령

관에 의해〈난징 성곽 방위 건의안〉이 제출되었는데, 수

도 난징의 안전을 위해 성곽을 보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시 시국이 반 되어 각계의 인정을 받았다. 

이 시기 성곽 보수는 성곽 주변에 군대가 주둔하거나

포로 감호, 난민굴 등으로 사용되는 등 군사적 이용을 목

적으로 행해진 것이었다. 1927년에 건설된 난징의 명고

궁(明故宮)공항은 1948년 중국의 전황이 불리한 상황에

서 이착륙의 안전을 위해 활주로를 확장해야 했다.11 이

10 성곽위가넓은구간은 2차선도로를만들고, 성곽 위가비교적좁은곳은일방통행과인도를만든후, 재공사를통해모든성곽위로 2차선도로를만든다는계
획이다(楊國慶, 2002a, 앞의 , p.20).

11 공군 측에서 요청한 대로 명고궁 비행장 주위의 성곽을 허물고 벽돌을 사용토록 국민정부가 허가하자 시민들은 비행장 주위뿐만 아니라 청량산(淸凉山) 일대의
성곽마저 허물어 벽돌을 채취하 다. 이후 사회 각 계층 인사들의 반대로 이를 제지했지만이미 많은 곳의 성곽이 파손되었다(楊國慶, 2002b, 「民國時期 圍統南
京城墻的‘折’, ‘保’之爭」『史海總橫』第一期, p.41).

【 그림 1 】《난징 명성곽 시의도(南京明城墻示意圖)》
(출처 : 楊新貨·楊國慶, 2007)

【 사진 1 】1957년 난징 명성곽의 금천문(갏川門) 철거 공사
(출처 : 楊新貨·楊國慶,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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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난징 명성곽 일부는 철거되었으며, 한편으로

는 방위상의 목적으로 성곽의 많은 구간이 보수되기도

했다. 이처럼 난징 명성곽은 1930년부터 전쟁과 사람들

에 의해 인위적인 훼손과 소규모의 보수를 거듭했다. 그

럼에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초기까지 성곽의

본체는 기본적으로 완전했다. 

그러나 1954년 9월 13일 난징시 인민위원회는 도시교

통과 경제개발을 위해‘난징의 고(古)성곽은 역사적 문

물가치를 가진 공중 방어, 홍수 방지 및 풍경 장식 부분

을 보존하는 것 이외에는 일률적으로 모두 철거해야 한

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로써 1956년부터 1959년까

지 난징시는 10여 km의 성곽과 성문을 허물었다.12

또한 문화대혁명 시기(1966~1976)에 성곽은 여러 군

데 훼손됐다. 원림(園林)과 일부 명승지에는 공장과 부

대, 정부기관이 들어섰고 난징 명성곽의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시기 성곽의 위쪽에 방공굴이 파

헤쳐졌고, 불법으로 거주증을 만들어 건축물을 짓기도

했으며, 성곽에 구멍을 뚫어 대피소를 만드는 일도 잦아

난징 성곽은 심하게 파괴되었다.13

2. 국가문화재 지정과 성곽 보호 원칙의
한계

도시가 팽창하면서 성곽 주변은 판자촌을 비롯한 무

허가 건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졌고, 공장지가 들어서

거나 특정 기관의 담장으로 이용되었으며, 성곽 주위에

위험물 창고가 만들어지는 등 성곽 보호에 악 향을 미

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따라서 성곽과 주변

지역 정리가 시급했다. 문제는 시민들의 주거 다. 정부

는 명성곽이 위치하고 있는 구도심에 높은 건축물을 짓

고 전통적인 주택지를 아파트형으로 재건축하는 등 주

거구역 개발을 시작했다. 1982년 7월 16일에 공포한《난

징시 인민정부 성곽보호에 대한 통지(關于保護城墻的通

知)》는 이러한 배경에서 마련된 조치이다. 난징시가 명

성곽을‘시문화재(南京市重点文物)’로 지정한 것도 이

때의 일인데, 이는 난징 성곽이 중국 국무원(國務院)이

역사도시의 풍모와 문물을 보호하기 위해 공포한‘역사

문화명성(곎史文化名城)’14으로 지정되었던 점에 향

을 받은 것이었다. 

이어서 1988년에는 국무원에서 난징 명성곽을‘국가

문화재(全國重点文物保護單位)’로 지정하기에 이른다.

이를 계기로 보존관리를 위한‘난징시 성곽관리처(南京

市城墻管理處)’도 신설되었다. 난징시 문화국과 문물국

의 주도하에 시위원회와 정부는 수천만 인민폐(人民幣)

를 들여 난징 성곽의 보호를 위한 보수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경험 부재는 여러 가지 폐해를 불러왔다. 이를

테면 명성곽의 복원에 콘크리트를 사용함으로써 새로 건

축한 성체의 중량이 600년 역사의 성곽 기초에 부하 중량

을 초과하여 붕괴 위험을 가중시키고 벽돌을 시멘트로

붙여놓는 행위가 발생한 것이다.15 이처럼 문화유산의

역사적·과학적·예술적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과 복원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파생되는 성곽의 훼손도 적

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성곽 내부를 저장고와 체력단력

장 등으로 이용하면서 옹성의 방수층과 배수시설이 훼손

12 沈承寧, 2007, 「論南京城墻之곎史價値與世界文化遺産之申報」『現代城市硏究』6, p.49.
13 沈承寧, 2007, 위의 , p.47.
14 중국 국무원(國務院)에서는 1982년에 겗京, 南京, 蘇州, 杭州, 揚州, 曲阜, 洛陽, 開封, 西安 등 24개 도시를 1차‘역사문화명성(곎史文化名城)’으로 공포하 고,

1986년에 상해(上海), 천진(天津), 무한(武漢), 중경(重慶) 등 38개 도시 목록을 2차로 발표하 다(정석, 2008, 「중국 난징(南京)시의 성곽보호계획 연구」, 『서울도
시연구』제9권제3호, p.48). 

15‘중국 고대성벽 보호 준칙’이 마련된 2000년에 이르러서야 과학적 보존처리와 보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1980년대에 중화문 옹성과 중산문을 비롯한 성벽 훼
손구간을보수할당시에는보존철학에입각한보수를기대하기어려웠다. 특히 중산문의경우, 철근 콘크리트구조물로성벽상부심을교체하여성벽의함몰상
태를완화시켰다. 즉, 성벽 내부가콘크리트로채워진것인데, 이러한방식의보강방법은원래성벽을또다른방식으로훼손한것이라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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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등 부적합한 활용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다. 이러

한 행위는 문물고적 보호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며, 본래

의모습을회복하려는노력과도상반되는것이었다. 

이에 더해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대형 건축사

업이 진행됨에 따라 난징시의 역사도시로서의 면모와

명성곽을 위시한 문화유산은 급속히 훼손되어 갔다. 따

라서 이 시기 명성곽은‘건설행위로 인한 훼손’, ‘복원에

대한 몰이해로 인한 훼손’, ‘잘못된 활용에서 파생되는

훼손’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보존에 큰 어려움을 겪

었다. 요컨대 1980년대 난징 성곽의 보호는‘보호 위주’,

‘응급구조 우선 원칙’으로 적지 않은 문물을 보호할 수

있었던 반면, 개별 문물에 대한 보존·복원 방법의 몰이

해로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명성곽의 보호를 위해서는 명성곽 자체

뿐만 아니라‘역사문화구역’을 지정하여 보호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16 이처럼 1980년

대 말 문화재 지정에서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난징 명성

곽 보수사업의 결과, 명성곽 보존을 위해서는‘관리자의

인식’, ‘계획적인 보호’, ‘법률적 보장’, ‘대국민 홍보’등

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 과정에서 난징시 건설위원회와 도시계획국, 원림

국(園林局), 문화국이 협력하면서 문화유산 보호 사업은

점차 사회적 사업으로 확장되었다. 난징시는 법제화의

진행과 실행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곽의 역

사적 가치는 물론 주변의 산수풍경이 역사도시의 자원

으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도시 공간

을 설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1. 역사문화경관과 명성곽 보호계획 수립

1) 《난징도시총계획》과《난징역사문화명성보호계획》

난징시는 1991년에《난징도시총계획(南京都市總規

劃: 1991~2010)》을 수립하 다. 이는 육조(괯朝)와 명

(明), 중화민국 시기를 거쳐 형성된 난징 도시의 역사문

화를 살리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장기 계획으로서 의

미가 크다. 

이듬해인 1992년에는《난징역사문화명성보호계획

(南京곎史文化明城保護規劃)》을 제정하 는데, 이것은

성곽뿐만 아니라 주변의 자연지형 일체를 보호하는 전

면적인 보호계획이었다. 특히 이 계획을 통해 1980년대

말에 제기되었던 것과 같이 난징 명성곽과 주변 구역을

‘역사문화지역’으로 지정하여 보호 범위를 확장하 다.

또한 건축공제지대(建築控制地帶)를 규정하는가 하면,

전통적인 주민 거주지와 근현대의 특색 있는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보호 규정도 담았다.17

《난징역사문화명성보호계획》은 난징이 축적해 온 역

사문화를 중시하는 기본 이념에서 출발한다. 이 계획은

첫째, 역사문화와 자연환경을 고려한 계획의 시초라는

점, 둘째 명성곽 유적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보호하

는 체계를 구축하 다는 점, 셋째 난징의 문화유산과 보

호구역을 점과 선으로 결합하여 전체적인 보호체계를

형성하 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또한 난징 명성

곽의 보존에 생명력을 불어넣었고, 문화유산 보호는 물

론 도시 경관을 개선시키는 성과를 가져왔다. 

명성곽보존정책법제화와
역사문화환경조성

16 陳平, 1994, 「一憾極需重視的問題-對南京곎史文化明城保護侮發展的再思素」『南京社會科學』第60期, pp.70~71.
17‘환경과 산천지세, 도시구조, 문물고적, 건설예술풍경, 역사문화’등 다섯 개의 내용을 중심으로 도시를‘내 6구, 외 7구, 3개 중심선, 4중 성곽, 도로 골목길 구

조, 하도수계(河道水系)’등여섯가지구획에따라나누어보호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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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난징역사문화명성보호계획》의 원활한 실행

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 먼저《난징

시문물보호조례(南京市文物保護條例)》를《국가문물법

(國家文物法)》과 융합시켜 건설 항목을 정비함으로써 문

물관리 부서가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법

제화가 이루어져야 했다. 이에 관해 계획을 추진하는 부

서 간의 종합적인 협조가 필요했으며, 이를 전담할 정책

결정 기구 설립이 시급했다. 그럼에도《난징역사문화명

성보호계획》은 난징 역사상 최초의 도시계획법이자, 역

사문화구역으로 명성곽의 보호범위를 확대한 법으로서

큰 의의를 지닌다. 

한편《난징역사문화명성보호계획》을 효시로 1996년

11월에 장쑤성 인민대회는《난징성곽보호관리방법(南

京城墻保護管理方法)》을 공포한다. 이는 난징 명성곽을

보호·관리하는 구체적인 지침서로 성곽 안팎 15m 범위

를 보호구역으로 규정하 고, 성곽 안팎 50m를 통제구

역으로 설정하는 등 지역 건축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마

련하 다. 이에 더하여 1991년에 수립된《난징도시총계

획 1991~2010》이 1995년 1월 26일 국무원에서 비준되

면서 명성곽은‘문물고적과 녹지의 결합’이라는 생태환

경적 측면까지 고려하는 정책으로 한 단계 발전하게 된

다. 이에 근거하여 같은 해 난징시는 성곽 해자와 닿아

있는 월아호(月牙湖)공원의 판자촌을 철거하 으며, 토

사가 유입되어 수심이 얕아진 주변 환경 개선작업을 실

시했다. 이를 통해 명나라 성곽의 특징을 살리면서 주변

의 신축 건물을 엄격하게 통제했다.18

《난징성곽보호관리방법》으로 난징 명성곽 보호·관

리 집행에 필요한 근거가 마련되고《난징도시총계획

1991~2010》이 비준되면서 명성곽 보호와 관련한 법제

화는 더욱 체계적인 궤도를 밟게 되었다. 

2) 보존정책 방향의 전환과《난징명성곽풍광대

계획》

1990년대 난징은 250만 명의 비농업인구가 거주하는

대도시로 성장했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1997년 난

징시 성곽보호계획의 핵심인《난징명성곽풍광대계획

(南京明城郭風光帶規劃)》이 수립된다. 이어서 이듬해에

《난징명성곽풍광대계획관리규정(南京明城墻風光帶規

劃管理規程)》과《난징명성곽풍광대계획실시건의(南京

明城墻風光帶規劃實施建議》가 제정된다. 

1997년 제정된《난징명성곽풍광대계획》은 1999년 비

준을 받아 시행되기에 이르 다. 성곽을 보호하면서 주

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현대 도시생활에

적합한 성곽 활용정책을 수립하 다. 정책은 크게 총체

계획(總體規劃)과 구간계획(分段規劃)으로 나누어진다.

2000년에는《난징명성곽풍광대총계획(南京明城墻風光

帶總規劃)》이 비준되면서 총체계획의 수립 배경과 기본

원칙이 제시되었다. 같은 해 11월 중국 고대 성곽 보호에

관한 연구토론회인‘중국고성곽연구회(中國古城墻硏討

會)’가 난징에서 열리고, 또한《중국고성곽보호준칙(中

國故城墻保護準則)》이 나왔다. 이러한 법제는 난징 성곽

의 과학적 보호를 이끄는 역할을 하 다. 

아울러《난징도시총계획: 1991~2010》은 2001년《난

징시성시총체계획조정(南京市城市總體規劃調整) 2001~

2020》19으로 수정되어《난징명성곽풍광대계획》의 장기

적인 비전이 마련되었다. 

난징 명성곽 보호의 핵심인《난징명성곽풍광대계획》

의 목적은 현존하는 명성곽과 주변 환경을 전체적으로

보호하고, 성곽 보수와 구간별 복원작업을 통해 입체적

이고 다차원적인 보호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다. 또한 성

18 鄧芳岩, 2003, 「南京城垣規劃保護初探」『泰州職業技術學院學報』第3期, p.36.
19 徐脩·尙鳳標, 2006, 「走向世界文化遺産的南京明城墻-南京明城墻保護괿用及곂游開發硏究」『곂游學硏究』第2輯, 文化遺産保護與곂游發展國際硏討會論文集,

p.205에서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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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과 주변의 산수환경을 활용하여 성곽을 축으로 한 도

시를 순환하는 녹지를 형성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

를 통해 관광업을 발전시키고 난징 특유의 관광코스를

형성하는 것이 계획의 지향점이다.20《난징명성곽풍광

대계획》을 중심으로 볼 때 명성곽 보존의 중심이 2000년

이전에는 주로 성곽 본체에 대한 보수·관리 다면 그

이후로는 주변의 경관과 역사문화를 관광자원화하는 방

향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계획에서 성곽의 개발과 이용은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하나는 일부 구간을 개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

는 전체적인 개발을 도모하는 것이다. 《난징명성곽풍광

대계획》의 구간계획은 성곽을‘현존하는 성곽, 성곽 유

적, 성곽 옛터’등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보

호와 통제 계획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이 계획은 문화

유산의 보호, 도시경관 개선, 구도심 환경 제고, 관광산

업 발전 등을 아우름으로써 성곽과 그 주변 환경 자원의

종합적인 개발과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법으로 기

능하게 된다. 따라서 난징 명성곽 자체의 보호, 생태환경

의 개선, 관광산업적 측면21 등에서 적합한 계획으로 평

가받게 되었다.

2. 도시개발과 명성곽 보호의 조화 방안
모색

1) 《구도심 보호와 혁신 계획》상세 수립

난징 명성곽 보호에 관련된 법제화와 그 실행 과정은

난징 도시의 발전과 함께 진행되었다. 도심이 개발되면

서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교통 연결이 가속화되었는데,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자 명성곽의 일부를 터널로 바꾸

었고, 외호(外湖)를 메워 도로를 만들기도 했다. 이 밖에

도 고가 다리가 성곽을 지나가게 설계하는 등 2000년대

의 도시개발이 명성곽에 가한 충격은 상당했다. 

개발과 보호를 둘러싼 대립 속에서 난징시는 약 50km

의 구도심 지역에 보호와 혁신을 주제로 한 전면적인 계

획을 수립하게 된다. 2003년에 제정한《구도심 보호와 혁

신계획(老城保護갂新規劃)》이그것이다. 이는《명성곽풍

광대계획》에서 지향하는‘문물보호단위(개별 문화재) -

환경경관 보호구역과 역사문화 보호구역 - 도시전체 구

조와 풍경’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인 보호

내용과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구도심의 산지, 하천과

호수 등의 수계환경 풍광과 역사문화보호구역, 시급(市

及) 이상의 문물보호단위, 구급(區及) 문물보호단위와 보

호통제구역, 근대 우수 건축물, 유명인사의 고택, 사적지,

옛 교량, 옛 우물, 고목, 전통 골목길, 지하 문물보호구역

등13개의역사문화자원보호를위한목록을구성하 다.

《구도심 보호와 혁신 계획》은 종전의‘역사문화 보호

구역’의 범위가 너무 넓었던 탓에 다른 건축물이 많이 들

어서게 된 결점을 보완할 수 있다. 난징시는 이러한 목록

이‘전체계획 -지역별 계획 -전체계획’으로 끊임없이

피드백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구도심 보호와 혁신 계획》은‘보호 우선’을 원칙으로

삼아 역사문화를 보호, 이용, 전시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최종 목적을 담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난징시는 공간을 정리하고 구도심의 특색과 문화적 상

징성을 부각시키고자 난징 시가지를 5개의 구역으로 나

20 난징시는《난징명성곽풍광대계획》으로 2004년 12월 국가건설부가주최한‘중국인거주환경모범상(中國人居桔境范例斐)’을 받았다.
21 난징 명성곽과 도시관광에 관한 논문은 姜武堂·楊國慶, 2001, 「南京城墻곂游資源的潛在價値炚待開發」『南京社會科學』第3期, pp.88~90; 徐脩·尙鳳標, 2006,
「走向世界文化遺産的南京明城墻-南京明城墻保護괿用及곂游開發硏究」, 『곂游學硏究』第2輯참고.

22 ① 진회편구(秦淮片區) : 도시 남쪽으로 전통문화의 특징을 잘 보존하고 있는 곳이다. 부자묘(夫子墓: 공자를 모신 사당), 성곽 내의 작은 길과 골목, 서민주거 구
역이 집되어 있다. ② 명고궁편구(明古宮片區) : 명대의 문화와 중화민국 시대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곳으로 자연경관의 매력을 품고 있다. ③ 신가구중심구(新
街口中心區) : 현대문화를 특색으로 하여 현대도시의 시대적 특징을 읽어낼 수 있는 구역이다. ④ 산서로편구(山西걟片區) : 중화민국시대의 문화와 대학문화를
특색으로 하는 구역으로 산수문화와 어우러진 곳이다. ⑤ 염창교편구(鹽倉橋片區) : 중화민국시기의 문화와 산수가 특징인 곳으로 난징의 자연지형과 도시 건축
물들이조화롭게어우러져있다(童本勤, 2004, 「走向整體的老城保護與更新規劃-介紹南京老城保護與更新規劃」『南京社會科學』S1期,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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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 개발했다.22

한편 구도심 지역의 고층 건물 난립은 도시계획과 역

사문화자원 보호에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 일부‘고

도(高度) 무제한 구역’이외의 구도심은 고층 건물의 신

축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으로 건

축을 진행해야 할 경우‘환경평가’와‘교통 향 분석 심

사’를 거쳐야 한다. 이외에도 현존하는 거주지역의 보

수·관리 개선이나 구도심 전체의 공간배치와 연관된

보수 등에 관한 규정도 마련되었다. 

요컨대《구도심 보호와 혁신 계획》은 역사문화자원

보호와 개발이 조화되는 능동적인 보호를 내용으로 담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보호를 개발에 이용하고,

보호하면서 개발하고, 개발하면서 보호한다는 논리로

파악된다. 이는 역사문화 보호와 도시의 현대화를 동시

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다. 공간적인 측면에만 집중하

던 계획이 전략적인 발전 계획으로 바뀐 것이다. 

이와 함께 2004년 8월에는 2005~2007년의 풍광대 계

획을 실행하기 위한《명성곽풍광대보호건설계획(明城

墻風光帶保護建設規劃)》이 수립되었다. 이어 2008년에

는 성곽 주변 지역의 상세한 건축규제 및 지침도면을 담

은《난징 명성곽풍광대 및 주변지역 규제성 상세계획(南

京明城墻及基沿線控除性詳細規劃)》이 난징시 계획설계

연구원에 의해 마련되었다. 명성곽 보호를 위한 법제가

마련되면서 성곽의 보수·정비도 과학적인 체계를 갖추

었다. 이는 단지 성곽을 보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성곽을 복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실행하

는 것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성체의 구

조를 완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지속적인 훼손을 방지하

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난징 명성곽을 위시한 역사문화적 풍광은 오랜 기간

에 걸쳐 마련된 관련법에 힘입어 산과 물, 성과 숲이 하

나로 어우러지는 점, 선, 면의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구

역의 크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결합하여 도시 전체

의 유산과 풍광을 합리적으로 운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역사도시로서 명나라 난징의 도시적 특색이 잘 나

타나며 더불어 도시 녹지 체계를 확보하게 되었다. 《명

성성곽녹화풍경대보호(明城城墻綠化風景帶保護)》를 통

해 불필요한 건물 신축과 재건을 금지하고, 명성곽 보호

구역 내 3,770호의 주민과 700만m2를 차지하는 기관을

이주시키기도 했다. 그 성과로 명나라 성곽 풍경지대 보

호구역의 면적은 651ha, 환경 협조구역 면적은 465ha에

이르게 되었다. 난징시는 향후 10년 사이에 명나라 성곽

풍경지대를 중심으로 완전한 녹색 생태도시를 조성하여

생태문화 도시이자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면모가 갖추어

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2) 역사문화환경 조성과 명성곽 보존의 과제

성곽을 보유한 역사도시의 경우 성곽은 중요한 역사

문화유산이다. 성곽 자체가 문화재일 뿐만 아니라 역사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이며, 그 지역이나

【 사진 2 】현대 난징 명성곽과 진회하(秦淮河) 
(출처 : 楊新貨·楊國慶,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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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소중한 역사문화자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성곽을 보호하고 주변지역을 관리하기 위한‘성곽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23

난징 명성곽을 중심으로 한 명대(明代) 역사도시의

경관 조성은 2003년 장쑤성(江蘇겛)이 난징 성곽을 세계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국가문물국에 잠정목록을 신청

하면서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난징 명성곽은 2008년 다

른 지역의 도시성곽들과 함께‘명 왕조와 청 왕조의 도

시성곽’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었

다.24 난징시가 추진해 온《명성곽풍광대계획》을 비롯한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과《구도심 보호와 혁신 계

획》과 같은 구체화된 실행규칙에 이르기까지 법제도의

확립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그러나 개발과 보호의 상충되는 가치 속에서 명성곽

개발에 관한 학계의 논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주목

할 점은 개발과 보호의 모순으로 인한 문제점들은 도시

개발 과정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요컨

대 보존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의도하지 않은 훼손은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성곽 주

변의 불법 건축물을 철거한 후, 인위적으로 세운 작은 건

축물이라든가 장식용 나무를 심은 것이 오히려 성곽의

풍광을 훼손한다. 또한 생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명성

곽 주변에 화초를 심는 등 원림을 장식하는 것을 환경조

성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인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훼손도 이에 해당된다. 

오랫동안 난징 명성곽과 역사도시 조성을 위한 법제

화가 진행되었지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 정비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명성곽은 보수와 보호, 개

발과 이용에 있어 도시건설과 문물, 도로와 삼림 등을 여

러 부처가 관리하고 있다. 

명성곽은 현재 난징시의 현무구(玄武區), 백하구(白

下區), 진회구(秦淮區), 고루구(鼓걹區), 하관구(下關區)

등 다섯 개 행정구역에 걸쳐 있다. 이에 따라 명성곽을

관리하는 곳은‘3구역 1관리처’로서 진회구가 중화문(中

華門)을, 백하구가 한서문(漢西門)을, 하관구가 읍강문

(吩江門)과 사자산(獅子山)을 관리하고, 시(市)성곽 관

리처가 나머지 지역을 관리한다. 이러한 체제는 관리 인

재를 서로 보충할 수는 있지만 부서 간의 협력이 전제되

지 않으면 보호와 관리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을 초래하기 쉽다. 

이로 인해 관리를 위한 자원 또한 조정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성곽에 여러 정부기관이 관여하는 난징

의 성곽 보호체제는 일률적인 계획과 실행의 효과를 떨

어뜨리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25 이에 2009년 난징시 시

장 회의에서는 명성곽의 관리부서를 시 문물관리부서로

지정하기도 했다. 문물관리부서에서 주체가 되고 시와

구 연관 부서가 연합적으로 움직이며 사회 구성원의 참

여를 독려하지 않는 한 원활한 보존관리는 쉽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부처 간의 책임회피와 같은 관행은 현행《난

징성곽보호관리방법(南京城墻保護管理方法)》을 비롯한

기타 문화재 보호 법규에 성곽의 보호를 위한 실제적인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26 성곽의 보존과 복원은 성곽이 훼손된 당시 현장

23 정석, 2008, 앞의 , p.46.
24 중국 국가문물국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45개의 유산을 등재시켰다. 이 중에서 남경 명성곽은‘명 왕조와 청 왕조의 도

시성곽(City Walls of the Ming and Qing Dynasties)’이라는 명칭으로 2008년에 중국 내에서는 열 번째로 잠정목록에 등재되었는데, 여기에는 ① The City
Wall in Xingcheng, ② The City Wall in Nanjing, ③ The City Wall in Jingzhou, ④ The City Wall in Xi’an 등 명·청시대주요도시의 7개 성곽이포함
되어있다. 

25 2001년에 집경문(集慶門) 성곽을 보수하던중벽체의방공호(防空壕)에 맞닥뜨렸을때, 방위 부처는국가의방위시설을파괴했다고여겨공사를중단시키고책임
자를처벌하 다. 그러나문물부처는국가의문물을보호하고보수하고자했던것이라여겨두부처는모두각자의법에의거하여관련사업을진행하면서서로
대치한사례가있었다(沈承寧, 2007, 「論南京城墻之곎史價値與世界文化遺産之申報」『現代城市硏究』第6期, p.52).

26 1970년대에 심각하게 파헤쳐졌던 성곽 중심부의 방공동굴 처리방법에 대한 조문은 법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최근 찰합이로(察哈爾걟)를 연장하는 공사
중성곽이훼손되었던일역시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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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건과 훼손의 원인에 따라 적절한 대처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하지만, 이에 적합한 법조문의 부재로 정부기관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성

곽 사이에 자란 수목(樹木)의 처리만 보더라도 수목이

성곽을 훼손시키므로 제거해야 할 대상임이 분명하지

만, 《난징시녹화관리조례(南京市綠化管理條例)》의 제약

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와 같이 난징 성곽의 보호

는 부처 간 법규의 정비와 현실에 부합하는 조문 마련 및

보완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때 보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1.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협력적 보존관리

지금까지 난징 명성곽의 보존관리는 대부분의 중국

문화유산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시정부 등 관(官)에 의

해 주도되어 왔다. 우리와는 국가체제가 다르다는 한계

가 있지만,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없이 관이 보존관리의

주체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성곽 문화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이 유지되

도록 온전하게 보존관리 하기 위해서는 난징 명성곽이

처해 있는 보존관리 체계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즉,

세계유산 수준의 보존관리 및 활용이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해당 지역주민, 일반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며 협력(governance)해

야 한다. 이는 보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

요하지만, 국가와 사회가 문화유산을 지정하고 보존관

리 하는 근본적인 의미를 살린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

한 요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유

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함께 참여하는 지역단위 단체들

의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이들은 과거에는 지역

문화유산 해설을 주로 담당하 으나, 최근에는‘문화유

산 방문교육’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 하기도 하고, ‘문

화재 상시관리 활동’등에도 참여하며 문화유산 보존관

리와 활용에서 정부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은 그것이

소재한 지역의 주민들과 관련 전문가, 일반시민 등이 정

책 수립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그

틀이 바뀌어야 한다.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한 활발한 협

치는 문화유산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역량배양

(capacity building)을 의미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가장

근본적인 정책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유형·무형유산의 통합적 보존관리

난징 명성곽은 여러 단계를 거쳐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명성곽의 사례는 비슷한 성격

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세계유산으로 등

재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

사점을 준다. 

그러나 난징 명성곽의 보존정책은 그것이 갖는 유형

유산으로서의 특성에만 국한된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세계유산을 비롯해서 문화유산이 보다 진정성과 완전성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이 통합적으

로 보존관리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유네스코를 중심으

27 유·무형유산의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과 실행에 관한 논의는 아태무형유산센터, 2011, 「무형유산 보호에 있어서 유·무형유산의 통합적 접근」,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국내전문가네트워크자료집참고. 

명성곽보존정책의한계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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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산되고 있다.27

예컨대 경복궁(景福宮)에서는‘조선시대 궁성문 개폐

및 수문장 교대의식’과‘경회루 연향’, ‘세종조 회례연’

등 무형유산이 재현되고 있고, 창덕궁(昌德宮)에서는

‘창덕궁 달빛기행’과‘청의정 모내기와 벼베기’등이 이

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형유산에 무형유산

을 채워‘문화가 살아있는 문화유산’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다. 

난징 명성곽 보존정책은 아직 유형유산과 무형유산

을 통합적으로 보존관리 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은 계획 및 정

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진정성을 확보하는 정교한 보존관리

난징 명성곽은 각 시기의 사회적 상황과 정책기조 등

에 따라 훼손과 보존·복원이 반복되는 과정을 거쳐 오

늘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명성곽을 세계유산으로 등

재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화할 만큼 보존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훼손된 성벽을 복원하면서 본래의 구조

와 달리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등 진정성에 악 향을 미

치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성곽 겉모습만 원래와 같게 하

면 된다는 생각에서 빚어진 것으로, 문화유산 복원 방법

에 대한 몰이해와 보존관리 원칙의 미비에 따른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유산이 진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서는 단순히 겉모습만을 재현하는‘보여주기’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이것은 복원 과정과 방법, 절차 등도 가

능한 한 그것이 처음 조성되었던 시대와 동일하게 진행

될 때에야 가능한 것이다.28

우리나라는「문화재보호법」제3조에‘문화재의 보

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지난 수십 년간 문화재의 진정성을 유지하도

록 하는 방향으로 문화재 행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문화재 보존관리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철저

히 지켜지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문화재를 정비하면서

본래의 것과는 전혀 다른 재료를 사용하거나, 현실적 편

의를 좇아 전통과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이 그러한 예이다.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보존관리는

시민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가 함께하는 협치를 추구하

고, 유형·무형유산의 통합적 보존관리를 추구해야 할

시점이지만, 현장 문화유산 관리에서는 오히려 문화유

산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진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

생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문화유산 보존관리는 난징 명성곽의 사례

에서 나타난 한계점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진정

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하는 방향

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역사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난징은 명성

곽이라는 역사문화자원에 주목하여 그것을 보존하면서

도 활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성공했다. 오늘

날 난징시가 명성곽을 중심으로 역사도시로서의 맥락을

유지하면서 보존계획을 수립·실행한 것은 단기간에 이

결론

28 진정성(Authenticity)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서는 문화유산 보전의 진정성을‘문화유산을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화유산
의 가치와 정보에 대한 본질적인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유산의 가치에 관한 자격요건으로서 진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성은 세계유산협약
과 여타 문화유산 목록의 등재 절차를 비롯해 유산에 관한 학술 연구와 보존 및 복원 계획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1995년 체코 세스키 크룸로프에서
개최된 ICOMOS 회의에서는문화경관과도심환경에적합한보존의진정성에관해논의하 다. 그 결과보존에대한진실하고성실한접근을보장하는수단으로
서 보존에 적용하는 분석 과정에서 진정성이 갖는 중요성을 확인하 고, 문화경관 및 도심환경에 적합한 진정성 분석을 적용하기 위한 보존 개념의 강화를 강조
하 다. 문화유산의진정성에관해서는유네스코세계유산센터, 「세계유산협약이행을위한운 지침」, 200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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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성과가 아니다. 

난징은 급변하는 정치·사회·경제적 여건 속에서

1910년부터 성곽 보존계획이 본격적으로 수립되는 1990

년대에 이르기까지 긴 세월 동안 도시개발과 성곽 보존

에 관한 논쟁을 벌 다. 또한 난징 명성곽이 국가문화재

로 지정되는 1980년 말부터《난징역사문화명성보호계

획》과《난징명성곽풍광대계획》등 법제가 마련되는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현실적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을 두고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기도 했다. 

2000년 이전에 난징시가 수립·시행한 법률은 명성

곽의 본체에 대한 보수사업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그러

나 2000년 이후에는 성곽 주변 환경에 대한 정비와 역사

적 관광지를 연계하면서‘난징 명성곽’이라는 개별 단위

의 유적 보호에서 점차 탈피해 점·선·면이 결합된 체

계로서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해 갔다. 

난징시의 이와 같은 성과는 체계적인 계획 수립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명성곽 보존계획은 각 시대의 도

시계획과 맞물려 추진되었다. 명성곽 보존을 위한 장기

적인 계획은 광범위한 공간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한편

으로는 단기 계획을 통해 세부적인 구역별 보호 전략을

함께 구사하여 법률 간의 한계를 보완하 다. 특히 유적

자체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함께 정비하고 개선하는

총체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층위별로 지침을 마련한 것

은 문화자원의 역사문화적 가치 훼손을 최소화하는 원

동력이 되고 있다. 이는 명성곽의 보존과 관리, 활용이라

는 순환 구조를 재인식하고 시대적 조류와 사회문화 환

경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 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여겨진다. 

이처럼 일관성 있는 원칙과 틀 안에서 역사문화자원

을 관리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문화

재 보존계획을 세우는 것이 역사문화자원을 보존·관리

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이에 더하여 역사문

화자원 복원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문화재의 가치 훼손

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현대적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탄력적인 관리지침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역사문화자

산의 보존을 위한 원칙은 난징시에서 추진한 성곽유산

과 역사도시 환경 조성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해서도 다

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난징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명성곽의 보

존과 함께 역사도시 조성을 통한 관광산업의 출발에 성

공하 지만, 여전히 관리체계의 부실함이 존재하고 있

다. 수많은 계획 수립과 수정 속에서 난징 명성곽의 보존

은 개발과 상충되어 관광자원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훼손되는 일도 있었다. 또한 법률 시행 과정에서 명성곽

에 훼손을 가하거나 구역 내 일부만이 전통적인 경관으

로 보존되기도 했다. 도시계획, 경관, 녹지와 관련한 정

부기관 간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법조문이 마련되지 않

아 원활한 보존과 활용을 저해하고 있음도 드러났다. 이

는 우리나라의 경우「문화재보호법」, 「고도 보존 및 육

성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 목적과 정책 목표가 상이하여 역사문화자원

보존과 활용 정책이 탄력성과 유연성을 갖지 못하고 있

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으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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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ng Castle Conservation Policy and the Cre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s

Abstract

Since the Ming Castle located in Nanjing was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of China as a cultural property

in 1988, the Nanjing city government has been conserving the castle according to its plan and thus restoring the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s of Nanjing. The project is still in progress, and in this regard, a series of logistics

have formulated and a lot of discussions have taken place.

Likewise, Korea has been carrying out multidirectional policies to conserve and utilize castles lying

throughout the country, appreciating the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of castles lying throughout the country,

and at the same time gets down to designation as the World Heritage.

This study focused on how Nanjing, not only a castle city but also a historical city, had established a principle

and legal foundation regarding the protection of the Ming Castle, especially on how the problems, which might

continually arise in a process where a scheme reached a working stage, had been solved. The problem-solving

process is expected to have great implications for Korea in a similar situation.

Hereat, this study analyzed the project plans formulated seasonally and gathered data on practical operation

by conducting interviews with hands-on workers. The results showed that Nanjing had carried out policies to

utilize the castles as tourism resources by harmonizing cityscape and ecological environment, but that it well

conserved castles without damaging cultural assets. The stereoscopic protection system for the Ming Castle,

based on the consider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s, may provide practical and useful data for

Korea’s administration mapping out for a castle conservation policy and designation as the UNESCO World

Heritage.

Key Words Cultural Heritage, Nanjing Ming Castle, Historied City, Conservation of Ancient Cit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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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題詞 文化遺産，南京明城墻，歷史城市，古都保存,  保存管理，歷史文化資源,  歷史文化環境

中國南京明城墻之保存政策與곎史文化環境造成

摘要

明太祖朱元璋策劃的石材都城南京明城墻全長35.267公里，已過600多年的現在，其中現存約三分之二
。
1988

年，南京明城被定爲國家重点文物保護單位之后，南京市正式樹立，施궋城墻保護規劃，逐漸恢癖南京的歷史，文化

价値
。
目前還進궋中的修癖，保存努力，經過各種各樣的實궋計劃，多次議걩，接着聯合國敎科文組織的世界文化遺

産備選階段
。
包括首爾，擁有城墻的韓國廓憾地區也注重以歷史，文化資源的城墻价値，爲了保存，利用，他們運用

了多方面的政策，同時關注于列入世界文化遺産
。

本硏究關注：歷史文化城市，城墻城市的南京，爲了保護歷史文化遺産的南京城墻，如何樹立各蛾政策及其原則，

法律基礎
。
是因爲在計劃實궋過程中，發生問題的解決辦法會啓示到韓國城墻保存政策的定立和實踐

。
爲了本次硏究，本人分析各憾時期南京市樹立的城墻保護規劃，經過負責人采訪搜集了關于實際運用的信息

。
根据

硏究結果，本人嚴認，南京市겘但保護城墻本걏，而且把城市景觀和生態桔境連在一起，施궋以歷史文化遺産的，旅

游資源的城墻利用政策
。
幷겘是消蓋的遺産保護，而是考慮歷史，文化桔境的，又是以点，線，面結成的南京明城墻

立걏保護걏系包括在城墻保存政策樹立和實궋方面上，還在備選世界文化遺産工作中的韓國文化遺産궋政會提供實際

的信息和有用的觀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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