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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최근 들어 모든 분야에서 중심 화두가 되어 왔으며, 문화유산 분야에서도 개념과 원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문화유산 분야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의 맥락에서 정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문화유산의 역할을 서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으로 가치 중심의 보존관리, 합리적 판단, 공동체의 참여 등의 보존·관리의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실제 

사례를 통해 그러한 역할과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제시한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맞추어 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 개념을 제시하고, 문화유

산을 자원으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의 대상에 문화유산이 중요한 자원중의 하나라는 관점에서 그 역할을 제

시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으로 가치중심의 보존관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문

화유산을 지속시키기 위한 보존과 관리 행위는 가치를 파악하고 가치를 유지하며 가치를 확산시키는 순환 과정이므로, 

이를 위한 모든 절차에 있어서 가치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두 번째 원칙으로 가치 중심의 보존관

리를 위한 행위 원칙으로 합리적 판단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화유산과 연관된 모든 행위는 그 행위가 문화유산의 가치

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의하여 실행되어야 하

므로, 그것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가치중심의 보존관리와 합리적 판단을 위한 필

수요소로 공동체의 참여를 세 번째 원칙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공적 대상인 문화유산에 대한 의사 결정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국민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공동체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 가치 중심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개선 사항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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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문화유산 분야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본격적

인 논의는 2000년대에 시작되었다. 2005년 「사회를 위한 

문화유산의 가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for society, 일명 파로협약)」은 개념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유산이 지니는 가치와 다양한 잠재력이 자

원으로서 잘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 지속가능

성은 최근 사회적·문화적·환경적·경제적 측면에서 그 중

요성이 급속히 부각되고 있으며, 문화유산 분야의 역할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 와 있다. 

문화유산 분야에서의 지속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 측

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문화유산 자체

의 지속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원칙과 방법이며, 둘

째는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

서 문화유산이 해야 할 역할이다. 이 두 사항은 서로 인과

관계 속에서 함께 검토되고 있다. 문화유산이 지닌 가치

가 지속되어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자원으

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담

론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시작 단계에 있으며, 

아직 정책에 반영하는 데에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빈곤과 기아, 기후

변화와 환경문제 등 지속가능성의 주요 분야에 비하여 문

화유산 분야에서는 아직 개념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

으며, 그 실행 원칙이나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문

화유산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의 정책과 

제도에 지속가능성의 실천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하

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국제적 연구 동향과 담론이 

일부 소개되었을 뿐2 우리의 행정 여건과 문화유산의 특

성에 맞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되지 

못하였다. 문화유산이 지닌 가치의 보존이 지속가능성의 

핵심이므로, 그에 맞추어 지속가능성을 실천할 수 있는 

원칙과 방법을 논의하고 우리의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문화유산의 

역할과 보존·관리의 원칙을 제시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그러한 역할과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살펴보

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2장에서는 브룬트란트 보

고서에서 제시한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맞추어3 문화유산

의 지속가능성 개념을 제시하고, 문화유산을 자원으로 인

식하는 관점에서 문화유산이 해야 할 역할을 모색할 것

이다. 3장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원칙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

다. 이 장에서는 가치 중심의 합리적 판단을 실행 원칙으

로 제안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국가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 공동체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개별 

단위의 지정문화재와 공간 단위인 고도 내에서의 의사 결

정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속가능성의 원

칙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정책 도입 현황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본 개념과 정책적 방향을 제

시한 문서는 1987년에 발간된 브룬트란트 위원회의 보고

서 『Our Common Future, The Brundtland Report』이다.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성을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요구를 

1 Council of Europe, 2005, Council of Europe Framework Convention on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for Society , Council of 

Europe, p.2.

2 류제헌, 2015, 「지속가능한 발전과 역사환경의 관계」 『문화재』 제49건 제3호, 국립문화재연구소, pp.210~233.

3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Our Common Future, The Brundtland Report ,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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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시키는 능력을 희생시키지 않고 현재의 요구를 충족

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하였다.4 그후 2015년 유엔총회에

서는 이전까지 진행되어온 ‘새천년 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를 대치하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이하 SDG)’를 

수립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2000년에 수립한 새천년 개발목표에서는 경제·사회·환경

만을 다루었으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서는 인간을 중

심에 두고 문화를 네 번째 중요한 요소로 포함하였다.5 

여기에서는 빈민국이든 개발을 이룬 국가이든 구분 

없이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목표 17개

를 제시하였다. 특히 문화적 다양성과 생물학적 다양성

이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보존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간의 관계 등 보다 인류의 사회와 환경에서 동시에 고려

해야 하는 요인들 간의 관계성 속에서 지속가능성을 논의

하였다. 그 주요 내용에는 기존의 새천년 개발목표에 포

함되었던 빈곤이나 기아의 종식 외에 복지 증대, 차별 근

절,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산

업화, 소비 및 생산 패턴 확립,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지

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자원의 보존과 사용, 육지 생

태계 등 생물다양성 및 산림의 관리, 지속가능 발전을 위

한 법적 제도 등이 추가되었다. 특히 인류의 생존뿐만 아

니라 모든 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자원(resource)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고,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보존, 그리

고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원을 

윤리적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1992년 리오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

엔 컨퍼런스에서 지속가능성을 다룬 이후 유네스코에서

는 문화 분야를 지속가능성의 중요한 중심축으로 규정

하고, 문화유산을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핵심 요소로 다루

고 있다. 세계유산제도에서는 지속가능성에서 중시하는 

환경과 개발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

화경관(Cultural Landscape)’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6 

또한 2011년에는 문화유산 영향평가(Heritage Impact 

Assessment)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세계유산 내 또는 

주변에 개발 행위가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7 이 평가는 최근 2~3년 사이에 세계

유산에 대한 보존·관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특정한 

개발 행위에 대한 의사 결정을 보다 체계적·과학적으로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8 그러나 여전히 문화유산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로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부

터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사회의 지

속가능한 개발에 저해 요인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9 

이러한 여건 속에서 문화유산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

서 중요한 자원으로 자리매김하여 문화유산의 보호와 지

속가능한 개발을 조화롭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이 

측면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브룬트란트 보고서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담론의 핵

심은 자원이다. 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는 원동력이 자

원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개발은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

고 활용하는지에 따라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기본 원

4 Ibid, p.41.

5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제적인 담론이 발전해온 과정은 다음 논문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Francesco Bandarin, 2015, ‘Suatainability in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The making of a policy framework’, Perceptions of sustainability in heritage studies, Berlin: De Gruyter, p.35~46.

6 https://whc.unesco.org/documents/publi_wh_papers_26_en.pdf.

7 ICOMOS, 2011, Guidance on Heritage Impact Assessments for Cultural World Heritage Properties, ICOMOS. 

https://www.icomos.org/world_heritage/HIA_20110201.pdf.

8 백제역사유적지구 공주 공산성 주변에 교량건설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최초로 문화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9 Jyoti Hosagrahar, 2015, ‘Urban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South Asia: a plea for a heritage-aware approach’, 

Perceptions of sustainability in heritage studies , De Gruyter,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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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자원에 대한 당대의 여러 활

동이 미래 세대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범위 내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속가능성의 대상이 자원이라면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의 대상은 가치이다. 문화유산의 지속가능

성은 가치를 잘 사용하고 활용할 때 실현할 수 있으므로, 

그 원칙은 가치 중심의 합리적인 판단에 있다. 이러한 사

항을 종합해보면 문화유산 분야에서의 지속가능성은 ‘미

래 세대가 문화유산의 가치를 향유하고 보존·활용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행위를 제한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가 문화유산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향유하며 후대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정의

해볼 수 있겠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문화유산의 역할은 최근 

문화유산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동결 보존보다는 변화에 

대한 관리에 보존·관리의 목표를 두는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화유산에 대한 개념이 시작된 초기 단계에서

는 문화유산을 재화 가치를 지닌 산물, 역사적 정보를 담

고 있는 물질적인 산물로 보았으나 제2차 세계대전을 전

후하여 유산의 의미로 발전하면서 문화유산은 상속을 통

해 세대 간에 전달되는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최근 들어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문화유산을 자원(resource)으로 인

식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과학·경제·학문·문화 등 

전 분야에서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켜주는 필수 요소로 보는 문화유산을 자원으로 인식하

는 순간 문화유산은 지속가능성이 대상으로 하는 자원 중

의 하나인 것이다. 그러므로 보존은 인류의 삶을 지속가

능하게 하는 필수적 행위로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이 사회적·경제적·교육적 측면에서 공동체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과 제도도 변화하고 있다.10

2005년 파로협약은 문화유산을 ‘과거로부터 상속받

은 자원의 집합체로서 지속적으로 진화하여온 가치·믿

음·지식·전통을 표현하고 반영하는 대상’이라고 정의하면

서 자원으로서의 개념을 적극 도입하였다.11 국가적 차원

에서 영국은 2008년 『역사환경에 대한 보존 원칙, 정책, 

지침(Conservation Principles, Policies and Guidance)』에 

문화유산을 자원으로 보는 관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보존·관리의 원칙으로 지속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12 

이러한 개념과 원칙은 보존·관리의 실행 지침에 그

대로 반영되고 있다. 그 한 예가 『건설적인 보존: 역사적 

장소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Constructive conservation: 

sustainable growth for historic places)』이다(사진 1).13 여

기에서는 개별 문화유산이 지닌 가치를 제대로 보존·관

리하여야 역사환경14의 중요성이 제대로 유지되며, 중요

성을 간직한 역사환경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된다

고 보고 그 실행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2018년에 발간된 『문화유산과 사

회(Heritage and Society)』라는 보고서에도 나타나 있다(사

진 2). 이는 영국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정부기관인 히스

토릭 잉글랜드(Historic England)에서 매년 발간되는 연례

보고서로서 문화유산이 사회 운영에 있어서 차지하는 위

치와 역할을 2018년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문

화유산이 단순히 역사적 실체를 담는 개별 요소가 아니라 

사회 내에서 공동체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

10 이수정, 2017, 문화재보존윤리, 그래픽코리아, p 41.

11 Ibid, p.2.

12 English Heritage, 2008, Conservation Principles, Policies and Guidance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Historic 

Environment , London: English Heritage, p.19. 여기에 명시된 보존·관리의 원칙은 3장에서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13 English Heritage, 2013, Constructive conservation: sustainable growth for historic places , London: English Heritage. 

14 여기에서 ‘역사환경(historic environment)’은 역사적인 흔적이 존재하는 물리적 공간이자 사회적 환경을 의미하는 매우 포괄적인 용어이다. 역사환경 내에

는 개별 문화유산이 존재하고, 그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들의 총합은 역사환경의 중요성을 구성한다. 이러한 개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화재 주변을 일컫

는 용어인 ‘역사문화환경’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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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형성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 국민의 대다수

가 역사환경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으며, 문화유산이 사회 

구성원의 건강과 복지에 중요한 자원이며, 장소에 대한 동

질감을 형성하고, 장소를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미치며, 

사람이 모이도록 하고, 교육과 배움에 있어서 공동체를 자

극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항 영국의 역사환경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향유한다.

제2항 공공의 구성원들은 역사적 환경을 깊이 중시한다.

제3항 역사환경은 우리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중요하다.

제4항 역사환경은 장소에 대한 강한 느낌을 만들어낸다. 

제5항   역사환경은 우리가 장소를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제6항 역사환경은 사람들을 모이게 만든다.

제7항 역사환경은 배우고 이해하는 데 자극을 준다.

문화유산을 자원으로 인식하는 관점은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일치하며, 국제 협약이나 국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맥

락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의 원칙이 설정되

고 판단 과정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장에

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의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원칙 

앞서 소개한 2008년 영국의 『역사환경에 대한 보존 

원칙, 정책, 지침(Conservation Principles, Policies and 

Guidance)』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제1

항에서는 역사환경을 공유해야 하는 자원으로 규정하고 

있다.15 자원으로서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

치를 지속(sustain)시키고(제4항), 변화에 대한 의사 결정

은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침의 가장 첫 부분에 명시된 다섯 가

지의 대원칙은 다음과 같다. 

제1항 역사환경은 공유해야 할 자원이다. 

사진 1   『Constructive Conservation: Sustainable 

growth for historic places (2013)』 표지. 

사진 2 『Heritage and Society (2018)』 표지.

15 English Heritage, 2008, Conservation Principles, Policies and Guidance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Historic 

Environment, London: English Heritage, p.19.



111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원칙과 적용

제2항 역사환경을 유지시키는 데 모두가 참여하여야 한다.

제3항 장소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제4항   변화에 대한 결정은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일관되어야 

한다.  

제5항 기록과 의사 결정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필수적이다.

제1항에서는 역사환경의 공적 속성을, 제2항에서는 

공동체의 참여를, 제3항에서는 역사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첫걸음은 그것이 지닌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라는 점을, 제4항에서는 역사환경의 중요성16에 일어나는 

변화를 관리하는 의사 결정에 있어서 판단 기준은 합리

성·투명성·일관성이라는 점을, 그리고 마지막 제5항에서

는 보존·관리는 정답이 없는 사회적 과정이므로, 반복적

인 학습에서 후대가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 서술한 영국의 원칙, 앞 장에서 제시한 지속가

능성의 개념, 그리고 앞 장에서 간략히 소개한 파로협약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의 실행 원칙과 요건을 설정하

는 첫걸음은 우선 문화유산을 자원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문화유산을 발전이나 

개발을 위한 단순한 도구나 수단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

는 것이다. 자원이라고 해서 문화유산이 경제적·문화적·

교육적 수단 또는 관광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속가능성은 지속하고자 하는 대상의 핵심 속성을 

적절히 보존하고 유지할 때, 지속을 위해 적절한 의사 결

정을 할 때, 사회가 지속가능성을 실현시키는 주체로서 역

할을 할 때 가능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지속가능

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원칙을 크게 세 가지로 본다. 첫

째, 자원으로서의 문화유산이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것이 지닌 가치를 보존·관리의 중

심에 두는 것이다. 둘째,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는 정답이 

없는 사회적 과정이므로 합리적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공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를 위

한 합리적 판단에 공동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1. 가치 중심의 보존·관리를 위한 지침 및 제도 마련

가치에 근거한 보존·관리는 문화유산과 관련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문화유산이 지닌 가치를 전제로 한다는 것

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각 과정에서 가치에 근거

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필

요하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마련

되어야 한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판단 및 서술, 문화유산과 관련한 모든 행위가 문화유산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과학적인 평가 방법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가치 중심의 보존·관

리는 실제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 속에서 이

루어지는데 그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다. 

첫 단계는 가치의 규명 단계로서 문화유산이 지닌 

내재적·파생적 가치를 규명하고 파악하는 단계이다. 앞

서 서술한 영국의 원칙에서도 중요한 역사적 장소의 변

화를 관리하는 첫 단계로 가치의 이해를 명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

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가치의 양적·질적 수준

에 따라 국가지정 또는 지방지정 등의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에서는 앞서 언급한 연구조사 역량과 가치 판단의 기

준, 그리고 지정 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 전문

성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가치를 관리하고 지속시키는 단계로 

유형문화재의 경우 보존·복원·수리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

한다. 이 단계에서는 앞서 규명한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손

상시키지 않고 잘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그러므로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하여 보존·복원·수리 등

의 가치 유지 행위가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화

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유지되도록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

16 여기에서 중요성(significance)은 가치의 총합을 의미한다. Ibid, p.21, 3.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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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위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고, 영

향평가를 할 수 있는 역량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 특히 현재 

보존을 위한 대부분의 정비나 수리공사는 국가기관이 아닌 

입찰에 의한 수리업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공적 행

위의 속성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중요하

고 규모가 크며,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의 경우 국고보조사

업의 형태가 아닌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등 공적 영역에 포

함시켜 공적 가치의 실현을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치를 확산하는 단계로 1단계에서 

파악된 가치와 2단계에서 유지된 가치를 공익을 위한 활

용이나 사용을 통해 확산시키고 널리 이해시키며 증대시

키거나 공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여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는 가치를 공공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다 많은 대

중이 누리고 혜택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 살펴본 가치의 이해, 가치

의 유지, 가치의 확산 등 세 단계는 순환적이고 반복적으

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국내의 경우 각 단계별 행위를 하기 위한 절차를 명시

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

다. 연구 및 조사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그에 대한 

재원 조달도 가능하다. 또한 수리나 보존 처리를 위한 객관

적인 의사 결정 제도나 수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전문가

가 참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깊이 있는 연구나 자문

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전문성과 객관성

에 입각한 지정과 수리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조사가 가능

한 국가나 민간기관 등 인적 역량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치에 근거한 보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첫 번째 원인은 각 

단계별로 판단에 있어서 가치가 중심에 놓여 있지 못한 

데 있다. 조사, 지정, 보존·정비, 활용 등의 행위에 있어서 

해당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는 판단 주체의 주

관적 선호도, 예산 여건, 정치적 요인 등이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연도의 예산 신청, 평가, 편성 지침은 매년 개선되고 있으

나 여전히 절차와 의사 결정 방식에 있어서 해당 문화재

의 가치와 보존 상태에 따른 판단 외에 다양한 요인들이 

개입될 여지가 존재한다.   

두 번째 원인은 이들 각 단계가 하나의 전체적인 과정

으로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별개로 운영되

기 때문이다. 1단계인 가치의 규명 단계에서 문화유산의 가

치를 파악하면 그 내용이 2단계와 3단계의 행위를 하는 데 

중요한 정보로 인식되어야 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하다. 현

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만 국보나 보물을 구분하여 지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재 별로 역사적·

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잣대와 

기준이 없다. 영국의 경우 문화유산의 종류별로 각 문화유

산의 특성과 역사적 발전 과정, 보존 상태나 잔존 수량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판단과 전문가에 의한 주관적인 판단

이 병행될 수 있는 지침을 국가기관이 제시하고 주기적으

로 개정하고 있다.17 또한 지정 단계에서 조사자와 전문가

가 준수해야 할 세부 지침도 제공한다. 현재 우리의 경우 지

정 단계에서 규명한 가치가 분명하지 않고 지정 이후에는 

지정 사유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2단계인 보수나 수리 

단계에서 보존·관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

기 때문에 가치에 따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

개의 경우 단순히 형태를 온전히 보존하는 데 판단 기준을 

두고 있다. 가치의 확산 단계에서도 문화유산의 어떠한 가

치를 널리 알려야 하는지는 가치의 이해 단계부터 고민되

어야 하는데 그러한 단계별 연속성이 단절되어 있다. 

17 https://historicengland.org.uk/listing/selection-criteria/                                                                            ,,,,,,,,,,,,,,,,,,,,,,,,,,,,,,,,,,,,,,,,,,,,,,,,,,,,,,,,,,,, 

영국에서는 지정을 위한 법체계에 맞게 건축물, 고고학적 유적, 난파선, 정원과 공원 등의 대분야로 나누고, 다시 각 분야를 소분야로 나누어 지정 기준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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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의미의 가치 중심의 보존이 이루어지려면 이

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단계

별 과정에서 판단을 위한 체계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현 제

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유산 종류별 

지정 기준, 보존·복원·정비 등 행위 유형·범위별 판단 기준

과 실행 지침, 가치에 입각한 활용 프로그램의 기획 지침 

등 가치 중심의 판단을 위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2. 합리적 판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 가치에 근거한 선택은 주관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으므로, 객관성과 합리성은 판단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

는 중요한 요건이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절차와 논리적

인 근거에 따른 의사 결정이 담보되어야 한다. 합리적 판

단은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특정 행위가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 그리고 

판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공동체 등 이해당

사자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합리적 판단의 가장 대표적인 절차는 

문화유산 영향평가이다. 이는 문화유산에 대한 물리적 

개입 또는 문화유산 주변의 개발 행위가 문화유산에 미치

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으로서 개발의 필요성과 문화유산

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간의 경중이나 상관관계를 검토하

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검토 절차와 기준이 있어야 하며,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객관적

인 판단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결국 판단 기준과 전문성

이 합리적 의사 결정의 핵심 요인인데 국내에서는 영향평

가제도와 평가요소는 잘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어떻게 적

용하여야 하는지 판단기준과 전문성에 대한 연구와 논의

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현재 국내의 영향 검토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타국에 

비하여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로 지정

문화재 또는 지정된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제도로서 흔히 현상변경허가제

도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특히 지정문화재 주변의 역사문

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영향 검토는 도시계획과 문화유산 

관련법이 분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할 때 합

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정문화재 또는 지정된 지역에서의 국내 영향 검토

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우선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한 유형문화재(동산 유물 제외)는 

문화재 자체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지정문화재 주변 500m 

반경 내에서 설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특정한 

행위를 할 때 영향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제도 운영

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고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

여 우선 각 문화재별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법에 

명시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권역별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허용 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만약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영향 검토 과

정을 거쳐 허가 또는 불허를 결정하게 되며, 허가를 받을 

경우에만 계획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특징은 문

화재의 유형별로 허용 기준을 판단하고 설정하는 공통 요

소와 특수 요소를 제시하고 있어서 해당 문화재의 성격과 

가치에 맞는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데 있다. 

다음으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

여 지정된 지정지구 내에서 하는 행위의 경우 역시 해당 

행위가 고도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한다.18 

그러나 아직 고도의 가치와 구성 요소가 매우 추상적이고 

단편적으로만 법에 명시되어 있고, 하위 규정이나 별도 지

침이 없어서 영향을 검토할 때 보아야 하는 요소가 무엇이

며, 판단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모호하다. 그로 

18 고도지정지구는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등 두 종류로 나누어 지정된다. 전자의 지구에서 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화

재청 산하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의, 그리고 후자의 지구에서 하는 행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영

향 검토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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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심의기구의 주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는 등 객

관성과 일관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가

치 중심의 판단에서와 마찬가지로 판단에 있어서 합리성

과 함께 객관성·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도를 구성

하는 구체적인 요소와 함께 고도 내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유산의 성격과 가치에 대한 판단 기준, 그에 따른 고도지

정지구의 설정 기준 등이 우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허가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실제 판단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문화재청, 지

방자치단체의 담당자,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등 직접적

으로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현 제도에 대한 이

해와 적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공동체의 역할 정립과 능동적 참여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활용의 주체가 공동체이

므로,  그러한 의사 결정 주체는 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

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국내에서는 아직도 

정부기관 또는 일부 전문가로 의사 결정의 주체가 한정되

어 있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또는 대중 전체로 그 

주체가 옮겨가고 있다. 문화유산 분야의 비정부기구나 민

간단체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역할이 커지는 것

은 의사 결정 주체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공적 가치를 보

존하고 공적 행위의 요건을 갖추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결국 문화유산으로 인한 수혜자

이자 의사 결정권자인 공동체가 적극 참여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가능한 한 많은 이해당사자가 동참할 때 가

능하다. 그러므로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들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 공동체에 대한 인식은 단편적이며, 

보는 이의 입장에 따라 그 성격을 이해하는 관점에 차이

가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

거나 규제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공동

체는 문화유산으로 인해 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는 이들을 민원을 유발하는 집단으로 인식하거나 금전적 

혜택 등 직접적인 방식으로 규제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공동체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문화유산이 

지닌 공적 가치가 사회 내에서 널리 인정받고, 공적 가치

를 위하여 사적 이득이나 사유재산권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리고 그러한 공적 가치를 존중하고 미래 세대에 지속가능

하도록 하려면 대중의 동참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문화유산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가치에 대

하여 이해하고, 그것을 공동의 노력으로 지켜나가고, 삶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자원으로 활용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우선 공동체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주체

로 인식하고, 그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 첫 단

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데, 공동체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원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유산으로 인해 규

제를 감수하는 공동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보상은 한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하기 보다는 지역사회나 

공익에 기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는 국가

가 제공하는 혜택이나 서비스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문화유

산을 자원으로서 사용하여 자신 또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발전이나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

그램 개발이나 방안 수립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체의 참여 의지와 역량에 맞게 의사 결정

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 경우 영국 등 주요 국가들처럼 지역 내 대규모 

개발 행위에 대하여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의무화하거나 개인에 의한 개발 행위에 대하여 지역공동

체나 개인이 건설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상 살펴본 세 가지의 원칙과 요건을 토대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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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는 현재 국내의 판단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제안해보고자 한다.       

Ⅳ.   사례를 통해 본 문화유산  
보존·관리 원칙의 적용

이 장에서는 크게 두 종류의 문화유산을 선택하여 

가치 중심의 합리적 판단에 있어서 검토해야 할 쟁점과 

기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하나는 개별 단위의 당해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대한 사례이며, 다른 하나는 공간 

단위의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행위에 대한 사례

이다. 두 사례 모두 당해 문화유산을 위한 보존이나 주변 

개발 행위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위가 문화유산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바

람직한 판단 기준과 검토 요건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

만 이 둘은 종류와 성격이 서로 다른 문화유산이므로, 해

당 문화재의 특수성이나 검토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지정

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영향 검토를 하고자 한다.

1. 개별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판단 

개별 문화유산으로서 최근 보존·관리와 관련한 의

사 결정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던 사례 중 하나는 전

남 해남 미황사 대웅전 내 벽화에 대한 보존 처리이다. 미

황사 대웅전은 보물 제947호로 지정된 건축문화재로서 

그 안에는 조선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벽화가 있

다. 소위 천불도로 불리는 이 벽화는 2016년 보존 처리를 

위하여 벽체로부터 분리되었다(사진 3). 

이 벽화의 보존·관리에 대하여 주로 비판을 받았던 것

은 분리 후 보존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지

적 때문인데19 본 논문에서는 그 내용보다는 분리 결정  당

시에 가치에 근거한 검토나 판단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즉 건축문화유산 내에 봉안

된 천불도의 분리 결정에 있어서 지정문화재의 가치에 미

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자 한다. 분리 결정에서 천불도 자체의 보존에 대한 사항만

을 고려하였으며, 건축물과의 연관성이나 일체성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가치 판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웅전 내부의 벽에 있는 천불도는 종이 위에 그린 

1,000개의 각기 다른 부처를 표현한 그림으로 대웅전의 

가치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물질적 요소이다. 천불도

는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어서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성불할 수 있다는 대승불교의 핵심적인 사상을 표현한 그

림이다. 그러므로 대승불교의 가장 보편적인 주 불전인 

대웅전 내부 벽면에 봉안된 천불도는 대웅전과 분리될 수 

없는 일체성을 이룬다. 또한 미황사 대웅전이 다른 대웅

19 한겨레신문, 2017.10.10, 「남도 땅끝 미황사 명물 천불도 왜 뜯었나, 졸속 수리 공방」,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813904.

html.

사진 3 미황사 대웅전과 내부 천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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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는 차별화된 종교적 의미와 가치를 가지도록 하는 중

요한 요소이다. 미황사 대웅전을 지정할 당시 천불도가 

지정 가치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는

지, 또는 천불도를 대웅전의 일체적 요소로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다

만 종이에 그린 천불도의 희소성이나 대승사상과의 연관

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대웅전과 깊은 연관관계를 지니

고 있으며, 그러한 일체성은 보존·관리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핵심 속성이다. 

대웅전에서 벽화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벽화의 보존 처리 후 재부착 여부에 관계없이 대웅전

의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벽화의 분리 행위로 인

하여 가치를 담아내는 원형의 중요한 요소인 원 위치와 본

래의 기술·재료 등에 변화가 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

치에 근거한 판단을 위해서는 대웅전에서 벽화를 분리하

는 것을 검토할 때 그 행위가 대웅전의 역사적·예술적·학술

적 가치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과

정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지정 당시에 규명한 

가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으며, 그러한 가치가 대웅전의 

어느 부분에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지, 가치를 구성하는 유·

무형적 요소가 무엇인지, 다른 지정건축물과는 어떠한 차

별성이 있으며 그것이 대웅전의 중요성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등 지정 가치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만

약 그 내용이 있었다면 그것은 분리가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을 검토하는 기준이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당대의 판단이 미래 세대가 미황사 대웅전의 가치를 

향유하고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므로, 미황사 대웅전

이 자원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문화유산 본래의 가치를 정

확히 파악하고, 보존 등 물리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가치

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며, 그 결과에 따

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정문화재에 대한 가치 중심의 영

향 검토 절차와 기준이 있어야 한다.20    

또한 판단 과정에서 단지 벽화에 대한 미술사나 보

존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당

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이 부족하였다. 특히 분

리와 보존 처리 후 벽화를 원래의 위치에 재부착하지 않

고 별도 보관하고 모사도를 제작하여 부착할 경우 문화유

산으로서의 진정성뿐만 아니라 예배 대상으로서의 종교

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와 관련한 다양한 공동체의 

의견과 합의가 필요하다. 

2.   공간 단위의 문화유산에서의 개발 행위에 대한 판단

최근 공주시와 행복도시건설청은 고도인 공주에 있

는 사적이자 세계유산인 공주 공산성 북쪽에 교량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고도이자 사적, 그리고 세계유산의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발 계획으로서 매우 다

각적 측면에서 영향 검토가 필요한 사례이다.21 

현재 공주의 강북 지역은 최근 들어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구도심 내 주거공간의 부족

을 해소하기 위한 주거 및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다. 

이에 비해 강남 지역은 각종 유산이 집중되어 있어서 관

광객의 유입이 많고, 대부분의 관공서와 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강북-강남 간에 교통량이 많은 편이다. 그러한 문

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세계유산이자 사적인 공주 공산성

에 연접하여 교량을 건설하고자 하는 계획이 지역의 숙원

사업으로 오랫동안 계획되어왔고 최근에 예산 편성이 이

루어졌다. 교량의 건설은 국가지정문화재(사적)인 공주 

공산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22

20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벽화보존을 위한 원칙을 제정하기로 하고, 그 초안을 마련 중에 있다.

21 이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문화재위원회(사적 분과)가 2018년 11월에 부결한 바 있다. 당시 4차선 교량 건설 계획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는 부정적으로 검

토하였고, 그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문화재청이 불허한 바 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행정정보 회의록 공개), 2018년도 제12차 사적 분과 회의록, p.277.

22 문화재보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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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공산성 주변의 교량 건설은 공간 단위의 문화

유산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행위로서 하나의 개발 행위로 

인해 국내외의 서로 다른 주체가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

고 판단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영

향 검토는 그러한 복합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다면적·다

층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법의 관점에서는 사적 주변의 역사문화환

경 보존지역에 미치는 영향 검토만 하면 되지만 공주 공

산성에 미치는 영향 검토는 크게 세 가지의 측면에서 이

루어져야 한다. 첫째,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한 사

적 제12호 공주 공산성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둘째,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 의

하여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로서 공주 공산성의 탁월

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셋째, 「고도보존 및 육성

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도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검토

이다. 공주 공산성은 단지 개별 문화유산으로서가 아닌 

공주라는 고도 공간 안에서 고도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

는 핵심적인 문화유산으로서 각 성격에 맞게 중복 지정되

어 있다(그림 1). 이들 각각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내용과 

근거가 되는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정 가치에 미치는 영

향 측면에서는 문화유산 유형별 검토 기준이 적용되는데, 

공주 공산성은 성곽에 해당하는 유적으로서 장소성·조망

성·일체성 등이 주요 검토사항이다. 여기에서는 성곽·산·

강 등 지형적 특성이나 성곽 내·외부의 조망, 그리고 성곽

과 일체성을 이루는 해자(금강)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행

위가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둘째,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일부로 공주 공

산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 등재 시 인정받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등재 당시 제출한 세계유산보존관리계획

에 명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게 된다. 이 계획에는 

공주 공산성이 북쪽으로 금강, 남쪽으로 구릉, 서쪽으로 

완만한 경사 등을 갖고 있다는 지형적 특성을 성곽의 경

관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로 보고, 이들에 대한 경관을 관

리하겠다는 계획이 명시되어 있다.23 그러므로 자연 해자

로서 금강이라는 자연 지형을 이용하여 조성한 공주 공산

성이 지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금강에 교량을 건설함

으로써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한다.  

셋째, 2014년에 수립되어 고도(古都) 공주를 보존·

육성하는 데 기초가 되는 계획인 공주 고도 보존 육성 기

본계획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고도 공주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 계획에는 공주의 금강 이남 지

역에 위치한 구도심 지역으로 통과하는 교통을 우회하도

록 하고 구도심의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여 대중교통을 

23 Republic of Korea, 2015, Nomination of Baekje Historic Areas for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Appendix 1]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lan, pp.108~109.

그림 1   공주 고도 역사문화환경 지정지구, 세계유산 지정지구, 사적 지정지구(도면).

그림 2   공주 고도 역사문화환경 지정지구, 세계유산 지정지구, 사적 지정지구(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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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도심의 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

다.24 그러므로 기본계획의 내용과 상반되는 행위가 고도

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이상 세 가지 차원에서 검토해보면 교량의 건설이 문

화유산인 고도 공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개발 

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막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러므로 해당 개발 행위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수할 

만큼의 개발에 대한 타당성이 특히 생존권이나 공익적 측

면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면

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개발 행위로 인해 

문화유산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을 수용할 만큼 교량 

건설의 필요성이나 효과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다면 교

량의 건설은 허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일 교량 건설의 

타당성이 문화유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보다 더 크고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교량 위치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

거나 교량의 디자인을 변경하는 등의 절충안을 수립하여 

개발 행위로 인해 문화유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토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보

장하는 합리적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한 검토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 수집과 다양한 이

해당사자와의 협의와 소통,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등 관

련 기관이나 관계 전문가 간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 조율 

등이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

께 교량 건설에 대한 타당성이 지역사회 내에서 단기적으

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주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구도

심 지역 내 인구 유입 가능성 등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교

량 건설이 실제 공주의 지역 개발에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를 위

한 교량 건설이 궁극적으로 자원으로서의 문화유산의 지

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것 말고도 더 크게 지역사회에 중장

기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

해야 할 것이다.

교량의 건설은 지역공동체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

되어 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25 문화유산이 지닌 가치로 인

한 혜택이나 효과, 그리고 개발 행위로 인한 편익 간의 객

관적인 영향 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와 같이 여러 형태로 중첩 지정된 공간 단위의 문

화유산의 경우 위의 사항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행

정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고도 내에 적용

되는 법은 앞서 언급한 세 개의 법이 있지만 법 간의 중복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교량 건설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에 의한 사적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미치는 영

향 검토만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자문은 문화재

위원회의 사적 분과에서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고

도의 가치 관점에서나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의지와 재량에 따

라 별도의 검토 과정을 거쳐야 영향 검토를 할 수 있게 된

다. 그러므로 이 경우 서로 다른 가치 판단의 관점에서 이

루어진 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가치들이 통합적으로 보

존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

되어야 한다. 즉 사적, 고도, 세계유산 등 다양한 관점에

서 지정 또는 등재된 문화유산의 경우 그에 미치는 영향

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구의 통합이나 절차 마

련 등 의사 결정의 일원화와 함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상 살펴본 가치 중심의 보존·관리 원칙을 준수하

여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내려면 국

24 공주시, 2014, 『공주 고도 보존 육성 기본계획』, 공주시.

25 공주 공산성 주변 교량건설이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문화유산영향평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독일의 Michael 

Kloos Planning & Heritage Consulting은 용역착수보고회에서 교량건설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간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강조하였다. 

(2019. 5.31. 공주공산성 주변 교량건설 문화유산영향평가 착수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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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건과 현황을 고려한 지역적 담론이 있어야 한다. 이

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향후 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의 정책과 행정절차가 지속 가능성의 요

건을 갖추고 가치 중심의 합리적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

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 정책, 행정절차에 있어서 국제적 원칙

과 지역의 여건 간에 어느 정도 간극이 존재하는지 검토

하고, 지역의 특수성이 무엇이며, 그러한 특수성은 현재

의 법과 행정절차에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지속적인 교육과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 문

화유산에 대한 모든 이해당사자, 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행정가, 문화유산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전문 인력, 

대중과 지역공동체 등이 문화유산에 대한 공적 가치와 각

각의 문화유산에 담겨 있는 다양한 가치들을 업무나 생

활, 교육 과정 등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

력과 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필요한 전

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 과정도 필요하

다. 지역의 여건에 맞는, 그리고 대상자별로 차별화된 교

육 과정이 마련되어야 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합

의된 지역 담론이 체계적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속적인 토론과 대화가 필요하다. 국내의 다

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대화와 소통뿐만 아니라 국제적으

로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국가 간에 공유하고 있는 지역

의 특수성을 공유하고 각 국가·지역별로 적절한 지역 담

론을 형성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문화유산 보존·관리·

활용에 정책적으로나 문화유산 현장에서 담아나갈 수 있

는 방법들을 함께 찾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Ⅴ. 마치는 말

지금까지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의 원칙과 적

용 사례를 살펴보았다. 문화유산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자원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

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고

에서는 문화유산 분야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지

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맥락에서 정의하였다. 즉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가 문화유산의 가치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문화유산의 가

치를 합리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으로 가치 중심의 보

존·관리, 합리적 판단, 공동체의 참여 등 세 가지를 제시

하였다. 가치는 문화유산의 핵심 요소로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보존·관리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문화유

산을 지속시키기 위한 보존과 관리 행위는 가치를 파악하

고 가치를 유지하며 가치를 확산시키는 순환 과정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이를 위한 모든 절차에 있어서 가치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문화유산과 연관된 모든 행위는 그 행위가 문

화유산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

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의

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그것을 담

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임을 제안하였

다. 이를 위해서는 공적 대상인 문화유산에 대한 의사 결

정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국민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공

동체의 참여를 주요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와 원칙을 토대로 앞으로 지속가

능한 발전에 대한 관계, 학계, 그리고 대중적인 관심과 이

해가 필요하며,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성의 

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고, 국내의 특수성과 여건에 

맞게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

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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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development in society has become the center of  focus in many fields such as industry, environment, 

health, culture, etc. Considering that the concept of  heritage involves understanding it as a ‘resource’ to improve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sustainability is an important goal that heritage policy has to achieve. Adopting the 

definition of  sustainability in the 1987 Brundtland Report, this paper defines the concept of  sustainability with 

respect to heritage, as well as their respective roles. Following that, three action principles are presented: value-based 

conservation, rational decision-making, and community involvement. Two cases demonstrating how the three 

principles should be practiced in managing change are then illustrated.

Considering that heritage can play its role as a resource once its significance is protected, this paper argues 

that value-based rational decision-making is of  paramount importance and the first principle. Conservation aims 

to manage change by practicing a cyclic process of  value identification, value sustaining, and value dissemination. 

Therefore, this paper argues that all processes should be connected in the context of  heritage values. A rational 

decision-making process practicing value-based conservation is then suggested. This paper argues that rational 

decision-making can only be practiced once values are identified by objective criteria and managed by rational 

judgment upon impact assessment. Community involvement, the third principle, is necessary to realize value-based 

conservation and rational decision-making. Recognizing that a community is a beneficiary of  heritage and a creator 

of  a beneficial process at the same time, it discusses the role of  community and the importance of  this role in 

policies for the sustainability of  heritage.

This paper concludes with a set of  recommendations to improve policies after examining the two decision-

making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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