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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로 문화유산의 사회적, 경제적, 정체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유산이 보호와 보존의 대상을 넘어서 활용의 

대상으로까지 간주되고 있다.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서 국내에서도 문화유산의 활용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오늘날 국내 문화유산의 활용은 물리적이거나 단편적인 이용에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근대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

해 만들어진 등록문화재 제도 하에서는 원형 유지나 보전을 기본으로 한 활용 방식이 아닌 활용을 위한 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활용의 개념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문화유산의 ‘활용’을 ‘문화유산의 본연적, 부수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모든 인위적 행위를 지칭

하는 것’이라고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프랑스 르아브르Le Havre시의 사례 연구를 통해 본 개념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고

자 한다. 르아브르시는 ‘지역’의 근대유산을 ‘가치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국가’의, 그리고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그 유산적 가치를 향

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체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도 발전시켰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문화유산의 ‘가치증진’을 위한 활용의 

의미와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본 개념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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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 사회에서는 문화유산에 대한 시각이 개인의 소

유권 혹은 재산권으로 파악하는 재산(Property)적 시각

에서 사회공동체의 것으로 인식하고 발전시키려는 유산

(Heritage)적 시각으로 변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

제적 발전으로 인한 문화활동의 증가에 따라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유산을 어떠한 방식

으로 접근하고 해석하며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

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유산의 활용에 대한 국내외의 요구와 관심

의 증가에 따라, 문화재청은 2000년대 후반부터 보다 적극적

으로 문화재 활용에 관한 정책을 기획 및 운영하면서 국내 

문화유산의 활용에 힘쓰고 있으며,1 한국관광공사 또한 문

화유산의 활용 및 관광 상품화와 관련된 여러 연구를 진행

해왔다.2 하지만 국내에서는 문화유산에 대한 ‘활용’의 개념

이 아직 정립되지 못하여 활용 유형 분류 체계를 확립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정상우 외, 2013; 류호철, 2014). 

특히 ‘개화기’를 기점으로 하여 ‘한국전쟁 전후’까지의 

기간에 건설, 제작, 형성된 문화재가 중심이 되는 등록문화

재의 제도와 관련하여 문화유산의 활용에 대한 새로운 개

념의 정립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재청의 ‘근대문

화유산 관광 자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2005)’에 따

르면, 근대문화유산 활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문화재로서

의 가치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국가지정문화

재에 비해 부족하고, 많은 근대문화유산이 일제의 잔재 혹

은 수탈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등록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중

적인 관광 상품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는 등록문화재의 범위가 일반동산문화재까지 확대되면서 

등록문화재의 수가 늘어나고 예전과 비교하여 문화재로서

의 가치 인식이 향상되었지만, 원형유지를 기본으로 하는 

지정문화재와는 달리 법적 규제가 크지 않아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보전과 활용이 비교

적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활용’의 개념이 무엇인지 

좀 더 명확히 하여 현상 및 용도 변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들을 보다 면밀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문화유산 보호와 관광 개발과의 관계 속에서 

문화유산의 활용은 여전히 불분명한 과제로 남아있다. 앞

으로도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국내외적으

로 증가할 것이며, 국내의 문화유산이 세계의 문화유산으

로 인식될 수도 있는 바, 해외 문화유산관련 연구를 통해 

문화유산 활용의 개념 및 목적, 과정 등을 정리함으로써 

이론적, 실무적 여건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Ⅱ.   문화유산의 가치증진을 기반으로 

한 활용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문화

유산과 관련된 근대적 법규로 1916년 제정된 고적급유물

보존규칙을 비롯하여,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1933~1961), 문화재보호위원회규정(1933~1961)을 들 수 있

다. ‘보존규칙’, 그리고 ‘보존령’과 같은 용어에서도 알 수 있

듯이, 20세기 초 일제의 침략 하에 정치적 혼란과 어지러운 

사회환경 속에서 갑작스럽게 닥친 국토 개발에 따라 여러 

유산들을 보존만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었다. 더

구나 1945년 이전에 문화재보호행정주체는 조선총독부였

고, 이후에도 전쟁을 겪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문화재 보호와 활용은 충분한 관심을 끌지 못하였

1   ‘문화재 정책 중장기 비전 문화유산 2011(2007)’, ‘문화재 활용 가이드북(2009)’,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산업 활성화 방안(2009)’, ‘문화유산 향유 및 관리 실

태조사 결과(2010)’, ‘해외문화유산 활용 사례집 발간(2010)’, ‘문화재 유형별 활용 길라잡이(2011)’,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2011)’ 등.

2   ‘근대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2005)’, ‘고궁과 문화유산관광발전 전략(2008)’, ‘살아숨쉬는 5대 궁과 조선왕릉을 세계인에게 선보이다

(20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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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62년이 되어서야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어 한국 정

부에서 주도적으로 문화재를 보호, 관리할 수 있는 장을 열

었다. 본 법률의 제 1조에서는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

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고 그 목적을 정하면서 문화재는 보

호뿐만 아니라 활용의 대상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현행 문

화재보호법은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보존, 관리뿐만 아니

라 활용을 포함시키는 문화재 기본 계획의 수립을 문화재

청장에게 강제시키는 등, 문화재가 활용의 대상이라는 인식

을 자리잡게 하였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경

제 활성화 및 정체성 강화를 위해 문화재 활용에 대한 여

러 방안을 계획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문화

유산에 대한 시민의 경험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들어 문화재의 사회적 효용성과 활용 가치에 대

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으나, 현재까지 ‘문화재 활용’에 관

한 이론적 논의는 시작 단계에 지나지 않으며, 활용의 방법

론에 대한 이론의 틀이 마련되지 않아 논리성이 부족하다

고 할 수 있다(장호수, 2006; 156). 국내에서는 문화재 활용

에 관해 논하면서도 그 개념과 유형, 범주 등을 명확히 하

지 않은 채 단편적인 사례를 연구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류호철, 2014; 6).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등록문

화재의 전시용도로의 활용 사례를 검토하거나(강경남, 김태

영, 2005), 근대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의 대립에 대한 경제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김종헌, 2006), 문화유산의 물리적

인 이용뿐만 아니라 생활문화재 형태의 복합적인 활용방안

을 제시하는 등(이유리, 박소현, 2008), 문화유산의 경제적, 

문화적 활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테마길 조성을 통한 등록문화재 활용방안을 검토하거나(이

정이 외, 2013), 소유자에 따른 운영유형을 세분화하여 등

록문화재의 활용모델을 제시하는 등(이정수 외, 2014), 문화

유산의 활용방안 다양화 및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활용’이 문화

유산을 경제적, 물리적으로 이용 및 사용하는 의미로 인식

되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의 활용 방안에 대한 운영 및 다

양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활용’이라는 용어의 사용만으로 문화유산의 

활용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활용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2008)은 

“충분히 잘 이용함”으로, 동아새국어사전(제4판)은 “그것이 

지닌 능력이나 기능을 잘 살려쓰거나, 잘 변통하여 씀”이라

고 한다. 또한 동아 현대활용옥편(2003)은 活用을 “지닌 기

능을 잘 살려씀”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내 연구에서 ‘활용’에 대해 상응하는 영문으로

서 ‘Use’, ‘Utilization’과 같은 표현을 채택하고 있으며, 세부

적으로는 재생(Revitalization), 재건(Reconstruction), 다시 

이용하기(Reuse), 고쳐쓰기(Adaptive use)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한다. 하지만 ‘잘’이라는 애매모호한 의미나 ‘이

용’ 또는 ‘사용’과 같은 일회적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의 사

용을 통하여 문화재 활용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기에

는 충분하지 않다.

이론적 측면에서 장호수(2006; 157)는 문화재 활용

을 “문화재에 담긴 가치를 찾아내어 새롭게 생명을 불어 넣

거나 변용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

라고 정의하고, 그 주된 목적으로 문화재 보호,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공동체 활성화,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 도시

와 마을의 정체성 확보, 환경보존과 관리를 꼽았다. 하지

만 문화재와 관련된 사항을 언급함에 있어서 ‘변용’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며, ‘새로운 것’을 추

구하는 것만이 활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위

에서 언급한 사항들이 목적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지속가

능한 문화유산의 활용으로 인한 긍정적 결과로도 볼 수도 

있다. 류호철(2014; 10)은 선행 연구에서 검토한 활용을 모

두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문화재 활용을 “문화재로부

터 긍정적 효과 또는 영향을 얻는 모든 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문화재를 활용하면서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

정적 효과도 함께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978년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에디오피아의 랄리벨라Lalibela는 등

재와 동시에 긍정적 장소 이미지를 구축하고 관광을 통

한 경제적 증진을 도모하기 시작하였다. 에디오피아 정부

는 2003년부터 관광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는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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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2009년 세계은행기구(World Bank)와 에디오피아 정

부는 ‘에디오피아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계획(Ethiopian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Project)’를 발표하고, 

투자금액의 60%를 랄리벨라Lalibela의 관광 시설 개발에 투

입하여 세계적 수준의 관광 서비스와 함께 깨끗하고 쾌적

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을 기울었으며, 이에 따른 관광

객들의 유입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인 경

제적 효과를 얻었다. 하지만 관광객으로 인한 물질만능주

의의 문화가 유입되어 종교적 가치가 위협받게 되고, 주변 

지역의 전통 주거형태(tukuls)가 붕괴되며, 새로운 호텔 설

립에 의해 전체 경관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

다(Assefa Wondium, 2007). 그리고 일본의 시라카와고 

Shirakawa-go의 경우에는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해 경관의 

훼손, 차량정체, 유휴지의 증가, 주민들의 생활공간 침해로 

인한 주민의 불편 등의 문제를 겪었다(김명주, 2009). 문화

유산의 활용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는 국내 문화유산의 사

례에서도 그와 같은 예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2010

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안동·하회 마을에서는 마을 

주민과 관광객의 마찰, 무분별한 상행위로 인한 마을원형

의 훼손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윤민혜, 2011). 문화

유산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만을 의도하였다

고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정적인 결과가 함

께 수반될 수 있으므로, 활용의 개념을 고려함에 있어서 

부정적 결과 및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을 염두

해 두어야 한다.

2000년대 초의 석굴암 모형관 건립에 대한 논란은 문

화유산의 ‘활용’의 어려움을 잘 나타내는 사례이다. 1976

년 석굴암 본존불 앞에 유리벽이 설치되었는데, 이로 인하

여 방문객들이 석굴암 내부를 충분히 감상할 수 없었고 또

한 수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인하여 문화유산 원형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조계종과 경주시는 석

굴암에서 100미터 남짓되는 곳에 ‘석굴암 모형 전시관’을 건

립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문화재청 제1분과 위원회는 이

를 승인하였지만, 시민단체, 한국건축역사학회, 한국미술사

학회, 환경연합 등 23개의 학회 및 단체가 문화유산 보존

에 대한 철학과 원칙이 없는데서 나온 근시안적인 방안이

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고,3 결국 이 계획은 무산되었다. 

위 사례는 문화유산의 관련 주체들이 ‘활용’의 의미를 해석

하는 방식에 따라 문화유산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문화유산의 활용은 원형의 보존을 전제하여

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있을 수 없으나, 어떠

한 방식을 통하여 활용을 보존의 범주에 들어가게 할 것인

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 문화유산의 

활용은 보존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와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의 ‘활용’ 개념의 확립

이 필요할 것이다.

프랑스, 영국과 같은 유럽 국가가 문화유산에 대한 관

심을 본격적으로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18세기로 산업혁명

과 정치적인 혼란에 의하여 문화유산이 인위적으로 파괴되

면서부터이다. 그 외의 국가는 20세기에 들어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서구의 식

민통치와 세계대전 이후 국민들의 연대 의식 강화 및 국가 

정체성 형성에 문화유산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

식이 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일찍이 문화유산

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었던 프랑스의 경우에는 문화유산관

련 정책을 시대적으로 분류하여, 1789년부터 1830년까지를 

‘문화유산의 개념 출현’으로, 1830년부터 1930년까지를 ‘문

화유산 정책의 시작’으로, 1930년부터 1960년까지를 ‘문화

유산 보호정책의 확대’로, 1960년부터 2003년까지를 ‘문화

유산의 새로운 개념 사용’으로, 2003년부터 오늘날까지를 

‘세계화와 지역 분권화 시대의 문화유산’으로 나누어 파악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류에 따라 각 연대별로 문화유산관

3   김은남 기자, 시사저널, 2002년 5월 4일, ‘석굴암 모형’ 논란 돌부처도 돌아앉을라 - 건립 타당성 놓고 치열한 공방 이어져. 2015년 2월 14일 검색 (http://

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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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정책의 흐름 뿐만 아니라 해당 법규 및 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정리하고 있다.4 오늘날 프랑스에서는 문화유산과 

관련된 법규, 정책, 그리고 제도 분야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활용’이라는 용어에 대응될 수 있는 ‘가치증진(valorisation)’

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라후쓰Larousse 프랑스

어 사전에서는 본 용어를 ‘법적 제도나 자발적 인력을 통한 

서비스나 제품의 상품적 효용의 증진, 가치를 부여하는 행

위, 한 인간이나 어떤 사물에 더 큰 가치를 주는 행위, 그리

고 더 나은 이용을 위한 페기물의 변형’ 등으로 정의하고 있

으며, 철학 및 심리학에서는 ‘더 큰 가치의 부여’를 의미하고 

있다. 동의어로는 증대(accroissement), 상승(élévation), 진

보/향상(amélioration), 증가/발전(crue), 상승/인상(hausse), 

새로운 방향의 설정(réorientation) 등이 있다.

그렇다면 활용을 통해 문화유산의 어떠한 가치를 증

진시켜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5 문화유

산의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다양한 모습

을 드러내는데, 오늘날의 문화유산의 가치는 크게 두 가

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문화유산이 지니는 본연

의 가치이다. 여기에는 건축적, 예술적, 조경적 요소뿐만 아

니라 특정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억과 이야기, 또한 인간

에 의해 점유된 모습도 이에 해당된다. 둘째는 문화유산화

가 이루어지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치로서, 정체성

과 관련된 가치와 경제적, 제도적 가치 등이 있다(Gravari-

Barbas·Veschambre, 2005).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문화유

산이 속한 지역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적 기능으로서의 가치, 보호해야 하고 보존해야 하

는 문화유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역적, 공간적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로서의 제도적 가치, 문화유산이 하나의 상

품으로서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문화유산의 부수적인 가치

에 해당한다. 문화유산이 관광 상품화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거나, 혹은 문화유산이 지역 정체성을 향상시킴

으로써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

된다. 문화유산 활용의 궁극적 목표가 이와 같은 두 가지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있다고 가정한다면, 문화유산의 활용

은 ‘문화유산의 본연적, 부수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모든 인위적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재정립될 수 있을 것

이다. 문화유산을 보전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 및 사

용하는 행위만으로 문화유산의 활용이 성립되는 것이 아

니라, 문화유산을 둘러싼 행위들이 문화유산의 가치증진에 

기여되어야만 진정한 활용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가치증진을 기반으로 한 활용’의 개념은 “근대기의 문

화유산이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하여 체계적인 조사

나 가치 평가 없이 점차 멸실 및 훼손되어가는 위기에 처하

게 되는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등

록문화재 제도(문화재청, 2005)”에서 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내지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

는 등록문화재 제도는 2001년의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

으며, 정부의 엄격한 보호와 통제 아래 원형유지를 기본으로 

하는 지정문화재 제도에 비하여 현상 변경에 적용되는 제약

이 완화되기 때문에 문화유산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비

4 출처 : http://www.vie-publique.fr

5   불어권 밖에서도 문화유산의 ‘가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시대와 사회에 따라 과거를 선택하는 각각의 평가 기준이 존재한다고 한 Riegl(1984), 각 

사회마다 서로 다른 방법을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가 평가되는 것을 연구한 Lipe(1984), 경제학적 접근을 통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연구한 Frey(1997)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연구를 토대로 미국의 게티 연구소(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에서는 ‘가치와 유산보전(Values and Heritage 

Conservation , 2000)’, ‘문화유산 가치의 평가(Assessing the Values of Cultural Heritage, 2002)’ 등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가치 중심의 보전

과 활용, 문화유산의 가치 유형 등을 구체화하였다. 영국에서도 역사적 환경에 관한 정부의 입법적 권고기관인 역사적 건축물 및 기념물 보존위원회(English 

Heritage)에서 발간한 ‘역사적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 미래에 대한 새로운 관점(Sustaining the Historic Environment : New Perspectives on 

the Future, 1997)’을 통해 비전문가들이 가지는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과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련된 이슈에서 대중들의 광범위한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문화유산 분야에서의 ‘공적 가치(public value)’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 맞추어 국내에서도 ‘문화재 

가치 추정에 관한 방법론 검토(정연정·공기서, 2007)’, ‘CVM을 이용한 당항만 역사문화재의 가치 추정(최세현 외, 2009)’, ‘문화재 정보에 게시된 역사적·

학술적·건축적 가치의 내용적 의미(이민경, 2008)’ 등 문화유산과 가치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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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크다. 등록문화재의 외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하

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고를 통하여 해당 절차를 개시시

킬 수 있기 때문에(문화재보호법 제56조 제1조), 문화재청장

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현상 변경이 가능한 국

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 지정문화재에 비해서 행정절차가 

보다 간편하다. 그리고 2005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등록문화재의 적용 범위를 건조물문화재뿐만 아니라 동산

문화재까지 확대시켰기 때문에 본 제도를 통하여 보다 적극

적이고 다양한 문화유산의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는 문화유

산의 보호에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엄격한 방법이 아닌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근대문화유산을 보전하고자 하는 의

지가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01년 7월 1일 시

행된 등록문화재는 시행 초기 2년간 등록건수가 각각 2002

년 44건, 2003년 21건에 불과했지만, 문화재청 내에 근대문

화재과가 신설되는 등 문화재등록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건축물, 산업 구조물, 생활문화유산, 역사유적, 인물기념시

설, 동산유산까지 포함되면서 등록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 

2014년 기준으로 총 657개의 등록문화재가 등록되어 있다.6

등록문화재와 지정문화재의 가치적 차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문

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세

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를 말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에서는 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등록 기준으로 지정문

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

고 규정하고 있다. 

1호.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

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호.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호.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

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

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과 등록문화재와 관련한 시

행규칙에서 정의하는 문화재의 가치에 대해 살펴보면, 등록

문화재는 예술적,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1호) 상징적(1호), 사회적(2호), 시대적(3호) 가치를 더불어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던 문

화유산의 부수적 가치로서의 정체적, 제도적, 경제적 가치 

또한 등록문화재로 등록되면서 덧붙여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근대시기에서 건설·제작·형성된 문화유산

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문화재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다양한 형태로 남아있는 근대유산 중 상징적, 사

회적, 시대적으로 뛰어난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등록문화

재로 등록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등록문화재들이 상업적 이용에 치우쳐 있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등록문화재 중에서 용도가 변

경된 사례로는 공연, 전시장으로 이용되는 등록문화재 제 

90호 홍파동 홍난파 가옥, 외국인 전용 북촌 게스트 하우

스Bukchon Guest House 숙박시설로 이용되는 제 85호 계동 

배렴 가옥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홍난파 가옥은 최근 종

로구가 3억원을 투자하여 공연장으로 리모델링되었지만 홍

난파가 살았던 시대의 흔적은 아래의 사진과 같이 고스란

히 사라져버렸으며,7 계동 배렴 가옥은 한옥체험이나 한국

6 출처 : e-나라지표, www.index.go.kr

7   중앙일보, 2014년 10월 31일자 기사, ‘3억 들였는데… 홍난파는 자취 없고’, 2015년 2월 14일 검색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

asp?total_id=16281106&cloc=olink%7Carticle%7C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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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전통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

들이 많았으나 등록문화재 혹은 배렴 가옥 자체의 가치에 

대한 언급은 외국인의 이용 후기에서 찾아볼 수 없어,8 게

스트 하우스로서는 긍정적이지만 문화유산의 활용이 긍정

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등록문화재 제도 하에서는 홍난파 가옥의 내부 

리모델링에 대해 비판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계동 배렴 

가옥 또한 문화유산적 가치가 효율적으로 소통되지는 않

지만 장소의 분위기를 살려 외국인들에게 한국적인 체험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절대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보여지는 활용을 위한 보전’과 ‘단

편적인 활용’ 사이에서 새로운 활용의 의미는 중요하게 작

용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활용의 개념이 문화유산

의 가치증진을 위한 모든 인위적인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

라면 홍난파 가옥의 경우는 문화유산 자체의 가치를 간직

하기 위해 흔적이 남아있는 곳을 보전했을 것이고, 계동 배

렴 가옥의 경우에도 문화유산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서 공간의 이야기를 이끌어 내어 등록문화재로서의 공간적 

체험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회를 만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적 역할을 하고, 한국사적으

로 중요한 시기에 해당하는 근대에 생성된 역사적 산물은 

당대의 문화·역사를 반영하는 유산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현재 등록문화재 제도가 지정문화재와는 달리 좀 더 자유

로운 보전과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

으로 보전하고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개념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Ⅲ.   프랑스의 르아브르Le Havre시 사례

를 통해 본 문화유산의 활용

프랑스의 르아브르Le Havre시는 1950년대 이후 세워진 

건축물을 문화유산화에 성공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시키는 쾌거를 이루었다. 2015년에는 르아브르시의 재건된 

구역이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지 10년, 

‘역사와 예술의 도시(Villes et Pays d’art et d’histoire)’로 지

정된지 15년, 그리고 건축도시경관문화재보호구역(ZPPAUP, 

Zone de protection du patrimoine architecural, urbain et 

paysager)으로 지정되어 보호 받은지 20년을 맞이하게 된

다. 르아브르시 사례에 대한 연구는 국내 지정문화재 및 등

록문화재와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가치 증진을 기반으로 

한 활용’의 의미와 그 과정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

사진 1.  홍난파 가옥 내부의 리모델링 이전(왼쪽)과 이후(오른쪽)9

8   2015년 2월 14일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여행 사이트이며 45개국의 관광 시설에 대한 이용객들의 후기를 볼 수 있는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에서 계동 배

렴 가옥Bukchon Guest House에 대한 외국인들의 35개의 이용후기 참조 (http://www.tripadvisor.fr/Hotel_Review-g294197-d1605154-Reviews-

or50-Bukchon_Guest_House-Seoul.html#REVIEWS).

9 앞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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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내에서 새로운 활용의 개념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시

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1517년 프랑스 국왕 프랑수아 1세가 이 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은총받은 항구라는 의미의 ‘르아브르 드 그라스

Le Havre de Grâce’라고 명명하면서 작은 어촌마을에서 프랑

스의 대표적인 항구로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18세기에는 나

폴레옹 1세에 의해 해군기지의 모습 또한 갖추게 되었다. 하

지만 제2차 세계대전으로 르아브르시에서 5,000여명이 사

망하였고, 10,000여개의 건축물이 붕괴되었으며, 80,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재난을 

당한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될만큼 피해가 컸다. 또한 약 150

헥타르에 해당하는 구역의 처참한 붕괴는 프랑스 정부가 

르아브르시를 재건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고, ‘현대적인 모

습을 갖춘 국가 재건의 상징’을 목표로 한 르아브르 재건계

획을 통한 적극적인 재건 사업이 진행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된 르아브르의 중심지는 ‘전

형적인 도시 계획과 건축·기술·예술·역사적 의미의 조명 

아래 현대적인 개발을 주도하여 선구적인 역할을 한 대표

적인 예’10로서 2005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전에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목록에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역사적 건축물이 복원이 아닌 현대적으로 재

건된 지역이 포함된 바가 없었다. 독일의 드레스덴Dresden과 

베를린Berlin 역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상태로 복원되면서 세

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반면, 르아브르시는 현재까지 유일

하게 현대적으로 재건된 도시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사

례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는 재건된 건축물

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과학적

이고 교육적인 논의와 정책을 통해 근대건축물에서 현대적 

문화유산으로 변모되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가치의 발견 

1950년대에 건축가 오귀스트 뻬헤Auguste Perret는 르아

브르 도시재건계획을 맡게 되었다. 그는 초기의 도시 모형

과 현존하는 역사적 구조물을 반영하는 도시계획과 건축 

기술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적용시켰다. 이는 주거 혹은 사

무를 위한 건축물, 공공시설, 규칙적인 소구역과 길, 광장을 

중심구역에 배치하는 등의 건축 방법론과 조립식 건축의 

통합, 모듈 그리드의 체계적인 활용, 그리고 콘크리트를 혁

신적으로 이용한 도시 계획과 건축에 해당하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재건축 시대의 특징적인 건축 양식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11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해당 지역에 오귀스트 

뻬헤의 작품들뿐만 아니라, 오스카 니마이어Oscar Niemeyer

를 비롯한 다른 유명 건축가의 작품을 포함하고 있는 등 

다양한 근대 건축물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뻬헤의 건축물과 도시 계획에 의해 재건된 구

역이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얼마되지 않은 일이

다. 사실 1950년대에 재건축이 완성되기도 전에, 르아브르 

관광협회(Syndicat d’initiatives du Havre) 산하 위원회에

서는 ‘르아브르 일상의 변화를 알리고 많은 관광객들의 이

목을 이끈다’는 목표 아래 활동을 하였지만, 르아브르는 관

광지로서 전혀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르아브르시, 

1987). 사진작가 루시앙 에흐베Lucien Hervé의 ‘모든 현대 도

시는 동일하지 않다.’는 주제 아래 르아브르 건축물을 배경

으로 400여장의 작품을 남겼지만, 에흐베와 그의 작품은 

2002년 관광협회에서 우연히 발견되기 전까지는 주목받지 

못했다(르아브르시, 2004a).

오귀스트 뻬헤는 1904년부터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

여 건축을 하였는데, 현대 건축에 있어서 철근 콘크리트의 

성공요소 중 하나가 ‘효율성’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

대화된 프랑스의 이미지를 위해 주거 단지를 계획한 프랑스 

정부에게 르아브르시 재건과 철근 콘크리트의 대중적 사용

10   세계문화유산 선정 기준 Ⅱ인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

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에 해당.

11 세계문화유산 선정 기준 Ⅳ인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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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대성’의 예로 추천되었다(Colins, 1959). 하지만 뻬헤의 

작품은 1960년대 이전에는 역사학계와 건축계에서 거의 거

론되지 않았고, 지리학자 마들렌 브로까르Madeleine Brocard

는 재건된 건축물이 차갑고, 비어있으며, 슬프고, 산업적인 

면이 있다고 비판하였다(Chauvin, 2010).

그런데 1989년에 발표된 죠셉 아브함Joseph Abram12의 

논문 ‘르아브르에서의 뻬헤팀 : 재건설의 유토피아(L’équipe 

Perret au Havre : l’utopie de la reconstruction)’에서 르아

브르시가 구조적 고전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현대 건축 역

사의 결정적인 작품이라고 소개되면서 이전의 흐름이 바뀌

었다. 이러한 뻬헤의 건축물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단순한 

건축물에서 보호하고 간직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탈바꿈하

는 1차적 이유를 제공한 것이었다.

2. 가치의 증명 및 정당화 

뻬헤의 제자이자 도시 계획가인 자크 뚜흐넝Jacques 

Tournant은 지역행정가 및 건축가와 함께 뻬헤의 건축을 정

의하는 기준과 골조, 콘크리트, 형태 등 보호해야 하는 요

소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었다

(르아브르시, 1987). 또한 그는 뻬헤의 건축에 대한 연구 업

적을 르아브르시의 기록 보관소에 등록하면서 뻬헤의 작

품에 대한 문화유산화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주장하였다. 이후 뚜흐넝의 연구는 르아브르의 문화유산

적 정체성을 만드는 필수적인 정보로서 재건된 구역에 대

한 브로슈어를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였다(Jean-Baptiste 

Cremnitzer, 르아브르의 건축물 (Architectures au Havre), 

1988).

1990년대 초에는 끌레흐 에띠엔느-스떼네Claire Etienne-

Steiner가 지역문화사업국(DRAC, Direction régionale des 

affaires culturelles)에 소속되어 30,000여개에 달하는 건축

물에 대한 건축학적·역사적 연구 및 16세기 이후 르아브르

시의 도시 경관을 변화시킨 ‘르네상스, 산업혁명, 재건설’의 

역사적 단계를 발표하였다(Etienne-Steiner, C., 1991). ‘재

건설’이 역사적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재

건설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

고 르아브르시의 기록보관소의 직원이었던 실비 바호Sylvie 

Barot는 ‘르아브르, 의지 그리고 현대성(Le havre, volonté et 

modernité, 1992)’이란 제목의 책을 출간하면서 기존 연구

그림 1.  뻬헤의 도면(왼쪽)과 르아브르Le Havre시의 시청 앞 광장에서 찍은 사진13

12   현재 국립낭시건축학교(Ecole Nationale Supérieure d’Architecture de Nancy) 교수, 현대건축역사연구소(Laboratoire d’Histoire de l’Architecture 

Contemporaine) 연구원.

13 출처 : http///whc.unesco.org/uploads/nominations/1181.pdf.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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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연구 업적을 총정리하게 되었고, 이 책에서는 르아

브르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자는 의지와 함께, 재건설에 

대한 그 동안의 역사적 연구 및 조사 배경과 내용을 세밀

하게 다루었다. 르아브르시가 가진 문화유산적 가치에 대

한 연구 자료는 이후 문화유산화 과정의 토대가 되어 각 단

계를 신속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3. 보호 대책 마련

르아브르의 재건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조사에 힘입

어 르아브르시는 1990년에 보호대책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는 1995년 7월 19일 도지사령에 의해 재건된 지역을 건

축도시경관보호지구(ZPPAUP)로 지정한 것이다. 지정된 

150 헥타르 안에서는 모든 도시의 건축학적 구성 요소가 

건축적, 미적 가치에 따라 3단계의 보호 대책에 따라 달리 

보호를 받게 되었다(르아브르시, 2004b). 또한 건축물의 보

호와 관련하여 예방과 복원 기술을 완벽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르아브

르시는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상인, 회사, 그리고 건

물 소유자들이 건축도시경관보호지구 제도를 이해하게 하

고, 건축 변경 혹은 공사에 직접적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

는 시 소속의 ‘문화유산 개발직’을 신설하였는데, 지역민들

은 이 직원에게 건축적 기술과 관련된 문의를 할 수 있었

고 시에서는 불법적인 공사를 방지할 수 있었다(UNESCO, 

2005). 뿐만 아니라, 건축도시경관보호지구로 지정된 이후 

르아브르시는 문화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이용하여 건축

물의 외관 공사를 위주로 재건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도

시재생관리기구(ANAH)을 통하여 15년 이상 거주하고 있

는 건물의 소유주나 세입자가 거주환경개선 공사를 위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있는 민간 주거지 

지역의 공공적 개입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Opération 

Programmmées d'Amélioration de l'Habitat)을 통해 해당 

지구의 생활 환경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그림 2. 르아브르Le Havre의 세계문화유산 지정 지역14

14 출처 : http://whc.unesc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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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세기 문화유산’의 가치증진

단행본 ‘르아브르의 건축물(Architectures au Havre, 

1989)’, ‘르아브르, 의지 그리고 현대성(Le havre, volonté et 

modernité, 1992)’, ‘건축가(Les bâtisseurs, 2002)’ 뿐만 아니

라 여러 학자 및 전문가가 재건된 르아브르시에 대해 진행

한 연구로 얻어낸 결과는 도시의 정체성를 증진시키고 뻬헤

의 건축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여 1945년 이후 재건된 지

역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게 하였다.

문화유산의 본연적 가치에 대한 연구에 힘입어, 2001

년에는 르아브르시의 주도로 ‘예술과 역사의 마을(Ville 

d’art et d’histoire)’에 선정이 되면서 ‘가이드-문화유산강연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게 되고, 다양한 문화유산 방

문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유산과 건축물의 해석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 그리고 프랑스 건축협회(Institut français 

d’architecture, IFA)는 말로 박물관(Musée Malraux)에

서 ‘뻬헤, 콘크리트의 시학(Perret, la poétique du béton 

1900~1954)’이란 제목으로 뻬헤에 관한 전시회를 개최하였

고, 2002년에는 약 50여명의 연구원이 참여한 ‘뻬헤의 백

과사전’이 출간되었다(Cohen J.-L. et al., 2002). 르아브르시

는 2002년을 ‘뻬헤의 해(année Perret)’로 선정하여 주민들

이 재건된 르아브르 건축물에 더 큰 애착을 갖게 하는 중요

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몽죤Montgeon 

숲에서 문화유산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의 시작으로 ‘르아

브르, 새로운 이미지. 루시앙 에흐베의 흔적들 위에서(Le 

Havre, nouvelle l’image. Sur les traces de Lucien Hervé)’

라는 전시회를 개최하여 1950년대의 르아브르의 모습을 공

개하였다(르아브르시, 2003; 2004a).

사실 르아브르시는 도시건축문화유산의 가치를 인

식하게 되면서 1994년부터 세계문화유산의 등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고, 1995년 건축도시경관보호

지구(ZPPAUP)로 지정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세계문화

유산의 가치기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

며 2002년에는 등재 관련 서류의 작성을 담당하는 기술위

원회15와 운영위원회16를 조직하였다. 이후 르아브르시는 

1998년 시 자체의 사전조사를 거친 후에 ‘뻬헤의 작품과 르

아브르의 재건설 전문 역사 건축가’로서 죠셉 아브함이 적

극 참여한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서를 통하여 21명의 세

계유산위원회 구성원들의 만장일치로 2005년 세계문화유

산에 등재되었다. 르아브르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인해 

기존의 산업적인 항구 도시의 이미지에서 현대예술의 집합

지의 이미지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었고, 문화유산에 대

한 보다 철저한 보호 제도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르아브르

시의 문화와 관광을 접목한 도시 정체성은 더욱 확고해졌

고, 도시 정체성 변화에 힘입어 경제적 가치가 향상되면서 

오늘날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전

인 2004년 르아브르에 방문한 방문객은 약 5,000여명으로 

추산되나 등재 후인 2006년에는 그 수가 3배 이상 증가한 

17,000여명에 이르러 2010년에는 30,000여명으로 집계되었

다(Chauvin, 2010). 그러나 르아브르에 방문한 방문객들은 

르아브르가 위치한 노르망디Normandie 지역 사람들이 60%, 

15 기술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성원은 아래와 같다 ;

   ① 도시와 미래 연구 부사장. ② 도시 계획과 미래 부사장. ③ 도시 계획과 미래부의 연구 담당 건축가. ④ 르아브르시의 기록보관소 담당자. ⑤ 말로 박물관의 

담당자. ⑥ 역사와 예술의 도시의 지역 책임자. ⑦ 르아브르시의 문화, 이벤트 부서 담당자. ⑧ Bâtiment de France의 건축가(센-마리띰Seine-Maritime의 

문화유산과 지역건축부서 소속). ⑨ 유산조사연구 담당 역사가(오뜨-노르망디Haute-Normandie의 문화지역국 소속). ⑩ 뻬헤의 작품과 르아브르의 재건설 전

문 역사 건축가.

16 운영위원회는 19명의 구성되었으며, 구성원은 아래와 같다 ;

   ① 르아브르시의 시장. ② 도시 계획 담당 보좌관. ③ 문화 담당 보좌관. ④ 건강과 환경 담당 보좌관. ⑤ 산업과 관광 경제 담당 보좌관. ⑥ 건물 담당 보좌관. 

⑦ 거리 담당 보좌관. ⑧ 지구(공간)의 삶 담당 보좌관. ⑨ 중심지 담당 시 소속 고문. ⑩ 시장 사무실 장. ⑪ 커뮤니케이션 부서장. ⑫ 도시와 미래 연구 부사장. 

⑬ 문화, 이벤트 부사장. ⑭ 도시와 미래 연구 사장. ⑮ 도시계획과 미래 연구부의 연구 담당 건축가. ⒃ 뻬헤의 작품과 르아브르의 재건설 전문 역사 건축가. 

⒔ 역사 유산(Monument historique)의 책임자. ⒕ 오뜨-노르망디Haute-Normandie의 지역문화 책임자. ⒖ 도코모모 프랑스DOCOMOMO France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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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프랑스 지역에서의 방문객이 35%, 외국인이 5% 밖에 

되지 않아 르아브르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영향이 국제적인 

수준까지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지만, 르아브르Le Havre

시는 국제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그랑파리Grand Paris 

계획을 통한 파리 지역과의 연계를 추구하면서 관광객의 

증가와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르아브르시는 프랑스 정부의 도시재건계획에 의해 재

난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1950년대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

으로 한 세계적이고 특별한 가치는 20세기의 건축과 도시

계획의 주요 작품으로서의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도

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1989년 죠셉 아브함이 뻬헤의 작

품을 기존의 시각과 다르게 해석한 이후 수많은 연구에 힘

입어 약 15년 후 르아브르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

고, 현존하는 역사 위에 도시 재건이라는 목표로 근대유산

으로의 가치와 더불어 도시의 정체성을 이끌어 낼 수 있었

으며, 세계화된 문화유산의 본연적 가치에 힘입어 국제적 

문화·관광의 도시로의 도약을 계획하고 있다.

사진 2.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르아브르Le Havre시의 재건된 구역17

17 출처 : http://whc.unesco.org/en/list/1181/gallery



42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8. No. 2

5.   르아브르시 사례가 시사하는 활용을 통한 문화유산

의 가치증진에 대한 의미와 방안

문화유산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다. 사회는 물질적 대상(사물, 작품, 

건축물, 지역, 경관 등)이나 비물질적 대상(사상, 가치, 축제, 

도덕, 규율 등)의 가치를 발견하고 인정함으로써 사회와의 

연결을 더욱 증진시키고 해당 대상으로 하여금 더욱 관심

을 기울이게 하며, 이 과정에서 자원이 투자 혹은 재투자되

고, 대상의 가치가 더욱 증진되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 따라 현대 사회를 통해 생성된 르아브르

시 사례에 대한 연구는 가치증진의 의미와 그에 관한 궁극

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진행한 연구 결과는 르아브

르시의 재건된 건축물에 대한 문화유산적 가치를 높였고, 

계속해서 이 문화유산적 가치를 정당화하였으며, 르아브르

시는 문화유산적 가치를 여러가지 제도로 보호하고, 지역

의 정체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증

진시킬 수 있도록 각종 전시, 기념 및 출간 사업, 행사 등을 

진행하였다. 르아브르시의 문화유산관련 주체들은 경제적, 

제도적, 정체적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한 것이 아니라 ‘문화

유산 본연의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한 결과 부수적 가치도 

함께 증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르아브르시의 사례를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증진에 대

한 궁극적 방안 또한 이끌어 낼 수 있다. 첫째, 가치의 새로

운 발견 및 재해석이 필요하다. 르아브르시의 지역민들에게

는 구시가지가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이후, 현대적인 방식

으로 재건된 건축물들이 매력없는 콘크리트 건축물로 인

식되었을 수도 있지만, 20년 후 뻬헤의 작품에 대한 가치의 

재조명과 죠셉 아브함의 연구와 분석이 재건된 지역을 기

존과는 다른 문화유산으로서 인식하게 하였다. 따라서 우

리 고유의 역사, 사회, 문화에 대한 기존의 시각 및 해석과

는 차별되는 철학적·과학적 접근이 요구된다. 장소의 기억, 

추억, 환상, 꿈, 몽상, 신화, 전설, 상징 등 역사적 사실과 집

단적 기억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와 미래에 공유될 필요

성이 있는 가치가 발견되고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특정 대상이 문화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회적, 미

학적, 건축학적, 조경학적인 본연적 가치에 대한 충분한 연

구와 자료 수집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르아브르시는 재건된 

지역이 건축도시경관보호지구(ZPPAUP)로 지정이 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가치의 증명과 정당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전문가들과 시청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근대

문화유산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심층있는 연구와 논의는 문화유산이 가

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내고, 이를 지

역민들과 소통해 내는데 있어서 필수적일 것이다. 셋째, 문

화유산화 과정의 각 단계에 대한 존중이 요구된다. 근대 건

축물을 문화유산으로 변모시킨 르아브르시는 가치의 발견, 

가치의 증명 및 정당화, 보호 제도 마련, 전시 및 커뮤니케

이션, 국내외 문화유산제도의 활용과 관광 산업의 진흥을 

통한 가치증진으로 정리되는 문화유산화의 단계별 과정을 

거쳤다. 넷째,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의 가치증진에 대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르아브르시의 재건된 

지역의 문화유산적 가치에 대한 발견 및 세계문화유산 등

재를 통하여 문화·관광 산업이 활성화된 항구 도시로 거

듭날 수 있게한 데에는 르아브르시가 ‘문화유산화 과정’에

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르아브르시는 ‘시’가 중심이 되어 전문가, 주민, 정부를 조력

자로 삼아 단기간에 문화·관광의 도시로 발돋움하였다. 지

역의 문화유산을 가장 잘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방자

치단체가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다.

문화유산은 분명히 생산되는 것이며(Gravari-Barbas, 

2003), 사회적 관심사에 따라 동적이고, 지적이면서도 감성적

인 방법으로 문화유산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문화유산을 

발견 및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은 결국 해당 이익 집단, 관리 

주체, 지역 주체, 정부 등 여러 주체들의 계획에 따른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적극적인 리더쉽과 실행력

에 따라 문화유산의 가치와 기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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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프랑스의 르아브르시는 항구·군사도시에서 문화관광

도시로 변모하였다. 이는 50년이 채 되지도 않은 한 건축가

의 작품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근대문화유산으

로서의 가치를 증진시키면서, 주민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지

역 유산에 관심을 이끈 결과일 것이다. 20세기 세계문화유

산을 탄생시킨 르아브르시를 통해 어떻게 근대문화유산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가치가 증진되며, 가치가 증진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근대문화유산의 

등록 기준이 되는 상징적, 사회적, 시대적 가치의 증진에 대

한 부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문화유산이 경제적, 교육적 자원으로서 ‘활

용을 위한 대상’이었다면, 현재에는 문화유산을 ‘가치증진

의 대상’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해석, 본연적, 부수적 가치에 대한 충분한 연

구와 논의, 문화유산화의 과정에서 각 단계의 존중, 해당 주

체들의 적극적인 리더쉽과 실행력은 현재 보전과 활용이 비

교적 자유로운 근대문화유산을 포함한 모든 유산의 가치증

진에 필수적인 요소임에 해당한다.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는 도시는 사회적, 경제적 발전

의 요람이 될 수 있고, 지역 주민에게는 개발에 필요한 기반 

요소인 지역 정체성과 역사적 연속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

문에 낡고 파괴되고 잊혀진 문화유산을 재생하고 복원하

며 활용하는 것이 곧 지역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게 하

는 것이다(Francesco Bandarin, 2010). 창의적인 발상과 지

속적인 노력으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의 ‘가치증진’을 기반으로 한 활용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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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introduce the French concept of ‘valorisation ’ of heritage which corresponds to 

‘utilization(활용)’ of heritage in Korea. As interests on the social, economic and identity values of heritage are 

increasing, it is considered as not only a target of protection and preservation but also an object of utilization. 

Even though this global transition has been formed quickly, the concepts regarding utilisation of heritage has 

not been academically founded and its related foreign terms or cases were not studied in depth. In particular, 

modern cultural heritage requires more attention and researches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as it 

represents a relatively large range of utilization but it doesn’t have strong protection policies.

We justify the needs to introduce the concept ‘valorisation ’ in Korea while analyzing Le Havre case that 

shows how to promote economic and social values of heritage as well as heritage values from ‘local’ to ‘country’ 

and to ‘world’. This case was selected as it allows to identify the meaning of valorisation and heritagization 

process from modernly rebuilt areas after World War II to World Heritage Site.

Hyo Dan CHO
Instructor of Angers University

* E-mail : hyodan.cho@gmail.com

Study on <valorization> of cultural heritages 
through the case of Le Havre, Fr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