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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 중 부정적인 역사를 증명하는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정적인 역사”와 이와 관련한 “교훈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억유산’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세계유산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의 비무장지대와 유사한 역사적 배경 또는 형태를 지닌 유사 세계유산 사례를 

중심으로 등재기준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 비무장지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할 경우 적용 가능한 등재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기억유산은 유산 자체의 역사적 예술적 경관적 학술적 등의 가치보다는 보편적 의의를 갖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로서 건축적, 

경관적, 고고학적, 기술적으로 사건을 증명하거나 역사의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경관, 장소로서 평가되었다.

둘째, 기억유산은 등재기준 (ⅵ)과 함께 주요사건에 따라 등재기준(ⅲ) 또는 등재기준(ⅳ)를 함께 적용하여 등재 신청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한국 비무장지대의 경우 냉전시대를 증명하는 유산으로서 등재기준(ⅳ), 평화의 상징적 가치로서 등재기준(ⅵ)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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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계유산협약’은 인류가 낳은 훌륭한 문화유산과 자연

이 만들어낸 위대한 자연유산을 지키고 전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그러나 세계유산목록에는 그 유산 자체에 별다

른 가치가 없는 독특한 문화유산이 존재한다. 예컨대 폴란

드의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독일 나치 강제수용소 및 집

단 학살 수용소’, 일본의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원폭 돔)’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히로시마 원폭 돔은 원폭 피해의 참

상을 보여주는 곳이며,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는 나치 독일

의 유대인 집단학살의 증거로서 반인륜적 사건을 증거하고 

인간 존엄성 위협이 가져올 비극에 대해 경고하는 장소이다.

이와 같이 전쟁, 학살, 노예무역과 같이 어두운 역사를 

간직하여 반복되어서는 안 될 역사교훈의 현장인 유산을 

국내에서는 통상적으로 ‘부(負)의 유산(Negative heritage)’

또는 ‘부의 문화유산’이라 하고, 흔히 일제강점기나 6·25전

쟁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유산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

6·25전쟁과 남북분단의 결과로 생겨난 우리나라의 비

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이하 대체로 ‘DMZ’로 명기

함)도 부정적인 역사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유산이다. 3년 

동안 지속된 6·25전쟁은 남북한의 군인과 민간인뿐만 아

니라 6·25전쟁에 참전한 국가들에게도 인적·물적 손실을 

안겨준 사건이며 그 결과로 고착된 한반도의 남북분단은 

이산가족 문제와 민족 간의 불신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

고 있다. 또한 20세기 냉전시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6·25전쟁은 발발에서부터 전쟁의 전개와 종식까지 냉전의 

압력과 국제기구의 상시적 개입이 있었던 전쟁이며, 북대서

양조약기구(NATO)의 강화, 냉전시대 서독의 재무장과 세

계 여러 나라의 군비증대 등 국제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친 사건으로 평가된다. 

DMZ의 평화의 상징적 가치가 주목되면서 최근 지자

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활용방안과 함께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1년 이코모스한국위원회

가 문화재청의 요청으로 진행한 「한국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규발굴 연구사업」에서 군사유산과 자연유산을 중심으로 

등재기준 ⅲ, ⅴ, ⅵ, ⅹ의 적용 가능성과 함께 한국의 잠정

목록 “우선추천유산”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학술결

정에 따라 DMZ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규명과 적절한 등

재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tstanding Universal Value, 이하 OUV)’를 인정받

아야 한다. OUV는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이하 운영지침)에 개괄적인 개념과 이를 평가

하는 등재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등재기준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탁월하며, 현재와 미래세대의 모든 인류에게 보

편적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운영지침

에 명시된 등재기준은 모두 10가지로, ⅰ부터 ⅵ까지 6개의 

문화유산 등재기준과 ⅶ부터 ⅹ까지 4개의 자연유산 등재

기준으로 구성된다.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함을 학술적으로 증명해야 하

는 것이다. 운영지침 상의 등재기준은 <표 1>과 같다.

표 1. 세계유산 등재기준(운영지침 2015 제77항)

분류 번호 등재기준

문화

유산

ⅰ 인간의 창의적 천재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하는 것

ⅱ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계획 또는 조경 디자인의 발전에 있어 인간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드러내는 것

ⅲ 살아있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 또는 문명에 대하여 유일한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는 것

ⅳ 인류역사의 주요단계(들)를 보여주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또는 경관 유형의 탁월한 사례인 것

ⅴ
문화(들)을 나타내는 전통적 인간 정주지, 육지의 사용, 바다의 사용이거나 또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탁월한 사례인 것, 특히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그것이 취약해졌을 때

ⅵ
탁월한 보편적 의의를 갖는 사건 또는 살아있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예술적·문학적 작품과 직접적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된 것(위원회는 

이 기준이 바람직하게는 다른 기준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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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는 넓은 영역만큼이나 다양한 유산을 보유하

고 있으므로 어떤 유산을 중심으로 분석하는지에 따라 다

양한 세계유산적 가치의 해석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DMZ

의 세계유산 등재가능성을 제시한 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DMZ는 자연유산, 문화유산, 전쟁·분단유산 등 크게 3가

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표 2. DMZ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제기한 기존연구

저자(발행일)

제시한 주요 
등재대상

제시한 등재기준

문화
유산

군사
유산

자연
유산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ⅹ

원금옥(2001) ○ ○ ○

황기원(2004) ○ ○ ● ● ● ● ●

Yukio 

Nishimura(2004)
○ ●

이혜은(2006)1 ○ ○ ● ●

강원발전연구원

(2006)
○ ○ ○

이기환(2008) ○ ○ ○ ● ● ● ● ● ● ● ●

김귀곤(2010) ○

이코모스한국위원회

(2011)
○ ○ ● ● ● ●

박은진(2013)2 ○ ○ ● ●

비고

●●● 제시한 주요 등재대상: 각 유산에서 제시한 등재대상유산의 표

시에 있어 ‘문화유산’은 일반적인 문화유산을 포함하며, ‘군사유

산’은 산성과 같이 군사적 성격을 지닌 문화유산과 근현대의 전

쟁·분단유산을 포함한다. 

●●● 제시한 주요 등재기준: 각 연구에서 제시한 세계유산 등재기준

을 표시한 것으로, 해당 연구에서 세계유산적 가치를 언급하였

더라도 특정 등재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재기준’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현재까지 DMZ에 관한 연구는 자연유산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에 비해 전쟁·분단유산은 

세계유산 등재가능성이 제기되는 선에 머물러있을 뿐, 이를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는 거의 없었다. DMZ의 평화적 가치

는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었지만 전쟁·분단유산은 주된 

고려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DMZ의 6·25전쟁과 남북분단의 역사를 간

직한 전쟁·분단유산을 중심으로 세계유산 등재기준을 검

토하여 향후 DMZ의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Ⅱ. 기억유산의 개념

우리나라의 DMZ 일원에는 6·25전쟁과 남북분단의 

역사를 증명하는 독특한 문화유산이 많다. 판문점과 같이 

6·25전쟁 당시 생성된 건축물이나 노동당사와 같이 파괴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건축물, 

그리고 정전협정 후 남북분단 시기에 생성된 땅굴, 승일교, 

DMZ전망대 등 남북한이 전쟁과 분단의 역사를 겪으며 형

성된 독특한 건축물과 경관들이 그러하다. 이러한 문화유산

에서 주목해야 하는 가치는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온 문화

유산의 가치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전쟁과 분단이라는 다

소 어두운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문화유산 자체에 있

어서는 뛰어난 학술적 가치나 미적 가치 등을 찾아보기 어

분류 번호 등재기준

자연

유산

ⅶ 최상의 자연현상 또는 뛰어난 자연미 및 미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포함한 것

ⅷ
지구역사의 주요단계를 나타내는 탁월한 사례인 것으로서 생명의 기록, 지형발전에 있어 중요한 진행 중인 지질학적 과정, 중요한 지형학

적 또는 자연지리학적 특성을 포함한다.

ⅸ
육상, 민물, 연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와 발전에 있어 중요한 진행 중인 생태학적·생물학적 과정을 나타내는 탁월한 사

례인 것

ⅹ
과학이나 보존의 관점에서 OUV를 지닌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생물다양성의 현지 내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서식지를 

포함하는 것

1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6, 『DMZ 생태와 한반도 평화』, 아카넷, pp.339~359.

2 조응래 외, 2013, 『DMZ의 미래 -DMZ 가치의 세계화와 지속가능발전-』, 도서출판 한울, pp.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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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고 다만 그 사건의 증거물로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유형을 포괄할 국내 공식적인 분류는 

없으며, 관련 연구자들에 의해 ‘부의 유산’으로 지칭될 뿐 그

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유형에 대해 한정되어 있지 않다. 

유네스코에서도 이러한 유산에 대한 공식적인 분류나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네스코는 세계의 문화유

산에 대해 가장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인류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의 흔적들을 포함하며 이런 유산들을 이해하

고 공유함으로써 인류 결속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3 이는 가장 아름답거나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거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등의 기존 문화유

산의 개념과 부정적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이 분명 다른 성

격으로 분류가 되며, 그 중요성은 기존 개념의 문화유산에 

뒤지지 않음이 이미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대상을 포괄하기 위한 개념이 정리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된 국외 연구를 보면 Lynn Meskell(2002: 

558)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대두되는 과거청산(past 

mastering)의 담론과 개념 재검토를 위해 ‘negative 

heritage’라는 용어를 제시하였으며 “집단 가상의 부정적

인 기억의 저장소가 되는 갈등의 장소”로 정의하였다. 또한 

기억의 장소로서 negative heritage의 두 가지 역할이 있

는데, 긍정적으로 교훈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거나(예

컨대 아우슈비츠, 히로시마, 디스트릭 식스) 또는 이러한 

장소가 문화적으로 교화할 수 없어서 국가적 이미지에 통

합되는 것이 거부될 경우 사라지게 된다(예컨대 나치와 소

비에트의 조각상과 건축물)는 특성을 제시하였다. Sarah 

Moses(2015: 8)는 ‘negative heritage’를 ‘positive heritage’

와 대비되는 용어로서 ‘어려운 역사(difficult histories)’, ‘양

심의 장소(sites of conscience)’그리고 ‘어두운 역사(dark 

histories)’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다의(多義)의’, ‘상반되는 

의견’, 또는 ‘불화’와 관련되는 유산으로 정의하였다.

일본에서는 전쟁, 오염, 재해 등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것 같은 기억을 환기하는 ‘유산’(예를 들어 히로시마 원폭 

돔)을 보존하기 위한 움직임 속에서 ‘부의 유산(負の遺産)’

이라는 개념이 나왔으며,4 전쟁이나 학살 등 인류가 저지른 

잘못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산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

다. 또한 세계유산 유형의 하나로서 부의 유산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부의 세계유산(負の世界遺産)이라 한다. 부의 

세계유산은 세계유산 중 인류가 저지른 끔찍한 사건을 전

하고 그러한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계명이 되는 물

건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5 일본은 1970년대부터 이

미 ‘부의 유산’에 대한 연구 자료가 확인되는 것에 반해 우

리나라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현재까지도 극히 

드물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현재 통용

되고 있는 부의 유산이라는 용어가 일본의 것을 차용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중국은 부유산(负遗产) 부면유산(负面遗产) 등의 용

어를 사용하지만 주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사례를 언급할 

때 사용되고, 현재까지는 일본에 비해 학술적 연구나 관심

이 미미한 수준이다.

국내 연구에서 이기환(2008: 67)은 DMZ 일원의 가치

를 연구하며 ‘부의 유산’을 “부정적 의미의 유산”의 개념으

로 정의하였고, 강동진 외(2013: 6)는 세계문화유산의 특성

에 따른 분류에서 이와 같은 유산을 ‘사건형 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역사적 기억으로서의 주요 사건이나 살

아있는 전통, 사상이나 신념과 관련한 증거로서의 유산이

다.”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사건형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

는 “비록 그 자체로 인류역사의 어두운 기억이 되기도 하지

만, 다음 세대로 교훈을 전달하는 장이자, 과격한 사상이나 

3 UNESCO, 2015, Heritage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 p.11.

4 関西学院大学, 2000, 『制度としての文化財と博物館』, p.84.

5 위키피니아 일어판 (https://ja.wikipedia.org/wiki/負の世界遺産#cite_note-furuta-2) 2016.3.23.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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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존엄성의 부정이 가져올 수많은 비극과 위협을 상기시

키는 주요 장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인간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주요한 사건의 중심지이거나 그 증명으로서의 장소

적 의미를 갖는 유산 가운데 그 흔적들의 진정성과 완전성

의 수준을 판단하여 세계유산에 등재된다고 하였다.”고 정

의하여 역사적 기억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교훈적 특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유산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부정적인 역사”

와 이와 관련한 “교훈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인류의 비극

적인 역사적 사건의 증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것

에 대한 저항 정신을 상기시키는 장소’로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아픈 과거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교훈적 의미를 지닌 

장소라는 점과 ‘기억’이라는 행위로부터 가치가 생성되는 

특성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억유산’으로 용어를 정

의하고자 한다. 또한 기억유산적 성격의 OUV를 지닌 세계

유산을 ‘세계기억유산’6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

에서 본다면 부정적인 역사적 사건의 증거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이에 저항 또는 극복하려 노력했던 인간정신을 기

념하는 교훈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산을 포함할 수 있으므

로, 보다 광의적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기억유산은 기존에 통

용되던 부의 유산의 개념과 명확하게 분리되는 개념은 아

니다. 다만 부정적인 의미가 중점이던 부의 유산에 비해, 

교훈적 가치가 강조된다는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부의 유

산이 포함하는 대상과는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고, 때로

는 부의 유산이 포함하기 어려운 대상도 포괄할 수 있다. 

유사하지만 다른 3개의 세계유산 등재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첫째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나치 독일인

이 유대인을 학살한 강제수용소로서 끔찍했던 역사와 이

에 저항했던 인간정신을 상기시키는 주요장소로서 세계유

산에 등재되었다. 이러한 유산의 경우 부정적인 사건과 교

훈적 가치가 함께 강조되었으므로 부의 유산과 기억유산

의 개념이 모두 적용 가능하다. 둘째로 영국의 ‘리버풀-해

양 무역도시’는 대영제국의 무역 항구도시로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예무역의 중심지의 역할

을 했던 부정적인 역사를 지닌 장소이며 이를 등재문서 상

에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당사

국이 제안한 것과 최종 등재 결정된 내용을 검토하면 주된 

관점은 해양문화의 발전과 국제 무역시스템의 확립에 기여

한 바를 강조하고 있다. 이 경우 부의 유산이라 판단될 수

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역사나 교훈적 

가치를 기억하기 위한 유산이 아니므로 기억유산에 해당되

지 않는다. 세 번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모스타르 

옛 시가지의 다리’사례를 보면 여러 민족들이 일군 공존을 

위한 노력과 협력으로 인류의 평화를 위한 모습이 가치있

게 인정되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 경우 과거 이 장

소에서 발생했던 전쟁보다도 갈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던 

평화적 노력이 주된 관점이다. 그렇다면 이곳은 부의 유산

으로 구분하기 어렵더라도 기억유산임에는 명확하다.

Ⅲ. 세계기억유산 사례 분석

본 장에서는 세계기억유산 사례들의 전체적인 등재 

경향을 검토하고, DMZ 일원과 유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사례를 선별하여 OUV증명 과정을 분석하였다. 

1. 세계기억유산 선별

1) 분석대상 선별

현재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산 안에

서 기억유산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했다. 1978년부

터 2015년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은 총 

6 이와 유사하게 일본에도 유네스코 기억유산(ユネスコ記憶遺産)이라는 용어가 있었지만 이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을 표기한 것

으로 본 연구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개념과는 분명히 구분된다. 일본에서는 세계기록유산을 2010년 ‘유네스코 기억유산(ユネスコ記憶遺産)’으로 표기하였고, 

2016년 6월 ‘세계의 기억(世界の記憶)’으로 개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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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개이며 이중 문화유산 등재기준이 적용된 문화유산과 

복합유산은 총 834개가 등재되어 있다.7 그중 ‘기억유산’을 

선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류 지침을 마련하였다(표 3). 

표 3. 세계기억유산 분류방식과 내용근거

분류방식 내용의 근거 해당유산의 개수

1차
등재기준(ⅵ)을 

만족

세계유산 

목록의 

등재기준
 총 228개

문화유산 217

복합유산 11



2차
기억유산 

특성 유무

등재문서 

상의 OUV 

서술 내용
 총 20개

문화유산 19

복합유산 1

1차 분류에서는 등재기준 ⅵ을 적용한 사례들을 선별

하였다. 

기억유산과 유사한 유형의 문화유산이 아직까지 유

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에서 따로 분류 되거나 정의되어 있

지 않으므로, 등재 추진에 유리한 등재기준도 관련 매뉴얼 

등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6개의 문화유산 등재기준 

중에서 등재기준 ⅵ이 탁월한 보편적 의의를 가진 사건과

의 연계성을 토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억유산의 

성격과 밀접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가장 대표적인 세계기

억유산으로 꼽을 수 있는 일본의 히로시마 원폭돔이나 폴

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등재기준 ⅵ만을 적용하여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몇몇 세계기억유산의 

이코모스 평가서 상에 ‘이러한 기념비적 유산에는 등재기

준 ⅵ의 적용이 타당하다’는 평가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1차 분류에서 등재기준 ⅵ을 만족하는 문화유산 또

는 복합유산을 선별한 결과 문화유산 217개, 복합유산이 

11개로 총 228개가 되었다. 

2차 분류에서는 228개의 유산을 대상으로 해당 세계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문서 상에 기술된 OUV를 근거로 판

별하였는데, ‘인류의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의 증거 또는 인

간 존엄성 위협에 저항한 인간 정신을 상기시키는 장소’로

서 부정적인 역사를 증거하거나 상징하는 탁월한 사례, 인

류 교훈적 사건을 포함하여 OUV가 평가된 사례를 분류하

였다. 유산이 부정적인 역사를 가진 문화유산을 포함하더

라도 OUV 평가에 있어서 기억유산적 성격이 아닌 다른 역

사나 가치를 중심으로 등재된 경우는 판별에서 제외하였다. 

2차 분류의 결과 세계기억유산 사례로 총 20개의 유산이 

확인되었으며, 그 목록과 각각의 등재기준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표 4). 

7 2016년 현재까지 문화유산 802개, 자연유산 197개, 복합유산 32개로 총 1,031개 세계유산이 등재되어 있다.

표 4. 기억유산의 세계유산 등재기준 적용 현황

순번 유산명 국가
등재
연도

등재기준
비고(관련사건)

ⅰ ⅱ ⅲ ⅳ ⅴ ⅵ

1 고레 섬 세네갈 1978 ● 식민시대

2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 독일 나치 강제수용소 및 

집단학살 수용소(1940~1945)
폴란드 1979 ● 전쟁(학살)

3 가나의 성채 가나 1979 ● 식민시대

4 바르샤바 역사 지구 폴란드 1980 ◐ ● 재건

5 국립 역사 공원 - 시타델, 상수시, 라미에르 아이티 1982 ● ● 노예 자유쟁취

6 히로시마 평화 기념관(원폭돔) 일본 1996 ● 전쟁(핵무기)

7 로벤섬 남아프리카공화국 1999 ● ● 식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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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재경향

세계기억유산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프리카 지역이 

7건으로 가장 많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6건, 유럽 및 북미 

지역 5건, 중남미 지역 2건, 아랍 지역 0건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세계유산 제도 초기부터 기억유

산 등재건수가 비교적 꾸준히 있어왔다. 아시아는 1996년 

이후부터 조금씩 등재 사례가 확인되었고, 유럽 및 북미 그

리고 중남미 지역은 세계유산 제도 초기와 최근 10년 동안

에 등재된 사례가 있다.

세계유산목록 전체에서 세계기억유산이 차지하는 비

율을 문화권별로 살펴보면 유럽 및 북미 지역은 다른 문화

권에 비해 월등히 많은 세계유산 목록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기억유산 등재 건수는 매우 적으며, 반면 세계유

산 등재목록이 가장 적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기억유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계유산위원회는 1978년 12건의 세계유산을 시작으

로 매년 꾸준히 협약 국가의 유산을 세계유산에 등재시키

고 있다. 최초로 등재된 12건의 세계유산 중 세네갈 고레 섬

순번 유산명 국가
등재
연도

등재기준
비고(관련사건)

ⅰ ⅱ ⅲ ⅳ ⅴ ⅵ

8 잔지바르 석조도시 탄자니아 2000 ○ ○ ● 식민시대

9 바미안 계곡의 문화경관과 고고유적 아프가니스탄 2003 ○ ○ ○ ○ ●
정치적 갈등

(문화재파괴)

10 쿤타킨테 섬과 관련유적 잠비아 2003 ◐ ● 식민시대

11 모스타르 옛 시가지의 다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2005 ● 공존

12 붉은 요새 복합단지 인도 2007 ○ ○ ● 식민시대

13 르몬 문화경관 모리셔스 2008 ● ● 식민시대

14 시다데 벨라(히베이라 그란드) 역사지구 카보베르데공화국 2009 ◐ ● ● 식민시대

15 오스트레일리아 교도소 유적 호주 2010 ● ● 식민시대

16 비키니 환초 핵 실험지 마셜제도 2010 ● ● 냉전시대(핵실험)

17 탕롱의 제국주의 시대 성채 중앙구역 - 하노이 베트남 2010 ○ ◐ ●
식민시대, 전쟁, 

독립

18 그랑프레 경관 캐나다 2012 ○ ●
제국주의시대

(강제이주)

19 노르-파 드 칼레 광산 프랑스 2012 ○ ○ ◐ 광산재난

20 블루 앤 존 크로우 산 자메이카 2015 ● ● 식민제도에 저항

(●: 기억유산적 가치 중심, ◐: 기억유산적 가치 일부 포함, ○: 기억유산적 가치 미포함)

그림 1. 세계기억유산 문화권별 비교.

그림 2. 세계기억유산의 시기에 따른 등재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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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예무역의 상징적 장소로서 등재되었다. 이는 세계유산 

제도의 발생 초기부터 부정적인 역사를 증거하는 기억유산

이 세계유산으로서 가치가 인정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등재된 1,031건의 세계유산목록 중 세계기

억유산은 20건으로 전체 목록의 약 2%로 매우 적은 비율

을 차지한다. 70년대에서 90년대로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

를 보였고, 그나마 2000년대에 들어와서 등재건수가 증가

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여기에는 비유형적 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근대유산에 대한 관심의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978년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운영지침은 1980년 문화유산의 등재기준이 바뀌며 그 범위

가 축소되었고 1992년까지 큰 변동이 없었다. 이 기준은 여

러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비유형적 유산에 비해 건축과 예

술적 가치를 지닌 유산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이었다. 이

는 세계유산 목록이 유럽 중심적이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을 적절히 대표하지 못하며, 그 때문에 문화

다양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채 좁은 의미의 문화유

산만을 나타낸다는 우려를 야기하였다.8 건축적 예술적 가

치가 비교적 낮은 기억유산 역시 등재 신청에 어려움이 있

었을 것이다. 세계유산 목록의 문화다양성 문제를 개선하

기 위해 세계유산 위원회는 1994년 ‘글로벌 전략’을 채택한

다. 글로벌 전략은 세계유산목록이 세계의 문화와 자연의 

다양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며,9 세계유산목록에 근대유산의 등재건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10 

문화다양성의 개선을 위해 비유형적 특성을 지닌 유

산과 근대유산 보존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기억유산

의 가치가 제고되고 등재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세계기억유산 등재기준 분석

기억유산의 가치는 유산의 건축적 예술적 학술적 가

치보다는, 유산을 통해 상기할 수 있는 역사와 밀접한 연관

을 가지므로, DMZ의 유사사례연구에 있어서는 유사한 역

사적 사건 또는 시대적 배경을 가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까지 전쟁이나 민족

분단의 역사를 중심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사례는 거

의 없으며 대부분 식민시대 노예제도와 관련된 사례들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DMZ의 전쟁·분단유산이 증명하는 

역사 중에 ‘평화적 노력’, ‘냉전시대의 사건’과 유사한 역사

를 가진 사례를 선정하였는데, ‘평화적 노력’의 사례로서 과

거 전쟁의 갈등을 겪었고 지금은 화해의 상징이 된 ‘모스타

르 옛 시가지의 다리’, ‘냉전시대의 사건’으로서 냉전시대 핵

실험의 증거인 ‘비키니 환초 핵 실험지’를 선정하였다. 사례

들 각각의 등재문서(Nomination Dossier)를 통해 각국의 

등재신청 내용과 이코모스11의 평가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그림 3. 세계기억유산의 시기별 등재건수.

8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세계유산 새천년을 향한 도전』, pp.39~41.

9 유네스코 세계유산 센터(http://whc.unesco.org/) 2016.6.15. 접속.

10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앞의 책, p.108.

11 이코모스(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세계유산위원회의 자문기구 중 하나로 문화유산 업무를 지원한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시 이코모스의 평가내용은 세계유산위원회의 세계유산 등재 결정에 적극 반영되므로 각국에서 제출한 등재신청서와 함께 중요한 분

석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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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유산이 세계유산으로서의 등재 당위성이 인정되는 과

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모스타르 옛 시가지의 다리

표 5. 모스타르 옛 시가지의 다리 개요

유산명 Old Bridge Area of the Old City of Mostar

국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Bosnia and Herzegovina)

등재연도 2005

등재기준 ⅵ

유산면적 7.60 ha

완충지역 48 ha

구성요소 옛 다리와 일원

모스타르(Mostar)는 15, 16세기 오스만의 전초 기지로 

건설되어 19, 20세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시대에 발

전한 도시이다. 옛 터키 스타일 주택과 ‘스타리모스트(Stari 

Most)’라는 옛 다리로 오랫동안 유명했지만 1990년대 전쟁 

당시 파괴된 후 최근 유네스코에 의해 설립된 국제과학위원

회의 기부로 복원되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오스만 제국 

이전의 건축, 동 오스만제국의 건축, 지중해 및 서부 유럽의 

건축 양식 등 여러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의 훌륭한 사례이

며, 국제적인 협력과 다양한 문화적·민족적·종교적 공동체

의 공존과 화해의 상징으로 꼽히게 되었다. 

모스타르의 주된 중요성은 오스만 건축의 전통 표현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및 지중해로부터 받은 영향이며 

스타리모스트가 그 주요기념물이다. 또한 스타리모스트는 

1990년대 파괴된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2004

년에 복원된 사례로 화합의 상징으로서도 의미를 갖는다. 

유산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특성과 그 요소들을 살펴

보면, 오스만 시기 이전부터의 풍부한 고고학적 층위를 가

진 다리와 그 요새들, 종교 건물, 가옥들, 상점가 등 이곳의 

생활 환경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통합된 흔적들은 오랜 문

화적 연속성을 보여주는 요소이며, 무슬림·기독교인·유대

인들의 공동생활을 보여주는 각 종교시설과 건축적 요소들

은 관용의 상징을 나타낸다.

이러한 요소들에 따라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에서 제

시한 등재기준은 ⅳ, ⅴ, ⅵ이었다. 내용을 보면 다문화 도시

정착의 사례로서 등재기준 ⅳ, 그 전통적 인류 정착의 사례

가 현재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져 있다는 

특성으로 등재기준 ⅴ, 서로 다른 민족·문화·종교를 가진 

집단이 성공적으로 화합한 사례로 등재기준 ⅵ의 적용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이코모스는 등재기준 ⅴ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등재기준의 적용을 인정하였는데, 다양한 

문화가 정착한 도시의 뛰어난 사례로서 등재기준 ⅳ와 지역

사회의 공존이라는 평화적 상징으로서 등재기준 ⅵ에 근거

하여 등재할 것을 권고하였다. 

즉,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대상과 주요가치의 연결관계

를 보면, 오스만 이전시기, 동 오스만, 지중해와 서유럽 건

축물의 특징은 다문화 도시정착의 탁월한 사례이고, 스타

리모스트와 모스타르 옛 도시의 재건은 화해와 국제적 협

력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민족적 종교적 공동체의 상징12으

로써 인정된 것이다.

그런데 최종적 등재 결정내용을 보면 공존과 화해의 

상징적인 사례로서 등재기준 ⅵ만 적용하여 등재되었다. 여

기에는 1990년대 파괴된 이후 재건의 과정에서 일부 정확

사진 1.   핵심구역 내 주요 건축물 위치. 1: 스타리모스트, 2: 코스키 메흐메드 

파사 모스크, 3: 네슈-아가 부챠코비치 모스크, 4: 네지르-아가 모스

크(출처: 등재문서)

12 ICOMOS, 2008, The World Heritage List. What is OUV? Defining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Cultural World Heritage Properties,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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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몇몇 전문가들의 보고가 이코모

스 평가서에 나타나듯이 다양한 문화의 도시정착 사례로

서 건축적 경관적 가치의 진정성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였

을 것으로 보인다.

진정성 충족을 위한 노력은 유산의 핵심구역 설정에

도 영향을 미쳤는데 스타리모스트의 강렬한 이미지가 강조

될 수 있도록 스타리모스트와 함께 높은 진정성과 완전성

을 지닌 건물의 영역만 포함되었다.

표 6. 모스타르 옛 시가지의 다리의 등재기준

ⅵ

옛 다리와 그 일원의 “부흥”과 함께 모스타르 도시의 상징적인 

힘과 의미는 다양한 문화, 민족, 종교적 배경을 가진 지역사회 

공존의 탁월하고 보편적인 상징으로서 강화되었고, 평화를 위

한 인류 결속의 지속적인 노력들과 압도적인 재해에 맞선 강한 

협력을 보다 더 분명히 보여주게 되었다.

2) 비키니 환초 핵 실험지

표 7. 비키니 환초 핵 실험지 개요

유산명 Bikini Atoll Nuclear Test Site

국가 마셜 제도(Marshall Islands)

등재연도 2010

등재기준 ⅳⅵ

유산면적 73,500 ha

완충지역 130,425 ha

구성요소 비키니 환초(석호, 섬, 산호초)

비키니 환초는 태평양 중서부의 섬나라 마셜제도의 

북부에 위치하며 1946~1958년 사이에 미국의 핵실험 장소

로 쓰였던 곳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의 냉전 분위기 속에서 미국

이 핵실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미국 군대가 점령하고 

있는 마셜제도의 비키니 환초를 선택하였다. 실험에 앞서 

원주민들은 남동쪽에 있는 롱겔라프 환초로 강제 이주되었

으며 비키니 환초에선 1946년 7월부터 1958년 8월까지 총 

23차례의 실험이 실시되었다.

비키니 환초는 등재기준 ⅳ와 ⅵ을 만족하는 문화유

산으로서 등재되었다. 등재기준 ⅳ에 대한 OUV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통해 설명된다.

●   핵시대 여명의 기념물과 기념비

●   세계역사의 터닝포인트라는 국제적 중요성을 가진 

핵실험을 증거하는 장소

●   핵 식민주의의 증거

이 특성을 증명하는 요소들을 보면 핵실험 당시 사

용된 특수제작 벙커들과 침몰시켜진 선박들 그리고 핵실

험의 영향으로 변형된 섬의 형태와 핵실험지의 운명을 보

여주는 육상과 해상의 풍경들이 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본래의 열대 낙원의 모습이었던 비키니 환초의 모습과 상

반되어 불행했던 역사의 기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

한 비키니 환초가 핵실험지로 선택되고 주민들이 이주되

는 일련의 사건들은 핵 식민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

이자 첫 번째 장소로서 인류역사의 단계를 보여주는 실례

를 남겼다고 설명된다.

사진 2. 브라보 분화구(E.Hanauer, 2006).

사진 3. 지나치게 완벽하게 늘어선 코코넛나무들(J.S. Davis, 2002).



32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9. No. 4

등재기준 ⅵ에 대한 OUV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통해 

설명된다.

●   20세기의 국제적 의의를 갖는 문화 상징과 아이

콘의 소재

●   국제적 의의를 갖는 핵군축 운동에 직접적으로 

끼친 영향

이 기준에 대해서는 탁월한 보편적 의의를 갖는 사건, 

신조 등과 직접적 또는 가시적인 연계가 설명되어야 하는

데, 그 근거는 비키니 환초에서의 핵실험의 영향을 받은 상

징적 이미지와 국제적 문화로 설명되었다. 보편적으로 인식

되는 버섯모양의 구름을 포함하여 비키니수영복과 핵 관

련 팝 문화 아이콘 고질라를 포함하여 무수히 많은 상징들

이 생겨났고, 비키니 사건에서 영감을 얻은 수많은 예술, 음

악, 영화와 문학에서 비키니 사건의 세계문화와 정신에 끼

친 엄청난 영향이 설명되었다. 또한 국제사회에 영향을 준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운동의 생성과의 연결로도 증

명 되는데, 비키니의 핵실험은 일본의 대중운동인 겐스이쿄

(Gensuikyo: 원수폭금지 일본협의회) 결성과 알버트 아인

슈타인과 버틀랜드 러셀의 러셀-아인슈타인 선언(Russell-

Einstein Manifesto)13 등 핵군축과 평화를 촉구하는 국제

적인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마셜제도가 제출한 비키니의 OUV와 등재기준에 대

해 이코모스는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는데, 그 근거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핵시대와 냉전의 시작과 함께 비키니에서의 핵폭탄 

실험은 비키니와 마셜제도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

계의 역사를 바꿔놓았다. 환초는 평화와 지상낙원

의 모순적 이미지 맥락에서 기념물의 한 형태를 이

루고 있다.

●   비키니 환초는 핵실험의 힘을 전달하는 매우 중요

한 직접적인 유형의 증거물을 보존하고 있다. 즉 

1946년의 실험들로 석호 아래에 침몰되어 있는 배

들과 거대한 브라보 분화구. 이러한 요소들은 히로

시마기념관에서 제공하는 증거를 보완한다.

●   비키니는 전쟁으로 빼앗기고 나머지 세계에서 고립

된 영토로서 마음대로 핵무기의 화력을 발산할 수 

있는 곳으로 간주되었다. 비키니 주민의 이주와 이

어지는 그들의 방사능 노출은 ‘핵식민주의’를 낳았

다. 비키니의 실험들은 (공포를 통한 억제로 특징지

어지는) 인류문명이 막 접어든 핵시대에 대한 일련

의 이미지들과 상징들을 만들어냈다. 브라보 실험부

터 줄곧 이러한 이미지들과 상징들은 국제적인 핵

군축운동의 발전의 기초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비키니 환초 핵실험지는 마셜제도가 제시

한 등재기준에서 큰 변경 없이 최종 등재되었다(표 8). 그림 4. 비키니 바다속에 사는 네모바지 스펀지밥 애니메이션(©Nickelodeon).

13 1955년 영국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과 대대적인 핵군축과 평화를 촉구하는 러셀-아인슈타인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이 계기가 되어 전세계 과학자들이 

과학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핵무기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군축과 세계평화를 논의하는 퍼그워시 회의(Pugwash Conference)가 개최되었다. 이 모임

은 21세기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나무위키 https://namu.wiki 2016.4.21.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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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비키니 환초 핵 실험지의 등재기준

ⅳ

비키니 환초는 핵실험지에 대한 탁월한 사례이다. 이곳에는 수

많은 군사 유물과 특유의 지상 및 수중경관 요소가 있다. 이는 

냉전시대 탄생의 유형적인 증거이며 핵무기 개발에 대한 끝없

는 경쟁을 증명한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된 

것에 이어, 비키니 섬에서 이루어진 핵실험은 인류가 ‘핵시대’

로 접어들었음을 재차 확인해 주었다. 이곳은 또한 주민 이주

와 공중보건 문제에 있어서 마셜제도와 비키니 지역주민에게 

끼친 핵실험의 결과를 증언한다.

ⅵ

비키니 핵실험지에 대한 또는 좀 더 넓은 의미로 냉전시대를 

특징짓는 군사력 확대와 관련된 생각과 신조는 국제적으로 중

요성을 가진다. 이러한 사건들은 핵군축을 지지하는 많은 국제

적 운동을 일으켰고, 20세기 후반을 특징짓는 ‘핵시대’와 관련

된 강력한 상징들과 많은 이미지들을 만들어냈다.

Ⅳ. 결론 

지금까지 등재된 세계기억유산은 주로 그 사건의 배경

이 제국주의 시대의 노예제도, 냉전시대 핵무기 사용이나 전

쟁 당시 자행된 비극적 사건, 산업재해 등과 관련을 갖는다. 

등재대상은 유산자체의 역사적 예술적 경관적 학술적 

등의 가치보다는 보편적 의의를 갖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

로써 건축적, 경관적, 고고학적, 기술적으로 사건을 증명하

거나 역사의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경관, 장소 등

이 되었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유산을 선정하고 유산구역을 

설정한 것을 보면 모스타르 옛 시가지의 다리는 시가지의 

가장 중심이며, 평화적 노력을 가장 상징적이고 경관적으

로 특출하게 보여줄 수 있는 다리와 그 주변으로 등재 구역

을 축소하여 등재에 성공하였다. 비키니 환초의 경우 같은 

시기 마셜제도 내 에네웨타크(Enewetak) 환초에서도 핵실

험이 행해졌지만 세계적으로 의의를 갖는 사건이나 상징성, 

그리고 보존현황에 있어 비키니 환초에 비해 낮게 평가되어 

비키니 환초만 등재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즉, 탁월한 보편

적 의의를 갖는 사건을 증명하는 유산으로는 사건이 발생

한 장소, 사건을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장소, 사건으로 

인해 변화된 경관 등 이 선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억유산은 주로 발생한 부정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이를 증명하는 유산을 대상으로 함으로 등재기준 ⅵ과 가

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억유산이 OUV 중 등재기준 ⅵ 

적용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과정을 보면 우선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탁월한 보편적 의의가 있는지가 평가된 후 이 사건

을 증명하는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이 평가되었다. 그러나 

세계유산협약의 논의의 흐름에 따라 운영지침이 개정되고 

등재기준도 변화하고 확장되어 기억유산에 적용되는 등재

기준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먼저 등재기준 ⅵ의 변화를 보면 1980년 등재기준 ⅵ

의 사용에 제약을 가하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아주 예외

적인 경우거나 또는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해야만 이 기준

을 사용할 수 있다고 운영지침에 명기된 것인데, 이 제한은 

2005년까지 유지되다가 2005년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한

다는 제약사항이 삭제되었고 다른 등재기준과 연계하여 사

용하는 것도 필수적인 요건에서 권고사항으로 완화되었다.14 

기억유산도 세계유산제도 초기에는 등재기준 ⅵ만을 

적용하여 등재되었지만 1980년 이후부터 다른 등재기준과 

함께 적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2005년 타 기준과 함께 적

용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었음에도 현재까지도 ⅵ기준의 단

독 사용보다는 타 기준과 함께 적용하는 추세를 보인다.

등재기준 ⅵ과 함께 적용된 등재기준은 주로 등재기

준 ⅲ과 ⅳ로 나타났다. 노예제도와 관련된 유산은 ‘노예제

도’를 ‘문화적 전통’으로 제시하여 등재기준 ⅲ을 적용하거

나 ‘노예제도’를 ‘인류역사의 주요단계’로 제시하여 등재기

준 ⅳ를 적용하였다. 냉전의 시기를 해당 유산의 주요한 역

사적 배경으로 두고 있는 비키니 환초 핵실험지의 사례를 

보면 ‘냉전’과 ‘핵시대’를 ‘인류역사의 주요단계’로 제시함으

로써 등재기준 ⅳ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인류역사의 주요단계로 평가되는 냉전시대의 

사건인 6·25전쟁과 남북분단의 증거물인 DMZ의 기억유산

도 등재기준 ⅳ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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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평화의 상징적 가치를 부각시켜 등재기준 ⅵ을 적용시키

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DMZ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갈등이 해소된 이후가 될 것이다. 분쟁지역의 유산은 세계

유산으로 등재될 수 없으며,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유산에 대해 상세한 조사가 선

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DMZ에 접근하는 

것조차 극히 제한적일 뿐 아니라, DMZ 세계유산 등재에 대

한 북한의 공감도 얻지 못한 상태이다. 다만 현재의 제한된 

상황에서도 향후 등재 추진을 대비하여 주요 유산의 연구

조사와 보호지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DMZ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검토함에 있어서 그 대상

으로 6·25전쟁과 남북분단의 역사를 증명하는 기억유산

으로서 DMZ의 전쟁·분단유산을 함께 고려하기를 기대한

다. 종래의 문화유산의 개념과 다르고, 근대유산으로서 보

호지정해야 한다는 인식은 일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지만, 

세계기억유산 사례분석을 통해 가치 증명 방향을 검토하며 

DMZ 기억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대상의 설정은 앞서 살펴본 두 사례의 유산구역설정

에서도 보여주듯이 세계유산적 가치를 탁월하게 증명하는 

유산들로 선별하는 것이 등재 추진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

된다. 그 대상으로는 보편적 의의를 갖는 사건을 탁월하게 

증명하는 유산으로서 사건이 발생한 장소, 사건을 가장 상

징적으로 나타내는 장소, 사건으로 인해 변화된 경관 등이 

가능하며, 핵심유산만을 점적으로 선별하여 등재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DMZ의 넓은 영역 전체를 세

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등재되더라도 관리적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향후 한국 비무장지대를 세계유산으로 등

재 추진할 경우 적용 가능한 등재기준을 기억유산을 중심

으로 검토하고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부정적인 역사를 

가진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성격의 세계유산 등재사례를 분석하여 등재 

당위성이 인정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다만, DMZ의 ‘냉전

시대의 증거물’과 ‘평화적 상징’이라는 기억유산의 등재가

능성만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DMZ의 전쟁·분단유산을 중심으로 세계유산

적 가치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성

격의 세계유산 등재 사례들의 등재기준을 분석하고 DMZ 

일원 기억유산에 적용 가능한 등재기준을 제안하였다는 점

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산적 가치분석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이지만 그동안 다소 외면되어온 한국 

비무장지대 기억유산의 가치가 재조명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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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sought to examine the strategies of cultural heritage proving the negative history to be 

registered as world heritage, among the World Heritages registered in UNESCO. Therefore, to comprehend “negative 

history”and the heritages with “instructive value,” the new term of “Remembrance Heritage”was suggested, 

and such cases of world heritage were analyzed. Especially by analyzing the criteria of being registered by 

focusing on the cases of similar World Heritages with similar historical background or form as Korean DMZ, 

the criteria of OUV that may be applied when Korean DMZ is promoted to be registered as World Heritage. 

The research results may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of all, Remembrance Heritage is a place in which events of universal significance have occurred, 

rather than the historical, artistic, landscape, and scholastic value of the heritage itself, and was evaluated as 

architecture, landscape, or place in which the events or historical steps could be verified through architectural, 

landscape, archaeological or technical means. 

Secondly, Remembrance Heritage was often applied to be registered with the criterion (vi), and criterion (iii) 

or criterion (iv). 

Thirdly, in case of the Korean DMZ, application of criterion (iv) as heritage proving the age of cold war and 

criterion (vi) as symbolic value of peace may be possible.

Research on the Criteria of Remembrance Heritage 
Registered as World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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