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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앙코르 유적에서
식생정비 사업의 양상과 특징에 관한 고찰
- 프레아 칸 사원·반테이 스레이 사원·타 프롬 사원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에서 수행된 식생정

비 사업의 사례를 통해 사업의 변화 양상과 특징 그리고 향후 ODA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

자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앙코르 유적에 있어서 식생은 단순한 식물(보다 구체적으로는 ‘수목’)의 개념을 넘어 유산의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즉, 유산

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유적의 공간을 형성하는 식생과 그 주변 환경을 포함한다.

둘째, 유산으로서 식생의 가치 확대는 건축과 식생의 ‘공존(coexistence)’관계를 기반으로 한 보존 원칙을 정립하는데 기여하

였고, 식생이 유적의 보존을 위한 ‘필수적’ 대상으로 인식되게 하였다.  

셋째, 사원의 주변 환경을 포함하는 식생정비의 범위 확대는 식생의 생육환경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관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정비사업의 수행 시 사원을 포함한 주변 지역까지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ODA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유네스코 산하 ‘앙코르 유적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감시기구(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and Development of the Historic Site of Angkor, ICC-Angkor)’의 역할은 기존에 

선행된 사업의 문제점 검토와 해결책 모색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기술적 자문과 감독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공여국이 현지 사정

에 알맞은 ODA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ICC-Angkor와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협의 도출 과정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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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90년대1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앙코르 유적

의 ODA 사업은 2016년을 기준으로 총 17개국 참여로 약 

50개에 달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2 한국의 ‘캄보디

아 앙코르 유적 보존복원 사업’은 ODA 사업 중 최초의 문

화유산 분야의 정부부처 제안 사업으로 한국문화재재단

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앙코르 유적 내 프레아 피투

(Preah Pithu) 사원에서 진행하였다.3 한국과 같은 후발 참

여 국가들은 이미 여러 국가의 사업을 통해 축적된 학술

적·기술적 집약체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

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앙코르 유적에서 시행된 각종 사

업 및 선행 연구들에 대한 정보와 자료들을 수집·분석해봄

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캄보디아 문화유산의 특성

과 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4 

그러나 짧은 사업 기간, 연구 인력 및 예산 부족 등

으로 앙코르 유적에서 선행된 사업이나 연구에 대한 충분

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건축분야에서

는 앙코르 유적의 배치 특성(최규학 외, 2004)·디지털 복

원(박진호, 2006)·건축 구조(최병하, 2009)·보존 기법(최병

하, 2012)·축조 시기(최병하, 2012)·보존 철학(박동희 외, 

2014)·평면 추정(박동희 외, 2017) 연구 등이 그리고 미술

분야에서는 사원의 부조 특성(주매희, 2007)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졌으나, 조경분야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

는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동남아시아 지

역의 열대 수목 전문가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ODA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된 앙코르 유적의 식생정비 사업의 사례를 검토하여 후속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식생정비 사업

의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다.   

2. 연구의 대상

앙코르 유적이 위치한 캄보디아의 시엠립 주는 도시

계획에 의해 5개 보호구역(Protected Zones)으로 구분된

다.5 앙코르 유적은 보호구역 1과 2에 해당되며, 중앙에 앙

코르 톰(Angkor Thom), 북쪽에 반테이 스레이(Banteay 

Srei), 남쪽에 롤루오스(Roluos) 지역 일대를 포함한다.6 본 

연구는 앙코르 유적에 위치한 12개7 주요 사원 중 지난 20

년 동안 ODA 사업의 일환으로 식생정비에 관한 내용이 수

록된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ICC-Angkor8에 의해 주요 사

안들이 논의된 프레아 칸(Preah Khan) 사원, 반테이 스레

1 캄보디아의 앙코르 유적은 1970년대 내전을 겪으면서 약 20년 동안 방치되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캄보디아 전 국왕 노로돔 시하누크(Norodom 

Sihanouk)는 국제사회에 위기에 놓인 앙코르 유적의 구제를 요청하였고, 1991년 유네스코는 앙코르 유적의 보존을 위한 국제 캠페인을 실시하여 세계 각국의 관

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2 박동희·전범환, 2016, 「앙코르 유적 보존 환경의 구축과 발전」 『부여학 6호』, p.147.

3 한국문화재재단, 2013, 『캄보디아 프레아 피투 사원 보존·복원 종합계획』, p.12.

4 한국문화재재단, 2013, 앞의 보고서, p.7~10.

5 1994년 캄보디아 정부는 도쿄선언문(Tokyo Declaration)에 준거하여 앙코르 유적의 환경관리 계획을 위한  5개 보호구역을 설정하였다. 

6 보호구역 1은 기념비적 유적 또는 장소(Monumental Sites)로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가 요구되는 핵심구역이다. 보호구역 2(Protected Archaeological 

Reserves)는 난개발과 무분별한 토지이용을 제한하여 남겨진 유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 1의 완충구역에 해당된다.

7 바콩(Bakong), 프놈 바켕(Phnom Bakheng), 동 메본(East Mebon), 프레 럽(Pre Rup), 반테이 스레이(Banteay Srei), 타 케오(Ta Keo), 바푸온(Baphuon), 앙

코르 왓(Angkor Wat), 반테이 쌈레(Bantey Samre), 타 프롬(Ta Prohm), 프레아 칸(Preah Khan), 바이욘(Bayon) 사원이다. 

8 ICC-Angkor는 도쿄선언(Tokyo Declaration)의 제10조와 11조에 근거하여 1993년에 설립되었다.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ICC-Angkor는 매년 1회씩 정책회

의(Plenary Session)와 기술회의(Technical Session)를 개최하고 있다. 위원회는 대상 유적과 사업 기관을 시찰하고, ODA 사업에 대한 평가와 권고를 담당하고 

있다. ICC-Angkor의 회의결과는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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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앙코르 유적의 보호구역(좌), 연구대상(우) : 반테이 스레이 사원·프레아 칸 사원·타 프롬 사원(위에서부터).

표 1. 문헌자료 목록

구분 제목 연도 발행처 / 저자

보고서

Preah Khan Conservation Project Stage One 1991 World Monument Fund

Preah Khan Mission Report Inventory and Training 1991 〃

Preah Khan Conservation Project Historic City of Angkor - Report Ⅱ: Project 
Identification 1992 〃

Report Ⅲ: Conservation Plan 1992 〃

Report Ⅳ: Field CampaignⅠ-Project Mobilization 1993 〃

Report Ⅴ: Field CampaignⅡ-Appendix V/A Structure Repair & Consolidation 
Methods 1994 〃

Report Ⅵ: Field Campaign Ⅲ 1995 〃

Report Ⅶ: Field Campaign Ⅳ and Appendix A 1997 〃

Report Ⅷ: Field Campaign Ⅴ 1998 〃

Report Ⅸ: Field Campaign Ⅵ 1999 〃

A New Lease of Life to Banteay Srei 2005 Swiss Development and 
Cooperation

Conservation of Trees at Ta Prohm Temple,  Cambodia 2011 Forest Research Institute
 (India)

연구논문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Ta Prohm Temple 2008 T. Lakshmi Priya

교육자료
India-Cambodia Co-operation Project - Conservation of Ta Prohm Temple 
Complex 2014 Deveder S. Sood

회의록

ICC-Angkor Report : Plenary Session 9th-22nd 2002-2015 UNESCO

ICC-Angkor Report : Technical Committee 11th-27th 2001-2016 UNESCO

ICC-Angkor Report : Plenary Session 14th-18th - Activity Reports for 
Distribution and Discussion during the ICC-Angkor 2007-2011 UNESCO

기타

Ta Prohm Temple : A Conservation Strategy 2006 M. M. Kanade, 
T. Lakshmi Priya

Angkor Charter - Guidelines for Safeguarding the World Heritage Site of 
Angkor 2012 UNESCO·APSARA

20 Year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2013 UNESCO·ICC-Ang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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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Banteay Srei) 사원, 타 프롬(Ta Prohm) 사원 3곳을 중

점적으로 다루었다<그림 1 참조>.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식생정비의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기 위

해 첫째, 연구 대상지 3곳을 중심으로 각 국가에서 발행

된 보존정비 사업의 결과 보고서, 연구 논문, 현지 교육

자료 등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현장조사 내용과 결과, 식

생 유지·관리를 위한 정비방안의 기본원칙과 세부사항

을 정리하였다. 둘째, ICC-Angkor의 정책회의록 14개 

(2002~2015), 기술회의록 16개(2001~2017), 활동 보고서 

5개(2007~2011)를 검토하여 각 사원의 식생정비와 관련

된 주요 논의사항을 파악하였다.9 셋째, 각 사원의 식생정

비의 변화 양상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앙

코르 유적의 식생정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Ⅱ. 앙코르 유적의 식생정비 양상

앙코르 유적의 식생정비는 미국의 WMF(World 

Monument Fund)에 의해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약 9

년에 걸친 프레아 칸 사원의 보존사업에서 처음 수행되었

다. 프레아 칸 사원 이전의 식생정비는 앙코르 유적의 구

제 활동을 위한 초목제거나 고사목 반출 등 기본적 수

준의 작업이 전부였다. 당시 WMF는 일본과의 협력 프

로그램을 통해 앙코르 유적에서 최초로 식물학자가 참

여한 전문적인 식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스위스의 

SDC(Swiss Development and Cooperation)는 2002

년부터 2005년까지 반테이 스레이 사원을 그리고 인도

의 ASI(Archaeological Survey of India)와 산림연구 전

문기관인 FRI(Forest Research Institute, Dehradun)10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타 프롬 사원을 대상으로 식생정

비를 포함한 사원의 보존사업을 시행하였다.

9 유네스코 홈페이지에는 2001~2014년 사이에 개최된 기술회의록들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문화재재단으로부터 2015~2017년 사이의 자료를 협조받았다.

10 http://fri.icfre.gov.in/

그림 2. 붕괴된 부재와 주요 수목의 위치도(WMF, 1992). 그림 3. 안내 책자에 수록된 프레아 칸 사원의 식생정보(WMF, 1995).



36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1. No. 1

1. 프레아 칸(Preah Khan) 사원

정비사업의 결과는 총 9권(Ⅰ~Ⅸ)의 보고서로 발간되었

으며, 이 중 6권(Ⅱ·Ⅲ·Ⅴ·Ⅵ·Ⅶ·Ⅷ)에 식생정비 사업과 관련된 내

용이 수록되어 있다. 보고서에는 식생을 언급하기 위한 용어

로 ‘Botanical Observation’, ‘Botanical Environment’, ‘Forest’, 

‘Vegetation’, ‘Plants’, ‘Trees’, ‘Hazard Tree’ 등이 사용되었다.

프레아 칸 사원의 식생현황조사는 일본인 식물학

자 Yokoyama Jun의 참여로 1992년에 실시되었다.11 당

시 사원은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어서 내부로의 접근이 어

려웠기 때문에 조사팀은 사원의 가장 중요한 공간인 성

소(聖所)를 중심으로 붕괴되었거나 탈락된 부재, 주변 수

목의 수종·위치·생육상태 등을 우선적으로 조사하였다 

<그림 2와 3 참조>.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원 내부의 주요 수목은 흉고

직경 50㎝ 이상의 대경목이거나, 판근(板根)이나 기근(氣

根)이 지표로 노출되어 발달하는 봄박스(Bombax)속 또

는 피쿠스(Ficus)속,12 짧은 시간에 빨리 자라는 특성을 

지닌 테트라멜레스(Tetrameles)속 또는 딥테로카르푸스

(Dipterocarpus)속으로 나타났다.13 그러나 이러한 수목들

이 관리되지 않은 채 오랜 시간 사원에 방치되어 유적의 

벽체나 지붕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림 4 참조>.

이에 따라 WMF는 주요 수목 49주에 대한 위험수목

현황도를14 작성하고, 수목들을 생육상태(고사/고사 진행 

중/양호), 조치수준(응급 관리/세심한 관리/소극적 관리), 

유적의 부착 위치에 따라 3개 등급(1등급 붉은색, 2등급 

11 일본 상지대학(上智大学)에서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한 캄보디아 현지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92년 3월 10일에서 21일 사이 파견된 식물 전문가이다.

12 봄박스(Bombax)속의 대표적 수목은 세이바 펜탄드라(Ceiba Pentandra)로 실크코튼트리(Silk-Cotton Tree)라고 불리며, 판근(buttress root)이 왕성하게 발

달하는 특징이 있다. 피쿠스(Ficus)속은 앙코르 유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종으로 일명 반야트리(Banyan Tree; Banian Tree) 혹은 스트랭글러피그(Strangler 

fig)라 불린다. 이 수목들은 땅을 향해 기근(aerial root)을 발달시키고, 노거수의 공동(空洞)에 착생하여 생장하는 특성이 있다.

13 WMF, 1992, 『Preah Khan Conservation Project Report Ⅲ ; Conservation Plan』,  pp.29~33, 110~111. 

14 세 개 사원의  관련 자료에서 ‘Hazard Tree Plan’, ‘Map of Trees at Risk’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일괄적으로 ‘위험수목현황도’로 번역

하였다.

그림 4. 동쪽 고푸라(Gopura) 상부의 피쿠스(Ficus)속 수목의 시기별 변화 A: EFEO, 1937, B: G.Glarke, 1968, C: WMF, 1991.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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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 3등급 녹색)으로 구분하였다<그림 5 참조>.15 그러

나 위험수목의 등급분류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식생정

비방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WMF의 식생정비방안은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보

인다. 첫째, 사원에서 일정 규격 이상의 수목은 원위치 보

존하였다. 대표적 사례로 무희홀(Hall of Dancers) 주변에 

위치한 47번 수목(Dipterocartus alatus)은 위험수목 1등

급임에도 불구하고 정비 시 원위치 유지원칙에 따라 제자

리에 남겨졌고, 향후 수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하기 위

해 성장 억제와 가지치기가 시행되었다.16 둘째, 식생을 제

거할 때에도 단시간에 즉각적인 제거를 시행하기 보다는

적절한 제초제(화학물질)를 이용하여 식물이 고사하면 제

거하는 장기간에 걸친 작업 방식을 적용하였다. WMF는 

제초제의 사용이 수목을 천천히 고사하게 함으로써 즉각

적인 제거나 단근(斷根) 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적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판단하였다.17 이처럼 

프레아 칸 사원의 식생정비 방안은 수목의 원위치 보존을 

원칙으로 필요시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특징이 있다.

2. 반테이 스레이(Banteay Srei) 사원

반테이 스레이 사원의 식생정비에 관한 내용은 2005

년에 발행된 『A new lease of life to Banteay Srei』에 수

록되어 있으며, 식생과 관련된 단어로는 ‘Vegetation’과 

‘Trees’등이 등장했다. 스위스의 SDC는 사원의 영역을 식

생이 없는 1과 2구역, 새롭게 자라는 수목은 없지만 기존 

수목이 확인되는 3구역, 사원 주변의 약 15m 이내 지역으

로 ‘계획 식생(planned vegetation)’이라 불리며 수목의 

관리가 필요한 4구역18으로 구분하고, 구역별로 식생의 생

육상태를 조사·분석하였다<그림 6 참조>. 

그림 5. 위험수목현황도(WMF, 1994/ 저자편집).

표 2. 식생정비의 기본방향과 원칙(WMF, 1994)

① 사원 내부에 생육하고 있는 모든 주요 수목은 조사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② 특히 흉고직경 12㎝ 이상인 수목은 원위치를 보존하고, 절단되었거나 부러진 가지는 감독 아래 정리한다. 

③ 사원 내외부로부터 50m지역은 선정된 대경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한다.

④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구조물에서 식생은 제거한다. 초기에는 성장을 줄이고, 이후 제초제를 이용하여 처리한다.

⑤ 사원의 구조물(벽체, 지붕, 기둥 등)에 형성된 미생물을 관찰한다.

⑥ 식생정비 후 선정된 지역에 한해 적절한 제초제를 사용하여 관리한다.

⑦ 사원과 벽체 주변에 위치한 모든 수목의 뿌리는 적절한 그루터기 제거제를 사용하여 처치하고, 고사하면 제거한다.

⑧ 덩굴식물은 제초제를 이용하여 처리하고, 말라서 고사하면 제거한다.

⑨ 지역주민에 의한 딥테로카르푸스(Dipterocarpus)속의 수액채취는 수목의 수명을 단축시키므로 강력히 제재한다. 

15 WMF, 1994, 『Preah Khan Conservation Project Report Ⅴ: Field Campaign Ⅱ』, p.115.

16 WMF, 1992, 앞의 보고서, p.68.

17 WMF, 1994, 앞의 보고서, p.65.

18 UNESCO, 2005, 『ICC-Angkor Report Technical Committee 14th』,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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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사원 내·외부에 총 1,700주의 수목이 생육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주요 수목 155주에 대한 위험수

목현황도가 작성되었다<그림 7 참조>.19 SDC는 위험수목현

황도에 치료를 통해 생육상태가 호전된 수목과 위험수목

을 함께 표시함으로써 정비대상을 구분하였다. 이는 SDC

가 현장조사 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식생정비에 반영하

였다는 점에서 프레아 칸 사원과 차이가 있다.

SDC는 사원의 수목들이 경관과 생태계의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하지만 사원과 담장의 파괴, 바닥 침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구역별로 식생의 생장수준

(controlled level of growth)을 통제하기 위한 정비방안

을 마련하였다. 가장 안쪽의 1구역과 2구역에서는 수목의 

피해로부터 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방문

자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기존 수목들을 모두 제거하고 

향후 식물이 생육할 수 없도록 계획하였다. 3구역에서는 

사원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 수목들을 위주로 현 상태가 

유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4구역에서는 일부 위험수목들의 

제거 계획이 수립되었고, 제거 후 생태적 차원에서 제거된 

수목과 동일한 수종의 어린 나무들이 사원 경계 밖에 식

재되도록 조치하였다. 

특히, 위험수목현황도를 바탕으로 추후 시행되어야 

할 작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결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원 

경계에 뜰(parvis)을 조성하여 식생정비로 인해 자연·생물

학적 순환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였다. SDC는 식생정비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이 정리된 매뉴얼을 APSARA20

에 제공하여 향후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타 프롬(Ta Prohm) 사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타 프롬 사원에서 시행된 식

생정비사업에 관한 내용은 『Conservation of Trees at Ta 

Prohm Temple, Cambodia』에 수록되어 있다.21 이 보고

서에는 식생을 지칭하는 용어로 주로 ‘Natural Heritage’, 

‘Forest’, ‘Trees’ 등이 사용되었다. 타 프롬 사원의 식생

정비사업은 FRI의 지휘 아래 분류학자·생리학자·병리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참여로 약 6년 동안 총 7차례

의 현지조사와 교육이 이루어졌다. 최초 3년은 수목의 현

19 사원의 주요 수목 155주에 대해 SDC는 시엠립 주 산림국(Siem Reap Province Office of Forestry)과 APSARA(the Authority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Angkor and the Region of Siem Reap)의 지원을 받아 추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20 영문으로는 ‘the Authority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Angkor and the Region of Siem Reap’이며, ODA 사업에서 ‘압사라청’이라는 명

칭이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차용하고자 한다. 압사라청은 앙코르 유적의 보존을 전담하는 캄보디아 정부기구이다(박동회·전범환, 2016, 앞의 논문, 

pp.149-150).

21 이 보고서는 당시 사업에 참여하였던 인도의 FRI 소속 병리학자 N.S.K. Harsh 박사의 도움을 받아 현지로부터 구했다.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0m 20m 40m 60m

N

그림 6. 식생구역의 구분(저자작성).

그림 7. 위험수목현황도(SDC,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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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조사와 이에 따른 유지 및 관리 방안 수립에 집중되었다. 

이후 3년은 정비사업을 실행하고 시행 결과에 대해 ICC-

Angkor의 지속적인 자문과 감독이 이루어졌고, 현지 수목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이 병행되었다. 

FRI에 의한 식생 조사는 기존에 육안으로 이루어지

던 방식에서 과학적 조사방식으로 진일보한 면모를 보여주

었다. 특히,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수간의 내부 또는 지

표 아래 뿌리 상태를 살피기 위한 단층촬영(Tomography), 

지표투과레이더(Ground Penetrating Radar)탐사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한 비파괴 조사가 이루어졌다<그림 8 참조>.22 

또한 보존적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된 수목의 샘플이 

인도 현지로 보내졌고 수목상(life of the trees)과 생육

상태에 대한 면밀한 추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밖에도 수목의 위치와 수종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수목현황도와 수목의 생육상태, 위험정도 그리고 

이에 따른 조치방안이 연계된 수목일람표가 작성되었다 

<표 3 참조>. 수목일람표에는 수목의 생육특성 및 생육환

경에 따른 맞춤형 조치방안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앞서 

두 사원과 차별화 된다.

특히, 우점종(Tetrameles nudiflora)의 수목일람표에

는 향후 작업 단계나 내용, 주기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정비 이력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표 4 참조>.

그림 8. 수간(樹幹)의 단층 촬영 과정(http://www.argus-electronic.de/en) A: 장비설치 및 측정지점 설정, B: 수목의 단층 이미지 취득, C: 이미지 분석 결과.

A B C

표 3. 수목일람표(FRI, 2011)

번호 수종
수고
(m)

흉고
둘레
(m)

지하고
(m)

수관폭
(m)

판근 병리학적 지표

수목의

위치
위험
정도

비고 조치방안
번호

사이
거리
(m)

각도
높이

(m)
심부병

기저부
부패

부은
줄기

절단지
고사지

상부
고사

1
Dipterocarpus

alatus
42 5.54 25 25 4 85 1 Y Y 지면 위 낮음 건강함

상처부 치료

노출뿌리 복토

2
Tetrameles
nudiflora

52 4.74 12 13 4 2.5 70 3 Y
구조물 

위
높음

기울어짐(65°)
해자 밖

Hydnocarous
에 의해 지지됨

부패부 치료

지지대 설치

표 4. 우점종의 수목일람표(FRI, 2011)

번호 수목의 위치 위험정도 비고 조치방안 작업이력

2 구조물 위 높음
기울어짐(65°) / 해자 밖 Hydnocarous에 의해 지지됨

판근에 기저부 부패 발생
부패부 치료 / 지지대 설치 작업예정

12 벽체 위 중간
밖으로 기울어 자람

방문객에 의한 판근 훼손 / 기저부 부패
공동 처리 / 노출뿌리 복토

공동치료 완료

노출뿌리 상부에 목재 다리 설치

22 FRI는 사원 내부의 배수로 설치를 위해 WAPCOS(Water and Power Consultancies Services Ltd.)에 의해 실시된 G.P.R.탐사에서 열대수목의 뿌리 특성에 대

해 괄목할 만한 조사결과를 얻었다. WAPCOS는 사원 내부에서 56개 조사선을 따라 총 1,520m 구간에 대해 GPR 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원 내부에 생육하

는 수목의 약 98% 이상은 천근성(shallow depth)으로 뿌리는 지표 아래 약 1m 이내에 분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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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FRI는 수목의 생물적 피해 이외에도 외부 요인

에 의한 피해 원인을 진단하고 조치방안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대표적인 피해 원인은 기생목(寄生木)의 발달

과 관광객의 증가였다.

특히, 기생목은 타 프롬 사원만의 독특한 경관을 형

성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숙주(宿主)를 고

사에 이르게 할뿐만 아니라 건축구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9 참조>.

한편, 2000년대 들어서 급속히 증가한 관광객 수

는23 과도한 답압으로 노출된 뿌리의 훼손을 야기하였다 

<그림 10 참조>. 더욱이 토양 답압은 뿌리의 통기성과 배

수 능력을 저하시키고 집중 강우 시 단 시간에 지하수위

를 상승시킴으로써 지반을 불안정하게 한다<그림 11 참조>. 

이는 사원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수목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FRI는 수목의 생육상태와 생육환경 개선

을 위한 식생정비방안을 수립하였다. 종전과 다르게 FRI는 

가지치기, 상처치료, 공동치료, 표피(수피)치료, 균사체 제

거, 노출된 뿌리의 공동 채움, 살균제 도포, 관수, 시비, 토

양 다짐 방지, 기울어진 수목의 지지, 번개와 동물 피해 방

지, 관찰과 모니터링 등 수목을 중심으로 한 14개의 세부

적인 정비항목을 마련하고, 작업의 주기와 생육 특성에 따

른 현장 작업 지침들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FRI는 노출된 뿌리의 훼손과 토양 다짐을 

방지하기 위한 목재 기단, 보행로, 보호책 등 구조물 설치

를 계획하고, 식생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과 캄보디아 현지 

그림 9. 기생목에 의한 숙주 피해 A: 기생목의 생장 초기(https://www.pinterest.co.kr, 1999년), B: 고사 직전의 숙주(저자촬영, 2016년 10월).

그림 10. 노출뿌리의 답압피해(FRI, 2011). 그림 11. 배수 용량 초과로 침수된 사원 내부(ASI, 2014).

23 박동희·신보람, 2014, 「지난 20년간의 앙코르유적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건축역사연구 제23권 3호』 통권 94호, p.15.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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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병행하였다

<그림 12~14 참조>.24

이처럼 앙코르 유적에서 식생정비 사업은 타 프롬 사

원에 이르러서야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Ⅲ. 앙코르 유적의 식생정비 특징

1. 앙코르 유적의 고유성을 반영한 유산의 개념 확장

각 국가가 식생정비에 사용한 용어는 앙코르 유적

에 있어서 식생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나타낸다. 먼저 미

국의 WMF는 식물을 뜻하는 ‘Botanical’과 여기에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Environment’를 합성하여 ‘Botanical 

Environment(식물 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즉, 식

생은 자연적·생태적 특성이 반영된 ‘식물이 생육하고 있는 

공간’을 뜻한다. 스위스의 SDC는 특정한 지역에 모여 생육

하는 식물의 집단을 뜻하는 ‘Vegetation’를 사용함으로써 

WMF와 유사함을 보인다. 

그러나 인도의 FRI는 두 나라와 달리 ‘Natural 

Heritage’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식생이 단순한 식

물(보다 구체적으로는 ‘수목’)의 개념을 넘어 유산의 개념

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앙코르 유적에 있어서 

유산은 건축물에 한정되지 않고, 유적 공간을 형성하는 

식생과 그 주변 환경까지 의미한다. 이는 오랜 시간의 흐

름 속에서 사원 건축과 자연이 함께 이루어낸 앙코르 유

적의 고유성이 유산의 개념으로 확장되었음을 시사한다.

2. 건축과 식생의 ‘공존(Coexistence)’을 위한 

 보존 원칙의 수립

식생정비는 건축과 식생의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

다. 가장 먼저 식생정비가 이루어진 프레아 칸 사원에서 

WMF는 식생 정비시 과도한 식생정비로 인해 사원의 모습

이 훼손되지 않아야 함을 전제로 하였다. 한편, 반테이 스

레이 사원에서 SDC는 사원 주위의 수목들이 매력적인 경

관을 형성하는 핵심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원에 위협을 

가하는 수목들을 제거하였다. 결국 두 사원의 식생은 사

원이나 경관을 형성하는 ‘구성 요소’로 건축과 주종관계를 

이루는 대상으로 인식되었으며, 건축물의 영구 보존을 위

한 ‘선택적’ 제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타 프롬 사원에서 변화되었다. 

EFEO에 의해 19세기에 재발견된 타 프롬 사원은 발견된 

24 UNESCO, 2008, 『ICC-Angkor Report Plenary Session 15th : Activity Reports for Distribution and Discussion during the ICC-Angkor』, p.16.

그림 13. 보행계단 설치(FRI, 2011).

그림 14. 보행로 설치(ASI, 2014).

그림 12. 현지 전문 인력 양성 교육(APSAR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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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그대로 보존된 유적의 전형(全形)을 보여주는 사례

가 되었다. 사원에는 다양한 종류의 수목들이 사원 건축

물의 지붕이나 벽체에 기대어 자라나 경이로운 경관을 형

성하였고, 현재는 자연유산과 건축유산의 놀라운 공존을 

보여주는 세계적 유적이 되었다. FRI는 ‘식생’이 지니는 역

사적·경관적 가치를 수용하고, 식생과 건축을 동등한 보존 

대상으로 바라보았다. 이 같은 시각은 기존에 형성되어있

던 건축과 식생의 주종관계를 ‘공존(coexistence)’관계로 

전환시키고 유적을 위한 ‘필수적’ 보존 대상으로 식생이 

인식되게 하였다. 즉, 앙코르 유적에 있어서 식생정비는 건

축과 식생의 ‘공존(coexistence)’관계를 중심으로 한 보존 

원칙을 수립하게 되었다.

3. 식생정비를 넘어 환경개선으로의 변화

식생정비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프레아 칸 사원에

서 MWF는 건축 보존을 위한 ‘현 상태의 식생을 최대한 

유지’하는 ‘소극적인’ 정비 방향을 설정하였다. 즉, WMF는 

사원 내부의 식생을 그대로 유지하되 이미 발생된 건축적 

피해의 조치 수준에 머무름으로써 아주 소극적 태도를 취

하였다. 

한편, 반테이 스레이 사원에서 SDC는 MWF와 마찬

가지로 ‘현 상태의 식생 유지’를 기본으로 하되 사원 내부

에서는 과감한 식생 제거라는 ‘적극적인’ 정비 방향을 제

시하였다. 이는 반테이 스레이 사원이 다른 두 사원에 비

해 비교적 규모가 작고, 자연식생에 둘러싸인 주변 여건에 

기인한다. 즉, SDC는 사원 내부에서는 식생 제거를 통한 

건축 보존과 이용자의 공간 확보에 주력하였고, 외부 공간

에서는 주변 식생과의 생태적 연계성에 중점을 두었다. 따

라서 SDC는 구역별 식생의 제거·유지·보식 등 생장수준을 

통제하는 정비방안을 마련하였다. 

여기서 SDC의 외부 공간에 대한 ‘조경적’ 접근은 

주목할 만하다. SDC는 식생정비 사업이 유적 주변의 안

정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원과 그 주변의 원형(the 

original layout)에 알맞은 조화로운 성장을 동반하는 보

호조치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거시적 차원

에서 유적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수용하는 공원 조성 

계획과 유적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토지 이용 

및 동선 계획 등을 포함한 외부 공간의 계획을 수립하였

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25  이는 앞으로의 유적 정비 

사업에 있어서 사원을 포함한 그 주변 환경까지 다루어져

야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변화는 타 프롬 사원의 식생정비에서도 나타

났다. FRI는 수목의 생육상태에 대한 정밀진단과 분석뿐

만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한 수목의 피해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보행로나 보호책의 설치 등 생육환경 개선을 위

한 적극적인 식생정비방안 마련을 시도하였다. 즉, 식생정

비의 범위가 식생을 포함한 사원 주변의 외부 환경으로 

확장되면서 수목의 생육환경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관람환

경까지 고려한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

음을 보여준다.

4. 식생정비에 있어서 ICC-Angkor의 역할 확대

현재 앙코르 유적 ODA 사업에는 공여국, ICC-

Angkor, 압사라청이 관여하고 있다. ICC-Angkor나 압

사라청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공여국이 ODA 사업을 독자

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일원적인 사업수행체계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1993년 도쿄 선언문이 발표된 같은 해 ICC-

Angkor가 설립됨에 따라 ODA 사업은 공여국과 위원회

로 이루어진 이원화된 수행체계로 변화되었고, 이는 ICC-

Angkor의 역할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ICC-Angkor의 설립 이후 1990년대 말까지 위원회는 

ODA 사업의 대상 선정과 범위 설정, 사업 성과 검토 등 

25 조경계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08년 제15차 정책회의에 배포된 활동보고서 pp.19-23에 수록되어 있다. 박동희와 신보람(2014)은 반테이 스레이 사원이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된 유적 공원화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앙코르 유적 보존 프로젝트 중 특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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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상황 파악에 주력하다가 200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

서 진행 중인 사업의 기술적 자문과 감독에 참여하기 시

작하였다<그림 15 참조>. 시기별 ICC-Angkor의 역할 변화

는 회의록에서 확인된 프레아 칸 사원과 타 프롬 사원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2005년 ICC-Angkor는 프레아 칸 사원에

서 WMF가 식생 제거를 위해 사용한 제초제인 Monsanto

의 ‘Round-up’과 Ladda의 ‘Up-down’이 이미 유럽에서 

환경적 문제로 판매가 금지된 제품임을 언급하면서 WMF

에 이 제품들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파악을 

촉구하였다.26 또한 2008년에는 프레아 칸 사원에 존치

된 47번 수목이 지속적으로 부재의 균열을 발생시키고, 

생장 방향이 유적의 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판단되어 ICC-Angkor는 이 수목의 제거를 권고하였

다. 수목의 정확한 제거 시기는 확인되지 않지만 이에 따

라 현재는 수간이 절단된 상태이다<그림 16 참조>.27 이처

럼 초창기 ICC-Angkor는 기존에 수행된 사업의 사후 문

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역할을 도

맡아 왔다.

이러한 ICC-Angkor의 역할은 2006년 위원회 내

에 ‘지속가능한 개발 전문가’그룹이 신설되면서 완료

된 사업의 사후 검토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사업의 기술

자문과 감독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인도의 FRI가 타 프

롬 사원의 수목의 부패 부위를 관리하기 위해 이행나무

(Dipterocarpus alatus)의 함유수지(oleoresin)를 이용

하여 개발한 친환경 치료제를 두고, ICC-Angkor의 V.K. 

Gupta위원이 언급한 내용에서 확인된다.

그는 함유수지의 사용이 수목의 부패를 가속하는 단

그림 15. ICC-Angkor의 설립과 시기별 주요 식생정비 사업.

26 UNESCO, 2007, 『ICC-Angkor Report Plenary Session 14th』, p.41.

27 UNESCO, 2008, 『ICC-Angkor Report Plenary Session 15th』, p.119.

그림 16. 47번 수목 제거 전후 A: 2006년 이전((fifteen years at Angkor, 2005/2006), B: 2013년(http://ekke-audrey.ca/chapter_cambodia.htm).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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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식생정비 사업의 변화 양상 및 특징

구 분 프레아 칸 사원 반테이 스레이 사원 타 프롬 사원

사원현황

수행기관 미국 WMF 스위스 SDC 인도 FRI

사업기간 1991-1999 2002-2005 2004-2013

1 ‘식생’이 식물의 개념을 넘어 ‘유산’의 개념으로 확장

용어
식물환경

(Botanical Environment)
식생

(Vegetation)

자연유산

(Natural Heritage)

2 건축과 식생의 ‘공존(coexistence)’을 기반으로 한 보존 원칙의 수립

기본

원칙

•역사의 한 부분으로 인식 •사원의 경관 형성 요인으로 인식

•유적의 원형과 주변 환경의 조화 추구

•건축물과 식생을 동등한 보존 대상으로 인식

•건축과 식생의 공존 추구

▶ 수목이 지니는 잠재적 위험과

 역사적 가치의 균형 유지를

 강조하며 주요 수목의 원위치 보존

▶ 수목은 사원 건축의 위험요소이므로  

 주요 공간에서 모두 제거

▶ 수목의 역사적 가치를 수용하고, 사원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주요 수목의 보존

3 주변 환경개선을 포함한 ‘통합적’이고 ‘적극적’ 식생정비 방향으로 전환

세부

내용

내부

•흉고직경 12㎝ 이상의 원위치 유지

•건축물 상부의 덩굴, 잡초 등 제거

•벽체 주변 모든 수목의 뿌리 제거

•고사목 제거

•구역별 식생 관리/통제/생장수준의  

 기준 마련

•핵심구역은 기존 식생 제거 후 식물 

  이 생육할 수 없도록 조치

•과학적 조사기법을 통해 수목의 정밀진단 및 기록

•수목의 생리·병리뿐만 아니라 외부환경에 의한

 피해 조사

•수목 생육상태 및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14가지

 세부 항목 마련

외부
•사원 내외부로부터 50m지역

 식생 제거

•일부 위험목의 제거와 가지치기 실시

•주변 산림과 생태적 연계성 고려

특징

•‘식물학자’가 참여한 최초의 전문적 

 인 식생정비계획 수립

•수목의 보존과 수목으로 인한 피해 

 의 양면성 제기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수용하는

 공원화 계획으로 접근

•주변 자연수림과의 생태적 연계성 강조

•현장관리 매뉴얼 작성

•식생에 관한 최초의 단행 보고서 발간

•식물 ‘분류학자’, ‘생리학자’, ‘병리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

•과학적 생육상태 조사와 현지 수목에 알맞은

 친환경적 치료제 개발 등 실증적

 식생정비계획 수립

•수목에 의한 미기후 조절이 석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 언급

•현지 수목 전문가 양성 교육을 통해 수혜국의   

 자립 기반 형성

4 사후 검토에서 ‘자문 및 감독’으로 ICC-Angkor의 역할 확대

ICC-Angkor 
역할

•존치된 수목으로 발생된 문제 제기

•제초제 사용의 유해성 제기

•FRI는 2008년부터 ICC-Angkor의 기술회의에 참석 

 하여 제안한 기술과 공법에 대해 위원회와 논의

▶ 시행된 사업의 ‘사후 검토’ ▶ ICC-Angkor의 역할 유지 ▶ 시행 중인 사업의 ‘자문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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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지적하고, 오히려 공동 충진 재료의 사용 없이 버팀

목을 이용한 수목의 안정성 확보와 상처부위의 청결 유지

가 최선이라는 다른 시각을 제시하였다.28 이 같이 ICC-

Angkor는 수행 중인 사업에 있어서 기술적 조언 또는 정

보 제공을 통해 유적 정비의 최적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끄는 관제탑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즉, ODA 사업에 있어

서 ICC-Angkor의 역할 확대는 후속 참여 국가가 현지 사

정에 알맞은 유적 정비를 수행하기 위해 ICC-Angkor와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논의와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점

을 이끌어 내는 과정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Ⅳ. 결론

앙코르 유적의 전문적인 식생정비는 1990년대 초 미

국의 WMF에 의해 프레아 칸 사원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

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사원의 보존사업의 일환으로 진

행되었다. 2000년대 중후반 타 프롬 사원에 이르러서야 독

립적 형태의 식생정비 사업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앙코르 

유적에서 식생정비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생정비사업에 등장한 용어들은 앙코르 유적

에 있어서 식생이 단순한 식물(보다 구체적으로는 ‘수목’)

의 개념을 넘어 유산의 개념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유산은 건축물에 한정되지 않고, 유적 공간을 형성하

는 식생과 그 주변 환경까지 의미하며, 이는 오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원 건축과 자연이 함께 이루어낸 앙코르 

유적의 고유성이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유산으로서 식생의 가치 확대는 건축과 식생의 

‘공존(coexistence)’관계를 기반으로 한 보존 원칙 수립

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식생은 더 이상 건축물의 

보존을 위해 유지하거나 제거해야할 ‘선택적’ 대상이 아닌 

유적의 보존을 위한 ‘필수적’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셋째, 사원의 주변 환경을 포함하는 식생정비의 범위 

확대는 수목의 생육환경과 이용자 관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정비방향으로 변화하게 하였

다. 특히, 반테이 스레이 사원에서 주변 여건을 고려한 공

원화 계획과 타 프롬 사원에서 외부 요인에 의한 수목의 

피해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해 수립된 식생정

비 방안은 변화의 흐름을 보여준다.    

넷째, ODA 사업에 있어서 ICC-Angkor의 역할은 기

존에 수행된 사업의 사후 문제점 검토와 해결책 강구에서 

진행 중인 사업의 기술 자문과 감독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현지 사정에 알맞은 ODA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여

국과 ICC-Angkor 사이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협의 과정

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처럼 앙코르 유적에 있어서 선행된 ODA 사업의 

결과들은 후속 참여 국가들에게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ODA 사업관련 자

료들이 압사라청에 체계적으로 정리·보관되어 있지 않고, 

후속으로 참여하는 국가의 시간·예산·인력 부족의 문제

로 인해 선행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앙코르 유적에서 특히, 

식생정비와 관련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ODA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한정된 자료의 접근으로 인해 보다 다양한 내용을 

다루지 못한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른 사원들에서 

수행된 식생정비 사업의 추가적인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

해 향후 보완될 필요가 있다.

28 UNESCO, 2009, 『ICC-Angkor Report Technical Committee 18th』,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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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vegetation maintenance project that was conducted as a part of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ject for the historic site of Angkor, to analyze the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future policies and strategies.

First, the key words used in the vegetation maintenance project at the historic site of Angkor do not only 
refer to the concept of plants (and more specifically to ‘trees’) but also to the concept of heritage. In other words, 
the concept of heritage is not limited to architectural structures but is also intended to mean the vegetation and 
surroundings that form the historic site.

Second, the expansion of the value of vegetation has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principles 
of conservation based on the ‘coexistence’ between architectural structures and vegetation; here, vegetation has 
come to be recognized as an ‘essential’ element in the conservation of historic sites.

Third, the range of vegetation maintenance has expanded from each tree to the surroundings of the 
temples, and vegetation maintenance came to adopt ‘integrative’ and ‘active’ directions to improve not only the 
growth environment of the vegetation but also the viewing environment experienced by visitors. This change 
means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historic site maintenance project to comprehensively deal with the temples and 
their surrounding areas.

Fourth, for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the ODA project,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and Development of the Historic Site of Angkor (ICC-Angkor), under the 
inf luence of UNESCO, was expanded from an examination of the problems with the existing projects to 
a search for solutions to technical consultation and supervision. This implies that, in order to perform the 
ODA project in a way that is appropriate to the local conditions, it is important to reach gradual and phased 
agreements with ICC-Ang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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