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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계곡(Dresden Elbe Valley)은 드레스덴 시가 유산 지역 내에 다리를 건설하

는 과정에서 이 계획이 세계유산 가치를 훼손한다고 해서 유네스코 및 세계유산위원회와 직접적으로 대립하여 2009년 세계유산목록

에서 삭제됐다. 표면상으로 이 경우는 ‘보존’과 ‘개발’이 충돌하여 빚어진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드레스덴의 역사적 경관과 별

도로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다리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살펴보면 이 건은 우리에게 익숙한 유산 지역의 ‘개발’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드레스덴 엘베계곡의 세계유산목록에서의 삭제에 이르는 과정을 면밀히 살

펴보고, 유산 가치를 결정하는 주체와 보존관리의 주체 간의 충돌에서 온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특히 유산 보존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고려되는 유산 공동체의 역할이 어떻게 핵심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우리

의 현실에 맞는 도심지역 유산의 보존을 위한 원칙과 문화재영향평가 지침 수립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국 문 초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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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세계유산의 삭제

드레스덴 엘베계곡(Dresden Elbe Valley)은 세계유산

으로 등재되었을 때보다 세계유산이었다가 삭제가 된 것으

로 더욱 유명하다. 2004년 문화경관으로 세계유산에 등재

된 후 유산 지역 내에서는 본격적으로 엘베강을 가로지르

는 신규 다리 건설 계획이 추진되었다. 이 계획은 엘베강변

의 경관 보존에 대한 국제사회의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켰

고 유산은 2년 만에 위험유산목록에 등재되었다. 이후 다

리 건설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최종적으로 다

리 건설이 원래 계획대로 추진되면서 세계유산위원회는 

2009년 제3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드레스덴 엘베 계곡을 

삭제하였다.1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된 사례는 40년간의 세계유

산협약 역사상 단 두건에 불과하다. 2007년 삭제된 오만의 

아라비아 영양보호구역(Arabian Oryx Sanctuary)과 2009

년에 삭제된 드레스덴 엘베계곡이다. 아라비아 영양보호구

역은 1994년 멸종 위기에 있는 아라비아 영양과 다른 멸

종 위기 동물들의 유일한 야생 서식지로 세계유산으로 등

재되었으나 2007년에 삭제되었다. 이 유산은 오만 정부가 

보호구역을 90% 이상 줄여버리고 아라비아 영양의 개체수

가 급감하면서 등재 사유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삭제되

었다. 이 과정에서 세계유산위원회는 13년 동안 거의 매년 

보존현황보고(State of Conservation Report)를 회의 안건

으로 상정하였다. 이미 1999년에 암컷 영양 개체수가 13마

리로 줄어 멸종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는 사실이 파악되

었지만 세계유산위원회는 섣불리 유산을 삭제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정적으로 세계유

산에서 삭제되면 세계유산위원회를 위시한 국제 사회는 합

법적으로 그 유산의 보호에 관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사

실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오만 정부는 영양보호구

역 내에서 탄화수소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이러한 경

우 삭제는 곧 그 유산을 개발하고자 하는 정부의 요구에 

부합하는 행위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삭제라는 최후

의 수단을 쓰지 않도록 세계유산위원회는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2007년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에

서 오만 정부가 온전한 유산 보호의 어려움을 들어 아주 

이례적으로 스스로 유산의 삭제를 요청하면서 아라비아 영

양보호구역은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된 가장 첫 번째 유

산이 되었다.2

반면, 드레스덴 엘베계곡은 이와는 사정이 매우 다르

다. 우선 유산 보호에서 통상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독일의 

유산인 점이 이례적이며, 그 이후에도 아직까지 더는 삭제

된 유산이 없기에 더욱 주목받는다. 이 유산은 엘베강변을 

따라 약 18km에 이르는 넓은 문화경관의 유산인지라 동

물 종 개체 수처럼 유산의 핵심적인 가치가 주요한 한 가지 

요소로만 표현되지 않는다. 삭제는 유산 지역 내에 계획되

었던 4차선 폭의 교량 건설이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불거졌

다. 세계유산위원회와 많은 전문가는 새롭게 건설될 다리

가 엘베계곡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경관미를 해친다고 판

단하였고 다리 건설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

울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다리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되었

고 유산은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되었다. 그로 인해 지금

도 유산 주변 개발이 예정되어 주변 경관과의 어울림, 합일

성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례로 꼽히게 되었다. 

삭제 후 5년이 지나 다리 건설이 완성되어 운영되는 현재, 

그 당시 드레스덴의 여러 상황을 다시 조명하며 삭제 결정

의 과정을 돌아보는 것이 앞으로도 수없이 나타날 수 있는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문화재 보호 정책 결정에 유의미할 것

이라고 생각하여 그 과정을 짚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재 지역 개발과 주민 이해가 상

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결 방

1   세계유산위원회 문서, WHC-09/33.COM/7A.

2   세계유산위원회 문서, WHC-07/31COM/7B.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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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을 제시하거나 이론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객관적

인 체계가 수립되어 있지는 않다. 본고는 드레스덴 엘베계

곡의 등재, 보존 현황 보고, 삭제와 관련된 세계유산위원회 

문서를 주된 자료로 삼아 드레스덴에 적용된 여러 가지 보

존 정책을 검토하고 이러한 사례에 대한 유네스코의 대처 

방식과 관련된 원칙 수립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필

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드레스덴 엘베계곡의 세계유산 

 등재와 삭제 과정

엘베계곡은 세계유산 등재 조항 (ii), (iii), (iv), (v)를 

충족하여 2004년 등재되었다.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ii)   드레스덴 엘베계곡은 유럽의 문화, 과학, 기술의 교차로

였다. 드레스덴의 미술품, 건축물, 정원 그리고 경관 요

소들은 18~19세기 유럽 중앙지역의 발전에 중요한 기준

이 되었다. 

(iii)   드레스덴 엘베 계곡은 궁정 건축과 축제에 관한 탁월한 

증거를 지니고 있으며 중산층 건축과 유럽의 도시개발

이 근대 산업기로 접어드는 시기 산업유산들의 유명한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다. 

(iv)   드레스덴 엘베계곡은 탁월한 문화경관으로서 강의 계

곡 안에 명성 높은 바로크 양식과 교외 정원도시가 예

술적으로 잘 어우러진 조화를 이룬다. 

(v)   드레스덴 엘베계곡은 토지사용에 대한 뛰어난 사례로

서 중부 유럽 주요도시의 특출한 발전을 대표한다. 이 

문화경관의 가치는 오래전부터 인정받았지만 현재는 새

로운 변화의 압력을 받는다.3

충족된 등재조항을 보면 16~20세기를 거쳐 엘베 강

을 따라 조화롭게 이루어진 드레스덴의 문화예술적 건축

물들과 산업혁명기 도시 구조물들이 지닌 경관 가치가 높

게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드레스덴의 이러한 발전 양상

이 18~19세기 다른 중부 유럽도시 발전에 기준점이 되었

다는 것도 인정받은 가치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등재된 직

후 유산 구역 내에 엘베강을 가로지르는 발드슐뢰셴 다리

(Waldschlösschenbrücke)를 건설할 계획이 이행되기 시작

하자 많은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리 건설은 

세계유산이 등재된 이후에 새롭게 제기된 사안은 아니었다. 

드레스덴 시의 도시계획 문서에 따르면 1900년, 1911년부터 

지속적으로 이 지점에 다리 건설이 필요하다고 논의된 기

록이 있다. 팽창하는 도시의 외곽을 순환구조로 이루고자 

하는 시도였지만 그 당시 시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리

가 건설되지 못했다.4 이후에도 1930년대, 1940년대에 구체

적인 건설계획이 세워졌으나 경제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의 발발로 또 미뤄졌다. 1989년에는 다리의 설계공모까지 

이루어졌었으나 같은 해 동독 정부의 붕괴로 인하여 다시 

한번 건설이 수포로 돌아갔다. 드레스덴의 도심지구 팽창과 

더불어서 도심 외곽의 남부와 북부를 이어주는 다리건설

은 오랜 세월동안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임을 알 수 있다. 이

런 점을 고려하면 드레스덴 시가 2004년 6월 세계유산 등

재 결정을 기다렸다가 다리 건설 시행을 강행한 것으로 보

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문제는 이미 오랜 시간동안 진행되

었던 다리 건설사업에 엘베계곡의 세계유산 등재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모양을 띄고 있다.

실제로 등재 이전의 여러 정황을 보면 다리 건설은 충

분히 예견된 사안이었다. 2003년 ICOMOS(국제기념물유적

협의회, 이후 이코모스)5의 드레스덴 엘베계곡 등재 평가보

고서를 보면 이미 다리 건설 계획에 대해서 이코모스가 인

3   세계유산위원회 문서, WHC-04/28COM/14B.40.

4 Urban Development Department, City of Dresden, 2006, Waldschloesschenbruecke bridge and World Heritage Status , p.4. 

5   ICOMOS(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이코모스)는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운영에서 문화유산 분야의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유산 심사, 실사, 보존관리에 대한 권고사항을 작성하는 비정부국제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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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있었음을 밝혀놓았다. 바로크 양식 건축물들이 가

장 집중적으로 모인 드레스덴 구시가에서 5km정도 동쪽

으로 떨어진 유산 지역 내에 새로운 다리를 건설할 계획

은 이미 있었다. 디자인도 이미 1997년 국제공모전을 거쳐

서 선택되었고 주변 경관을 최대한 저해하지 않도록 높이

가 낮고 폭이 좁은 안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

다.6 즉, 세계유산위원회와 자문기구인 이코모스는 이미 등

재 추진 및 등재 당시부터 문제의 다리가 건설될 예정임을 

알았고 채택된 디자인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평가보고서나 

등재 결정문에는 다리 건설에 대한 직접적인 우려를 표명

하는 문구는 삽입되지 않았다.

표 1.  드레스덴 엘베계곡의 세계유산 등재 및 삭제 과정

연도 주요진행과정 

2003년 1월 드레스덴 엘베계곡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제출

2003년 9월 이코모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현지실사 시행

2004년 6월 드레스덴 엘베계곡 세계유산 등재

2005년 2월 다리 건설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 (찬성 67.9%)

2005년 11월 세계유산센터 이의 제기 

2006년 1월 이코모스의 공사 중지요청

2006년 4월 공사 중지 및 시각영향평가 시행 

2006년 6월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등재 

2007년 3월 법원의 주민투표결과 행정적 이행 명령 판결 

2007년 8월 공사 재개 

2008년 2월 세계유산센터 및 이코모스의 강화 모니터링 실사 

2008년 11월 다리 기반시설 공사 완료 

2009년 7월 드레스덴 엘베계곡의 세계유산 삭제 

*출처 : 세계유산위원회 보존현황보고 문서7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6   ICOMOS Advisory Body Evaluation on the Nomination of Dresden Elbe Valley, WHC04/28COM/INF14a. 유네스코는 2006년 다리 건설에 반

대 입장을 표명할 때 평가보고서에 다리가 5km 정도 떨어져서 건설될 것이라고 기재한 것은 오류였다는 것을 밝혔다. 실제로 구도심 중심부에서 다리까지

는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다.

7 http://whc.unesco.org/en/soc/?action=list&id_site=1156 (최종접속일 : 2015. 3. 24).

그림 1.  드레스덴 엘베계곡 세계유산구역(진녹색)과 완충구역(연두색) *출처 : Dresden Elbe Valley Nomination Dossier, 2003에서 필자 수정

드레스덴 구도심 발드슐뢰셴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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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인지는 하

고 있었지만 다리 건설 자체가 큰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엘베계곡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자 

다리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비정부단체들은 해당 다리

가 세계유산적 가치를 저해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반대의

견을 개진하였고 이에 따라 유네스코와 세계유산위원회는 

공사 중지와 터널로의 계획 수정을 독일 정부와 드레스덴 

시에 거듭 요청했다. 2006년에 세계유산위원회는 엘베계곡

을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여 현지조사를 나가고 

공사를 변경하기 위해 독일 연방정부, 드레스덴 시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

구하고 다리 건설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가 되돌이킬 수 없

는 단계까지 진행되자 세계유산위원회는 드레스덴 엘베계

곡이 세계유산적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9년 

7월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했다.

Ⅲ.   엘베계곡의 문화경관적 가치와  

새로운 다리 건설의 필요성

<그림 1>에서 고찰하면 발드슐뢰셴 다리는 강이 굽이

치는 드레스덴 역사도심지구에서 약 3km 동쪽으로 떨어

져 위치한다. 물론 유산 지역 내에 위치하기는 하지만 도시 

내 바로크 건축 양식과 산업혁명 시기 기술 발전상을 돌이

킬 수 없이 저해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리에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남북단 지역은 비교적 현대

식 주거지역이고 바로크 양식의 역사지구와는 시각적으로 

많이 이격된 거리이다. 그리고 강이 한번 굽어지기 때문에 

역사지구에서 바라볼 때도 교회 첨탑과 같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 이 다리가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같은 유산 지역 내라 하더라도 도심지구에 근접한 지역과

는 다소 다른 경관을 지닌 지역이었기 때문에 세계유산 등

재 당시에 이 다리의 건설에 대해서 인지했음에도 평가보

고서에 특별한 반대 의견을 기재하지 않았으리라는 추측

을 해본다.

그러나 2005년 공사가 시작되자 유네스코는 우려 표

명과 함께 독일 정부에 해당 다리의 시각영향평가(Visual 

Impact Assessment)를 수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독일정부 

의뢰에 따라 아헨공과대학 도시 디자인과 지역계획 연구소

에서 진행한 시각영향평가는 이 다리가 기존 드레스덴 시

의 다른 다리들과 어울리지 않고, 드레스덴과 엘베계곡의 

역사적으로 중요하면서도 일상적인 생활과 관계 깊은 여러 

스카이라인 경관을 저해하며, 엘베강의 조화로운 경관에서 

가장 중요한 굴곡지점을 관통하여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전

체 경관을 갈라놓는다고 2006년 4월 결론을 내렸다.8

8   Institute of Urban Design and Regional Planning of the Technical University of Aachen, 2006, Visual Impact Assessment of the 

Waldschlösschen Bridge , 세계유산위원회 문서, WHC-06/30.COM/7B에서 재인용.

사진 1.  드레스덴 역사도심 전경 (ⓒ조유진) 사진 2.  발드슐뢰셴 다리 남쪽 도로변 (ⓒ조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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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평가결과의 내용을 보면 경관적인 요소로 세계유

산에 등재된 드레스덴의 유산 가치를 고려할 때 다리 건설

에 대한 반대 입장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세계유산

의 등재 사유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내용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드레스덴의 세계유산 

조항별 등재사유를 살피면 주목할 만한 점이 발견된다. 드

레스덴 엘베계곡의 문화경관으로서의 가치를 서술한 (v) 조

항의 내용이다. 엘베계곡에서는 인간의 토지사용에 대한 뛰

어남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세계유산협약의 운영지침에 

의하면 문화경관은 문화유산이자 협약 제1조에 명시된 ‘자

연과 사람의 합작소산’을 대변한다. 문화경관은 물리적 제

약 또는 자연환경에서 주어지는 기회와 사회, 경제, 문화적 

차원에서 연속적으로 가해지는 외부 및 내부 힘의 영향 아

래서 오랜 세월에 걸쳐 진행된 인간 사회 및 정주지의 진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유산이다.9 이러한 문화경관 유산의 가

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지속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나가는 

‘인간’의 역할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경관에서 중요한 점은 

유산이 하나의 기념물처럼 고정된 모습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하는 과정이 포함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리가 건설되었을 때의 영향을 평

가하는 요소에는 시각적인 요소만이 고려되었을 뿐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인 드레스덴 시민들의 입장은 포함

되지 않았다.

다리가 개통된 현장을 필자는 2014년 3월에 직접 다

녀왔다. 다리가 있기 전을 보지 못한 필자에게 이 다리는 

여느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다리로 보인다. 

특별히 눈에 띄는 디자인이나 모양은 아니지만 역사적인 

배경을 담은 도시의 다른 곳들과 비교하면 물론 다르게 느

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다리의 시각적인 요소

만을 고려한 관점이다. 다리가 생김으로서 실질적으로 매

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드레스덴 시민들이 느끼는 기능적

인 장점과 교통 체증이 감소한다는 장점 등도 중요한 요소

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2007년, 2008년 무렵 이 건이 논의

될 당시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자료를 살펴보면 해당 장소

9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2011 개정, 세계유산센터, 47항.

사진 3.  발드슐뢰셴 다리와 강 북쪽 전경 (ⓒ조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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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어떠한 디자인을 채택하더라도 경관에 영향을 줄 것

이기 때문에 다리의 형태를 바꾸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

이 될 수 없다는 잠정적인 결론까지 내려진 상태였다. 그

렇기에 다리 건설에 대한 계획을 모두 폐기하고 터널 건설

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10 이는 특정한 시기에 엘베강변

에 형성된 도심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52만 명에 이르는 

드레스덴 시민이 현재 필요로 하는 도심 기반시설인 다리

를 약 18km에 이르는 유산 지역 안에는 세울 수가 없다는 

결론이 된다. 엘베 강이 드레스덴 시내를 관통하는 길이가 

약 30km 정도이고 유산 구역이 18km에 달하니 곧 도시의 

2/3가 넘는 구역 안에는 다리를 더 이상 세울 수 없다는 결

론인 것이다. 

유네스코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제안한 터널 건설의 

타당성도 물론 검토되었다. 그러나 드레스덴은 자연재해 중

에서 수해에 가장 취약한 도시이다. 다른 강과는 달리 엘

베 강을 따라 강둑을 구축하지 않은 것이 역사문화적인 경

관을 만들어내는 데는 일조했지만 더불어 수해의 위험에 

더욱 도시를 노출시켰다. 이는 이코모스의 평가보고서에

도 향후 보존관리 필요사항에 언급된 사항이다. 수해로 인

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명시된 

것은 현지실사가 이루어진 해가 백년홍수가 일어나 엄청난 

물 피해가 있었던 2002년 바로 이듬해였기 때문이다. 10년 

뒤인 2013년에도 중부 유럽 지역 전체는 막대한 수해 피해

를 보았다.11 2002년과 비교해 다행히도 2013년에는 드레스

덴 구도심이 물에 잠기지 않았지만 일부 교량은 차량 통행

을 금지할 정도로 강물 수위가 높아졌었다.12 이렇게 수해

로 인한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 교량을 포기하고 터

널만을 대안으로 내놓는 것은 실제로 이곳에 거주하고 살

아가는 주민들의 일상과 안전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비

춰진다.

발드슐뢰셴 다리를 건설하기 이전에 엘베 강을 가로

지르는 기존 여러 다리를 살펴보면서 새로운 다리의 필요

성을 진단해 볼 수 있다. 드레스덴 시내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지점에 비교적 촘촘하게 다리 4량이 위치한다. 서

쪽부터 순서대로 마리엔 다리, 아우구스투스 다리, 카롤

라 다리, 알베르트 다리다. 첫 번째 마리엔 다리는 두 갈래

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쪽은 철도 교량이고 한쪽은 차량 통

행용이다. 애초의 다리는 1852년에 건설되었고 1901년부

터 철로가 이 다리 위에 놓였다. 철로 부분의 교량은 2004

년부터 기존 다리 위치에 일부의 역사적 외관만 유지하고 

골격을 새로 지으며 교체되었고 차량통행용 다리 역시 구

조적인 안정성 문제가 지적되며 2002년에 보강공사와 함

께 폭이 확장되었다. 두 번째에 위치한 아우구스투스 다리

는 1907~1910년에 건설되었다. 이 다리는 차량과 함께 전차

가 통행한다. 세 번째인 카롤라 다리는 1967년에 건설되었

다. 이 다리의 4개 차선은 곧바로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구

조이고 역시 드레스덴을 남북으로 잇는 전차길이 이 다리

를 지난다. 마지막은 알베르트 다리로, 1877년에 완공되었

다. 2차 세계대전 때 다리 양쪽이 폭파되어 보수된 이 다리

는 노후로 인한 심각한 안정성 문제로 차량 통행은 양 방향 

모두 한 차선 씩만 허용되며 속도 또한 30km 이하로 제한

10 세계유산위원회 문서, 2008년, WHC08/32COM/7A.26

11   Flooding in Eastern Germany, June 7, 2013, NASA Earth Observatory (http://earthobservatory.nasa.gov/IOTD/view.php?id=81287).

12   Dorothiee Thiesing, June 6, 2013, Floodwaters surge into Dresden, northern Germany, AP (http://news.yahoo.com/floodwaters-surge-

dresden-northern-germany-131215599.html).

그림 2.  드레스덴 시내의 4개 다리 (ⓒGoogle 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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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2008년에 이 다리 폭을 확장하는 안도 제시되

었으나 독일 국내 기념물보호법에 저촉되어 허가되지 않았

다. 이 네 개 다리 중 카롤라 다리만 제외하고 세 다리는 모

두 작센 주 문화재로 등록됐다. 발드슐뢰셴 다리는 도심지

역 내 역사적인 다리들에 대한 통행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논란이 된 현재의 위치에 계획되었다.

시내의 네 개 다리 이외에 계속해서 팽창하는 드레스

덴 시에 남북을 이어주는 다리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은 현

재 다리 현황을 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더구나 네 개 다리 

중 세 개가 건설된 지 100년 이상 된 상황이라 더욱 그렇

다. 엘베 강변을 따라 이루어진 문화경관은 분명히 강을 중

심으로 한 시의 남쪽과 북쪽이 적절하게 어우러지고 연결

되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한데 이전 시대에 만든 경관 

유지를 위해 그 이후의 시민들이 도시기반시설 자체를 더 

이상 건설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사람들이 생

활을 영위해나가는 ‘도시’의 기능을 고려할 때 무리한 조건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Ⅳ.   세계유산적 가치 판단의 주체와 

문화재 보호

발드슐뢰셴 다리 건설과 관련된 당시 언론기사를 검색

해 보면 다리 건설에 찬성하는 드레스덴 시민의 입장, 반대

하는 시민단체 및 국제기구 입장, 그리고 갈등을 최대한 조

율하여 세계유산 지위를 유지하고자 노력한 독일 연방정부

의 입장이 명확하게 갈린다. 다리 건설에 반대하던 입장은 

드레스덴이 삭제되던 날을 ‘매우 슬픈 날’ (마리아 산 세군

도, 제3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 ‘문화 아이콘으

로서의 드레스덴의 위상을 심각하게 해하며 … (중략) … 독

일에 부끄러운 일’(귄터 블로벨, 드레스덴의 친구들 비영리기

구 설립자, 뉴욕타임스 사설)이라고 언급하며 이 사건을 문

화유산 보호에 실패한 부끄러운 사건으로 평가하였다. 이런 

평가는 대부분 외부의 목소리이다.

이에 대한 드레스덴 시민의 입장은 매우 상반된다. 삭

제 이전에 이루어진 다리 건설에 대한 찬반투표의 68% 

사진 4.  마리엔 다리 (ⓒ Heidi Zengerling, Structurae)

사진 6. 카롤라 다리 (ⓒ Nicolas Janberg, Structurae)

사진 5.  아우구스투스 다리(ⓒ 조유진)

사진 7.  알베르트 다리 (ⓒ Nicolas Janberg, Structur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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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표에 이어서 삭제 이후에 잭시셔 차이퉁(Sächsische 

Zeitung, 작센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시민 57%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지위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입

장을 표명했다. 엘베계곡의 세계유산목록 삭제 직후 위 신

문에 사설을 기고한 드레스덴 시의원 얀 뮈케(Jan Mücke)

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문화적이거나 예술적인 것에 기

반을 둔 소수가 대부분의 시민보다 훨씬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해서 휘두르는 독재를 용납할 수 없다.”고 쓰며 오히려 

발드슐뢰셴 다리는 “교육 수준이 높으며 자신감이 있는 시

민들이 비판받거나 문화적으로 퇴행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

으면서 스스로 결정권을 행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 되고 있

다고까지 평가했다.13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되고 6년이 되어가는 지금, 이

것이 드레스덴의 문화유산 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그것을 논하기에는 시

기상조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드레스덴의 많은 

유산은 여전히 문화적인 깊이를 지니며, 도시의 역사적 과

거를 탐구하기 위한 발굴은 시내 곳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드레스덴 시의 관광객 통계 정보에 따르면 연

간 관광객은 2009년 이후에 오히려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

으니 다리로 인한 경관훼손으로 관광객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한 상황은 적어도 지금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

다.14 어찌 보면 유일하게 삭제된 유산으로서 그 희소성으

로 덕을 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드레스덴이라는 도

시의 역사성이 “세계유산”이라는 브랜드에 결코 뒤지지 않

음을 보여줬다고도 할 수 있다.

드레스덴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문화유산의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가 단순히 현재에 일어나는 행위

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개발’이라고 이름 붙이기가 매우 

조심스러운 일임을 알 수 있다. 드레스덴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새로운 다리는 무조건 현재의 경관을 방해하는 개

발이라기보다는 경관의 일부를 형성하는 주민 생활을 위

13   J. Abramsohn, Dresden loses UNESCO World Heritage status, 25.06.2009, Deutsche Welle (http://www.dw.de/dresden-loses-unesco-

world-heritage-status/a-4415238).

14 Tourismusentwicklung in Dresden, Dresden Marketing GmbH, 2014.1.27. 

그림 3.  2003~2013 드레스덴 관광객 도착 및 숙박 통계 (진노란색 : 외국인 숙박 | 연노란색 : 내국인 숙박 | 진녹색 : 외국인 도착객 | 연녹색 : 내국인 도착객)

*출처 : 드레스덴 관광 발전보고서, 2014Tourismusentwicklung Dresden
Ankünfte und Übernachtungen 2003~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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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필수적인 요소로 이해하는 편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훨

씬 도움이 되었으리라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준다. 하나

의 현상에 한번 ‘개발’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면 문제의 

본질이나 속성을 떠나서 인근 문화유산의 ‘보존’과 명분론

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게 마련이다. 2009년에 드레스덴 엘베

계곡은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되었지만 이 시기에 이 유산

만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특히 도심지역 유산이라면 해

당 국가의 경제적인 역량이나 지역적인 특색을 막론하고 유

네스코가 유산 보존현황보고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는 런던의 타워브리지 인근, 독일의 쾰른 성당, 오스트리

아의 비엔나 역사도심지구 등등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이 

중에는 경제적인 이득을 위한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새로

운 고층빌딩을 세우려는 시도가 특히 많았다. 하지만 이러

한 변화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유산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 문제에 직결되는지 여부와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필요성을 잘 살펴보기 이전에 모든 건설 행위를 ‘개발’이라

는 이름으로 뭉뚱그리면 문화재 보존과 대립되면서 더 이

상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진다. 문화재이기 때문

에 변화할 수 없다는 인식이야말로 문화재를 사회에서 더

욱 고립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물론 삶의 질을 담보로 해서 인구가 밀집된 도심지구

에 편리성만을 강조하거나 효율성만을 극대화한 디자인이

나 해결책이 능사라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될 것이다. 다

만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이 그 어떤 변화도 용납하지 않

는 철옹성과도 같은 존재로 인식되어서는 안되고 사회의 

구성원들과 함께 호흡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

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인 기능이 결여된 문화유산은 더

욱 더 오랜 시간동안 기억하고 보존하려는 지정 당시의 의

도와는 달리 가장 빨리 도태될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다.

Ⅴ. 세계유산 보존과 공동체

드레스덴이나 다른 역사도시의 개발 사례와 직접적으

로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세계유산협약도 유산 주변의 공

동체가 유산의 직접적인 보존관리에 참여해야 한다는 방

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협약 회원국들은 2002년 세계유산

협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향후 협약을 이끌어나갈 전략 

목표(Strategic Objectives)를 4개의 C로 구성하였다. 세계

유산목록의 대표성과 지역별 분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

고, 세계유산의 효과적인 보존을 보장하며, 역량강화 조치

의 발전을 추진하고, 나아가 소통을 통해 세계유산에 대

한 대중의 인식, 참여와 지지를 증진함을 목표로 해서 신

뢰도(Credibility), 보존(Conservation),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소통(Communication)으로 구성하였다. 그리

고 향후 세계유산협약 운영을 하면서 모든 정책이 이 네 

가지 목표에 가장 우선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전략목표는 일견 평범한 내용인 듯 하나 통상 유산에 

관한 거의 모든 정책과 예산 배분이 개별 문화재의 ‘보존’ 

(conservation) 사업에만 집중되었던 현실을 생각해보면 유

산 관련 사업 범위를 상당히 넓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4개의 C에 2007년 뉴질랜드의 제안으로 5번째 

C인 공동체(Community)가 추가되었다. 이 다섯 번째 C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해 공동체의 역할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애초의 뉴질랜드는 자국의 원주민 관련 문화유산 

보존 방안을 배경 삼아 이러한 제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에서 발전하여 세계유산협약은 이제 유산의 보존을 위해

서는 유산의 종류를 막론하고 유산 주변에 있는 공동체의 

역할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인식하고 이에 맞는 보존 방향이 

진행될 수 있게 정책을 추진 중이다.

세계유산과 관련된 공동체는 상당히 다양한 층위의 

사람을 포함한다. 유산과 연관된 사람이라면 모두가 공동

체 일부가 된다. 이전까지의 유산 관련 정책결정권이 대부

분 일부 전문가 내지는 담당 공무원 등에 귀속되었다면 이

제는 유산 지역에 사는 주민, 향유하는 방문객, 그리고 그 

안에서 직업을 영위하는 사람 등 그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모두가 유산에 연관된 공동체에 포함되어 유산에 관한 결

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바꿔가는 것을 의미한

다. 위의 드레스덴 시의원이 기고한 사설에서도 이미 그 논

지를 상당 부분 표현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에 모든 권

한과 책임을 넘기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여러 범위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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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과 단체가 유산의 보존 방향과 정책에 대해서 공식적으

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그 핵심이다. 그리

고 이러한 유산 주변 주민의 의견은 그것이 설령 세계유산

의 지위를 거부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정부 또는 다른 국민

을 대표하는 주체가 무조건적으로 억누를 수 있는 것이 아

님을 드레스덴의 사례가 보여준다. 

필자는 2009년 제33차 세계유산위원회에 한국 대표

단의 일원으로 참가하였고 엘베계곡의 삭제와 관련된 투표

의 개표자로 활동하였다. 이 당시 회의장 내부는 각국 간

의 입장 차이로 인해 긴장감이 매우 높은 상태였으며 실제

로 엘베계곡의 삭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관심이 어마어마

하게 집중되어 있었다. 이 당시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는 비공

개였다. 개인 자격으로 참관을 할 수는 있지만 보장된 참관

은 아니었고 정부기관, 연구기관 또는 학교와의 연계로 참관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언론의 접근 역시 통제되어 하

루하루의 회의 일정이 끝나고 나면 주요결과에 대해 회의장 

밖에서 의장이 짤막하게 언론브리핑을 하는 방식이었다. 엘

베 계곡 유산이 삭제될 때 일부 독일 언론은 드레스덴의 시

민들이 자신들이 직접 거주하는 도시의 유산에 대해서 오

가는 논의를 들을 수 없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실제로 엘베

계곡이 삭제되던 제33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중에는 엘베

계곡이 삭제되는 결정에 이르기까지 물밑 협의와 조율이 줄

기차게 이루어졌고 유산이 실제로 삭제되기까지 두 번에 걸

쳐서 비밀 투표까지 가는 등 유산의 삭제에 대한 첨예한 의

견 대립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드레스덴의 주민

들이 직접 들을 수는 없었다. 세계유산위원회의 비공개 회

의 정책은 전략목표인 유산 공동체와의 소통 증대를 위해

서 2012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제36차 세계유산위

원회 때부터 시정되었고 이때부터 회의의 모든 내용이 인터

넷으로 실시간 중계되기 시작했다. 이는 회의장 내에서 만

연한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발언 또한 줄이는 데 일조할 것

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유산 지역의 보존 내지는 개발 허가

를 논의하는 토론이 소수 전문가의 비공개 논의로만 이루어

진다면 그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폭 넓은 지지를 받기 힘

들 것이다. 해당 결정에 따른 파급 효과를 겪어야 하는 당사

자라면 최종적인 결정 뿐 아니라 그 결정을 끌어낸 논리적

인 근거를 직접적으로 알 권리 또한 있다. 

지금은 과거 그 어느 시기보다도 도시화가 빠르게 진

행되고 이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면에서 역사도시라는 분류로 등재된 세계유산은 수적

으로 다른 종류의 유산보다도 훨씬 더 많다. 실제로 세계

유산 1,007건 중 193건이 도시유산이다. 단일 항목으로 가

장 많은 수의 유산이며 심지어 자연유산 전체와 비슷한 수

치이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도시경관의 보

존이 갖는 특수성에 대해서 이해를 넓히기 위해 2011년에 

역사도시경관에 대한 권고(Recommendation on Historic 

Urban Landscape)를 발표하였다. 이는 실질적인 규정이라

기보다는 역사도시경관의 특수성에 대한 데 그 목적이 있

다. 다른 유산과 비교하여 도시경관이 특수성을 갖는 이유

는 바로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요소를 보존 정

책에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권고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도심 지구의 가

변성, 생명력과 문화재의 불변성, 보존 필요성 등이 서로 부

딪히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재의 상황을 진단한다. 이

와 같은 상황에서 역사도시경관을 보존해야 할 명분과 타

당성까지는 제공하지만 아쉽게도 여러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단계까지 나가지는 못한다. 

그러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 하나는 문화재가 도시 개발 

계획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고하는 부분이다. 도시의 

다른 기반시설과 동떨어져서 유산의 보존 계획이 세워진다

면 그 유산은 도시 안에서, 사회 안에서의 기능이 결여되기 

때문이다.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인식되는 유산의 역할,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드레스덴의 새로운 다리가 논란일 때 유네스코가 요

구하여 독일 내에서 시행한 평가는 경관영향평가(Visual 

Impact Assessment)였다. 물론 유산 주변의 개발 사업이 대

개 유산 경관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영향의 

범위가 경관으로 국한될 수만은 없다. 오히려 이러한 개발 

사업이 가져올 이득이 무엇이며 그 이득을 취하는 개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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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이득을 보지 못하는 집단이 누구인지, 해당 지역 상권 

내지는 보행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 공동체와 관련

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를 

통해서 새롭게 일어날 변화가 ‘개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관 이외에도 주변 지역의 소음, 진동, 

주변 기능의 변화, 변화의 폭이 얼마 만큼이며 변화가 얼마

나 장기적인지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적절하게 살펴야 한

다. 이렇게 언뜻 단순하게만 보이는 경관을 넘어서서 유산

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할 수 

있는 문화재 영향평가의 틀을 구축하고 시행하는 것을 고

려하여야 한다.

Ⅵ. 결론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은 우리나라에서 아

직 열풍으로 몰아치고 있다. 그리고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

면 무조건 따라야 할 정해진 국제기준이 있다고 인식되기

도 한다. 하지만 세계유산의 등재나 삭제 여부가 문화재 보

존의 핵심이 아님을 드레스덴의 사례가 보여준다. 오히려 

드레스덴의 경우는 보존 과정에 있어서 세계유산협약으로

부터의 권고에 정면으로 대치하였지만 그것이 반드시 잘못

된 결정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문화재 보존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유산이라는 지위가 하나의 지

렛대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산을 보존하고 향유하는 여러 층위의 사람이 얼마나 내

실 있게 문제의 본질을 논의하고 합의점에 이르는지가 관

건이다. 이런 층위의 사람들 중 가장 일상적으로, 그리고 

가장 미세한 부분까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들은 바로 지역 주민이자 공동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가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문화재 보존 정책에 참

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논의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

다. 이러한 논의 방법이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되어있다면 

일부의 경제적 이득만을 목표로 하는 개발사업과 유산 지

역의 생활 기능 유지를 위한 발전사업은 충분히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드레스덴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의 문화재 정

책 현장에서 필요한 개념과 정책을 제안해보고자 작성되었

다. 세계유산협약의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권고나 문화유산 

영향평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우리나라 역

시 많은 숫자의 유산이 도심 지역에 위치하고 이런 유산의 

보존정책은 지역 주민의 개발 의지와 대치되는 경우도 많

다. 다양한 요소와 변수가 섞여있는 넓은 유산 영역을 관리

할 때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존재를 염두에 두

지 않고서는 유산의 보존을 추구하기가 힘들다. 최근 고도

보존육성 정책이 이런 필요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

해 추진 중에 있지만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에 관해서 장기

적이고 이상적인 방향으로 삼을 수 있는 보존 원칙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 세부적인 사업은 달라지더라도 추구하는 

바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

다. 문화재 보존의 최종 지향 목표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에 맞는 문화재 영향평가 기준과 지침

이 세워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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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resden Elbe Valley of Germany was delisted from the World Heritage List after a long dispute amongst 

the city of Dresden, UNESCO and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upon a plan to build a four-lane bridge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property. The plan was claimed to threaten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the 

heritage embedded in the view of the river landscape. However looking back on the necessity of the bridge in 

order to maintain the city dynamics and the needs of the local population, it is possible to diagnose that plans 

for the bridge had a rather different nature from the usual urban ‘development’ plans appearing in the vicinity 

of other World Heritage properties.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cess that led to the delisting of the Elbe Valley 

from the World Heritage List and assesses the problems arising between the entities which determine the value 

of the heritage and the entities that implement conservation measures. Recognizing the necessity of involving the 

local residents, this article stresses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communities in heritage conservation. It is also 

important to set up dependable directions for establishing conservation policies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changing dynamics of the living environment, and sound methods for assessing the impact of future projects on 

the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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