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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일본 문화청은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개최까지 각 지역의 매력적인 유·무형 문화재를 종합적으

로 활용하고 스토리텔링적 요소를 가미하여 홍보하는 ‘일본유산 매력 발신 추진사업(日本遺産魅力発信推進事業, 이하 

‘일본유산 사업’)’을 도입했다. 이는 문화청에서 표방하고 있는 21세기 “문화재판의 쿨 재팬 전략(文化財版のクールジャ

パン戦略)”으로, 지역의 문화유산과 관광을 효과적으로 접목한 하의상달식 문화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2018년 12월 현재까지 4회에 걸쳐 총 67건의 일본유산 프로젝트가 공식 인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계에 소

개되어 연구된 사례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 같은 배경과 일본유산 사업에 관한 국내 학술적 연구 부족을 전제로 본고는 군마현(群馬県)의 세 가지 사례를 분

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11년 지역의 로컬리티 관점에서 출범한 ‘군마 실크유산(ぐんま絹遺産)’과 글로벌리티 관점에

서 2014년 6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도미오카 제사장과 실크산업 유산군(富岡製糸場と絹産業遺産群)’, 그리

고 글로컬리티 측면에서 이듬해 2015년 3월 최초의 일본유산 사업으로 인증된 “부인 천하 -군마의 실크 이야기-(かかあ

天下 -ぐんまの絹物語-)”의 스토리를 활용한 지역성과 세계성의 융합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각각의 유산 사업 간의 연계

성을 논고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사업의 실무 부서인 군마현 기획부 세계유산과와의 서면 질의 및 문헌조사를 통해 군마현의 제각

기 다른 일련의 문화유산 활용 사례는 결코 우연히 출범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상승작용을 지향하는 전략임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군마현의 사례가 명주실과 비단산업에 스토리를 가미한 유·무형의 콘텐츠로 나선형 시

너지 효과와 “인정의 연쇄”를 지향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종합하면 본 사례는 쿨 재팬 전략의 맥락에서 “문화재 보호라는 

현상 유지의 행정에서 더 나아가 성장성을 지닌 적극적인 문화행정으로서의 전환”을 모색하는 최근 문화유산 활용의 동

향을 제시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적·글로벌·글로컬 차원의 중층적인 유산 제도와 사업을 긴밀히 연결시키는 연쇄사

슬적 효과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국내 역사문화자원의 활용과 관련 정책 입안에 유의미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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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과거로부터 계승되어온 유·무형의 문화유산은 지

역의 고유한 정체성의 결정체로서 오늘날 다양한 문화산

업의 중심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50년 제

정된 문화재보호법의 제1조에 “문화재를 보존하고 그 활

용을 도모”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보존”과 더불어 “활용”

을 법률의 주요 목적으로 강조해왔다(文化財保護法第

二百十四号). 그러나 2000년대 중반까지는 국보, 중요문

화재,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등의 문화재를 일정한 규제 

하에 ‘점(点)’ 단위로 보존하여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이 중점적으로 전개되어온 측면이 강하다. 또한 각 지역

에서 독자적으로 지방산업과 특산품 등을 매개로 관광 육

성을 진흥하는 방책이 추진되었으나 일각에서는 기존 사

업이 주로 전시 등의 제한된 형태가 주를 이루어 법률에서 

규정된 활용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市川 2017: 99). 

그런 가운데 2015년 3월 일본 문화청(文化庁)은 기존

의 문화유산 활용 다각화와 관광 진흥의 일환으로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개최까지 연간 2,000만명의 관광객

을 유치한다는 구체적인 목표 하에 각지의 매력적인 유·무

형의 문화재군(群)을 종합적으로 정비·활용하고 스토리텔

링적 요소를 가미하여 널리 전파하는 ‘일본유산 매력 발신 

추진사업(日本遺産魅力発信推進事業, 이하 ‘일본유산 사

업’)’을 도입하였다.1 이는 문화청에서 표방하고 있는 이른바 

21세기 “문화재 차원의 쿨 재팬 전략(文化財版のクールジ

ャパン戦略)”2으로, 지역의 문화유산과 관광을 효과적으로 

접목한 하의상달식(bottom-up) 문화정책이라 할 수 있다.3

이어서 2016년에는 문화재를 주요 지역·관광 자원으

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청은 2020년까지의 구체적인 액션 

프로그램을 망라한 “문화재 활용·이해 촉진 전략 프로그

램 2020”을 공표하였다. 본 로드맵은 주요 과제로 세계유

산과 문화예술 활동 등 지역 문화자원의 일원화된 정비 및 

활용, 그리고 문화재 해설과 다언어 지원을 통한 국내외 

정보 전달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일본유산 사업의 브

랜드화 역시 지역의 역사적 매력이나 특색을 국내외에 전

략적으로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본 프로그램의 세부 항목

에 자리 잡고 있다.4

이처럼 2020년 도쿄 올림픽을 향한 지역 부흥의 기운

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유산 사업은 지역의 문화유산 활

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확산되는 중이다. 구체적

으로 일본 정부는 본 사업을 관광 분야와도 연계시켜 “문

화재를 주축으로 하는 관광 거점을 전국에 200개 정도 정

비”한다는 목표로 100건의 일본유산 사업 프로젝트에 박

차를 가하고 있다.5 그러한 과정에서 2015년 도입 이래 

2018년 12월 현재까지 4회에 걸쳐 전국에서 총 67건6의 본 

1 文化庁, 2015, 「日本遺産 (Japan Heritage）事業について」, p.5.

2 上掲資料, p.3. 원문인 “문화재판(文化財版)의 쿨 재팬 전략”이란 문화재 차원에서 전개되는 쿨 재팬(Cool Japan) 전략을 일컬으며, 본고에서는 “문화재 차원의 

쿨 재팬 전략”으로 바꾸어 표기하기로 한다. 

3 강성우(2016)는 “쿨 재팬”이라는 용어의 사용과 매력 국가 담론이 시작된 것은 2002년 <Foreign Policy> 잡지에 McGray가 「일본의 국민총매력(Japan’

s Gross National Cool)」이라는 제목의 글을 출판한 사실에서 비롯되었다고 언급했으며, 21세기 적극적인 대외 문화외교정책의 총아로 쿨 재팬을 피력하였

다(강성우, 2016, 「일본의 문화외교와 국가 브랜드 전략으로서의 쿨 재팬」 『동아시아문화연구』, pp.226~227). 

4 “문화재 활용·이해 촉진 전략 프로그램 2020”에는 일본유산의 브랜드화를 포함하여 문화재 보존 수리 견학회와 세계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활성화 등

을 거론하고 있다. 그 외에도 관광청과 제휴하여 방일 외국인 등의 의견을 토대로 한 지역의 문화재나 기타 관광자원을 조합한 루트 구축을 지원하고 국토교통

성 등 관계 부처와 제휴하여 문화재의 일원화된 정비·활용을 검토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文化庁, 2016, 「文化財活用·理解促進戦略プログラム 2020」, 

pp.1~2).

5 市川拓也, 2017, 「‘日本遺産’で地域活性化！~世界遺産とは異なる,秘めたる“可能性”~」 『大和総研調査季報』 2017年 夏季号（Vol.27）, p.99.

6 일본유산 사업은 2015년 도입과 동시에 18건이 인증된 후 2016년 19건, 2017년 17건, 2018년 13건이 선정되었다. 현재까지 인증된 67건의 내역은 文化庁 

홈페이지 http://www.bunka.go.jp/seisaku/bunkazai/nihon_isan/ichiran.html 참조(최종 확인일: 201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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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공식 인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계에서 

연구된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7 

이와 같은 배경과 일본유산 사업에 관한 국내 학술 

연구 부족을 전제로 본고는 67건의 프로젝트 중 군마현

(群馬県)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11년 지

역의 로컬리티(locality) 관점에서 출범한 ‘군마 실크유산

(ぐんま絹遺産)’8과 글로벌리티(globality) 관점에서 2014

년 전 세계적 가치를 지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도미오카 제사장과 실크산업 유산군(富岡製糸場と絹産

業遺産群)’,9 그리고 글로컬리티(glocality) 측면에서 이듬

해 2015년 일본유산 사업 가운데서도 최초로 공식 인증된 

“부인 천하 –군마의 실크 이야기-(かかあ天下 -ぐんまの絹

物語-)”의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지역성과 세계성의 융합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각 문화유산 제도 및 사업 간의 연계

성을 논고하였다. 이 중 본 논문에서는 국내 학계에서 논

의되지 않은 ‘군마 실크유산’ 사업과 일본유산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으로는 타당성 확보를 위해 ‘군마 실크유산’ 

실제 답사를 시행한 데 이어, 군마현의 일본유산 사업 도입 

배경을 고찰하고자 본 사업을 담당하는 현(県)의 실무 부

서인 군마현 기획부 세계유산과(群馬県企画部世界遺産課)

와 2018년 11월 다섯 차례에 걸쳐 서면상의 질의응답을 시

행하였다.10 더불어 지역 자료를 포함한 문헌을 조사하여 

목적과 특성이 상이한 세 가지 문화유산 제도가 지니는 연

계성과 의의를 검토하였다. 

무엇보다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문화재 차원

의 쿨 재팬 전략을 통해 ‘문화입국(文化立国)’을 표방하는 

일본의 사례는 장기적인 국가 로드맵 하에 명확한 방향성

을 지니고 개별 문화재 사업과 제도를 연계하여 추진한다

는 점에서 국내 문화재 제반 정책 및 사업에 유의미한 통찰

을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지역의 문화·전통을 스토리

로 표현하여 관광 및 문화자원으로 활용한 사례는 스토리

텔링을 통해 문화유산과 관광을 지속적으로 접목해온 우

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Ⅱ. ‘군마 실크유산’의 활용 양상 

1. ‘  군마 실크유산’ :  

로컬리티에 기반한 지역의 유산 활용 

도쿄에서 약 100㎞ 거리의 북서부 내륙지방에 위치

한 군마현은 예로부터 비단산업이 활발히 이루어진 지역

으로, 국제적인 온천명소 쿠사츠 온천(草津温泉)와 이카

호 온천(伊香保温泉) 등의 소재지이기도 하다. 한편 비단

은 역사적으로 약 5천 년 전 중국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정

되는데, 실크로드와 한반도를 거쳐 기원전 일본 열도에 유

입되어 양잠이 이루어졌다고 전해진다. 군마의 옛 지명인 

죠슈(上州)에서 와도(和銅, 708~715년)시대에 이미 고대 

일본 견직물인 아시기누(絁)상의 기록이 발견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森 2011: 171).

견직물을 다방면으로 활용하는 잠사업(蠶絲業)11은 

7 한편 일본에서는 일본유산 사업이 제정된 해에 당시 문화청 장관이었던 青柳正規(2015）의 『文化立国論: 日本のソフトパワーの底力』을 비롯하여 雪村(2016)

의 「世界遺産登録運動と文化資産の認定制度の創設 ―‘認定の連鎖’をめぐって―」 등 다수의 문헌 및 학술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8 2011년 도입된 군마 실크유산 역시 국내에서는 아직 소개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大島登志彦·原田喬(2014)의 「近年の日本国内の蚕糸業の動向と製糸工場の

現状」 『高崎経済大学論集』 등이 있다.

9 학술지 등재 기준으로 관련 국내 연구는 박삼헌(2018)의 「일본의 근대화 산업유산과 도시재생 -도미오카 제사장과 실크산업 유산군을 중심으로-」가 유일하며, 

본 논문은 근대화유산 및 세계유산, 그리고 마을 만들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도미오카 제사장과 실크산업 유산군’의 상세한 역사적 배경은 본 문헌 참조.

10 질의응답은 2018년 11월 19~22일에 이메일로 진행하였으며, 군마현 기획부 세계유산과의 활용 추진 담당직원의 사전 동의와 협력을 얻어 본 논문에 반영하

였음을 밝혀둔다.

11 잠사업은 일반적으로 누에를 기르는 양잠(養蠶)과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는 제사(製絲), 누에의 뽕나무를 기르는 상묘, 그리고 누에의 씨를 생산하는 잠종(蠶種)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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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에도(江戸)시대부터 발전 기반을 갖춘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에도 중기 이후의 비단 수요 증대는 견직물 산

업 발전으로 이어져 군마는 기류(桐生), 이세사키(伊勢

崎), 다카사키(高崎)의 주요 생산지가 되었다. 이러한 견

직물 산업의 진흥은 제사와 양잠 간의 분업화를 촉진시

켰고(高木 2016), 1858년 미일수호통상조약으로 인해 이

듬해 요코하마(横浜) 개항 이후에는 제사와 양잠의 분업

화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 가운데 요코하마 생사

(生絲) 무역의 주역으로 등장한 죠슈의 상인들 중 네덜란

드의 문물을 배우고 전파하는 난학자(蘭学者)였던 나카

이야 쥬우베(中居屋重兵衛) 및 가베야스 자에이몬(加部

安左衛門) 등이 자신들의 고향인 죠슈의 잠사업에 주력

한 사실은 근대 군마현의 관련 산업을 발전시킨 배경으

로 평가된다.12 

오늘날 군마현에서는 이처럼 비단의 유구한 역사가 

깃든 관련 문화재를 지역의 보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

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13 대표 사례인 ‘군마 실크

유산’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진흥 및 지역 활

성화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현의 ‘군마 실크유산 네

트워크 활용 실행위원회(ぐんま絹遺産ネットワーク活用

実行委員会)’가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군마현에 소재한 

양잠 및 제사, 직물과 관련된 건축물 등을 비롯하여 민속 

제례 자료 등의 전시시설, 가동 중인 생산 및 유통시설 등

에서 현 지사(県知事)가 인정한 것으로 정의되며 제사 공

장, 직물 공장, 창고, 풍혈(風穴), 기념물, 특징적인 양잠 농

가와 실크 관련 자료관, 박물관, 연구시설, 실험실습장 등

이 포함된다.14 이러한 기준 하에 2011년 출범 이후 매년 1

회씩 총 7회에 걸쳐 2018년 12월 기준으로 97건이 등록되

어 있다.15 그 가운데 필자가 2015년 6월 군마 지역 답사 시 

방문한 국가 중요 문화재이자 군마 실크유산의 ‘우스이 고

개 철도시설(碓氷峠鉄道施設)’16 중 제3교량(第三橋梁)의 

모습을 <사진 1>과 같이 제시한다.

군마현의 근대유산 연구에 참여한 도쿄대학(東京大

学)의 스즈키(鈴木) 교수는 “매혹의 세계유산”의 테마를 

집중 조명한 2017년 신년호 특집 『일본역사(日本歴史)』에

서 ‘군마 실크유산’ 사업이 해당 지역의 도미오카 제사장

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

다.17 즉 ‘도미오카 제사장과 실크산업 유산군’이 2007년 세

계유산 잠정목록에 포함된 이후 군마현에서 등재 추진 활

동이 탄력을 받은 상황에서 다수의 구성요소 중 후보 대상

을 축소해야 하는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는 논지이다. 스

즈키는 그 과정에서 도입된 ‘군마 실크유산’이 “관광 진흥

12 高木賢, 2016, 「日本蚕糸業と群馬」 『富岡製糸場と群馬の蚕糸業』, 高崎経済大学地域科学研究所(編), 日本経済評論社, p.9.

13 군마현 기획부 세계유산과(群馬県企画部世界遺産課), 2017, 『ぐんま絹遺産ガイドブック”』, p.2. 

14 ぐんま絹遺産,‘ぐんま絹遺産の登録について’http://worldheritage.pref.gunma.jp/kinuisan/registinfo.php(최종 확인일: 2018.11.23).

15 필자의 질문에 대한 군마현 기획부 세계유산과의 답변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다(群馬県企画部世界遺産課, 2018.11.22, ‘日本遺産「かかあ天下－ぐんまの絹物

語－」のご質問に対する回答について’, p.1).

16 1994년 국가 중요 문화재로 지정된 본 유산은 1893년 요코가와-가루이자와 간에 우스이선이 개통된 후 당시 주요 수출품이었던 생사나 고치를 운반하는 데 사

용되었다. 우스이 고개 철도시설에는 아치교와 터널, 구 마루야마 변전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군마현 기획부 세계유산과, 2017, 앞의 자료, p.13). 

17 鈴木淳, 2017, 「富岡製糸場と絹産業遺産群」 『日本歴史』 第824号, 吉川弘文館, p.89.

사진 1   ‘군마 실크유산’으로 인증된 우스이 고개 철도시설 (출처: 2015년 6월 

필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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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서 시정촌(市町村)18의 추천을 토

대로 현(県)이 전문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해설과 보급, 

홍보 등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분석했다(鈴木 2017: 89).

필자가 ‘군마 실크유산’ 사업으로 인증된 97건을 검

토한 결과 ‘도미오카 제사장과 실크산업 유산군’의 네 가

지 구성요소인 도미오카 제사 공장을 비롯하여 근대식 양

잠기술을 개발한 다지마 야헤이(田島弥平) 옛집과 양잠 

교육기관 다카야마사 터(高山社跡), 누에알 보존 장소였

던 아라후네 풍혈(荒船風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확

인했다.19 그리고 차후 분석할 일본유산 사업의 13개 구성

요소 역시 ‘군마 실크유산’의 범주에 속하는 사실을 발견

할 수 있었다.

한편 지역에 산재해 있는 97건의 ‘군마 실크유산’을 

홈페이지상의 ‘모델 루트 작성 기능’을 통해 방문자가 직

접 탐방로를 계획하도록 유도하거나 ‘비단 순례(きぬめぐ

り)’라는 공식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하여 프로

그램을 다운로드한 후 특정 실크유산 방문 시 주어진 미

션을 달성하면 경품에 당첨된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있

다. 무엇보다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곳곳에는 “세계

유산과 일본유산이 모두 포함된 ‘군마 실크유산’을 순회하

며 즐거움을 만끽하는” 프로그램20으로 설명되어 있어 방

문자들에게 군마 지역의 실크유산이 세계유산과 일본유

산 사업을 내포함을 자연스레 상기시켜 홍보 효과를 노린 

것으로 짐작된다. 

동시에 본 사업이 2018년 12월 기준으로 어플리케이

션만이 영어 안내를 병행하고 있는 점 외에도 사업 내용 

및 현지에 관한 모든 정보는 일본어로만 소개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군마 실크유산’은 글로벌리티

를 지향하거나 상의하달식 정책이라기보다는 군마현의 

내적(endogenous)인 문화유산 홍보 사업으로, 지역의 고

유성을 강조한 향토적 역사문화자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는 점에서 로컬리티 관점의 유산 활용 사례라 하겠다. 

이처럼 지역적 색채가 강한 ‘군마 실크유산’ 사업

이 2014년 등재된 세계유산과 2015년 출범한 국가 차원

의 일본유산 사업의 구성요소를 망라한다는 사실은 무엇

을 함의할까? 결론부터 언급하자면 2007년 잠정목록 포

함 이후 도미오카 관련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한

창이던 2010년대 초, 지역의 실크 관련 유산을 군마현

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자원으로 목록화 및 데이터베이스

(database)화하여 각지에 점재한 지역 유산을 장기적 관

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여러 층위의 유산 제도 

간의 상생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할 수 있다. 이는 

일본 내 각 지역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활동이 “문화유산

을 인증하는 새로운 제도의 창설로 이어졌다”고 주장한 

유키무라(雪村)의 견해와도 일맥상통한다.21 유키무라는 

이를 기존 문화재 제도 및 법률이 다음 단계의 정책을 촉

진하는 마중물로 작용한다는 의미에서 ‘인정의 연쇄(認定

の連鎖)’22라고 일컬었으며, 이어서 이 같은 논고의 연장

선상에서 군마 실크유산, 세계유산 및 일본유산 사업과의 

연속성에 관해 상술하기로 한다. 

2.   세계유산 ‘도미오카 제사장과 실크산업 유산군’ :  

국제협약의 부동산 보존 

‘도미오카 제사장과 실크산업 유산군’은 1972년 

11월 체결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18 일본 지방자치제도의 기초자치단체인 시(市), 정(町), 촌(村)을 통합한 지칭이며, 상위 개념인 도도부현(都道府県)은 광역자치단체인 도(都), 도(道), 부(府), 현(県)

을 일컫는다.

19 ぐんま絹遺産 http://worldheritage.pref.gunma.jp/kinuisan/(최종 확인일: 2018.11.23).

20 ぐんま絹遺産, ‘きぬめぐり ―絹の国ぐんまナビ―’ http://worldheritage.pref.gunma.jp/kinuisan/app-ja.html(최종 확인일: 2018.11.24).

21 雪村まゆみ, 2016, 「世界遺産登録運動と文化資産の認定制度の創設 ―‘認定の連鎖’をめぐって―」 『関西大学社会学部紀要』 48(1), p.107.

22 上揭論文, pp.107~109. 본 용어를 주장한 雪村는 ‘연쇄(連鎖)’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보다 우리말 표현에 가까운 ‘연속’ 및 ‘연계’ 등으로 바꾸

어 표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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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의 운용 과정과 최신 동향에 관해서는 이정선, 2018, 「일본의 오키노시마 유산군 사례로 본 세계유산 등재의 쟁점 및 시사점」 『문화재』 

51(3), pp.54~71 참조.

24 다지마 야헤이 옛집은 1863년에 완성된 근대 양잠농가의 원형으로, 다지마 야헤이가 질 좋은 누에씨를 생산하기 위한 양잠법을 연구하여 통풍을 중시한 ‘세이

료이쿠(淸凉育)’를 대성한 곳이다. 1884년에 설립된 다카야마사 터는 다카야마 조고로(高山長五郎)에 의해 일본 근대 양잠법의 표준인 ‘세이온이쿠(靑溫育)’가 

확립된 양잠 교육기관이다. 그리고 아라후네 풍혈은 자연 냉기를 이용한 일본 최대 규모의 누에씨 저장시설이다(군마현 기획부 세계유산과, 2015, 「도미오카 제

사장과 실크산업 유산군」(한국어판 팸플릿), pp.7~15). 

25 UNESCO, 2017,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WHC.17/01), World Heritage 

Centre, pp.18~19.

26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 http://heritage.unesco.or.kr/whs(최종 확인일: 2018.12.27).

27 군마현 기획부 세계유산과, 2015, 앞의 자료, p.7.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이하 세계유산협약)’에 의

해 2014년 6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23 본 유산은 

1872년 군마현에 건립된 양잠 및 제사 공장 단지로, 일본

과 다른 국가들 간의 산업기술 상호 교류를 보여준다. 메

이지(明治) 초 일본 정부가 프랑스에서 기계장비를 직접 

수입하여 세운 이 공장은 생사 제조와 관련된 여러 단계

를 증명하는 네 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24 

세계유산협약에서 명시하는 세계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그리고 복합유산으로 분류되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이하 OUV)’를 지닌 부

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25 또한 진정성(authenticity)

과 완전성(integrity), 그리고 법적인 보존관리 정책이 수

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계유산은 열 가지 등재 기준 중 

하나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는데, 문화유산의 경우는 기준 

(i)에서 (vi)까지, 그리고 자연유산은 (vii)에서 (x)까지 해

당된다. 본 유산은 상기 등재 기준 중 (ii)와 (iv)를 충족시

키며 등재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ii) 도미오카 공장은 프랑스 양잠 산업 기술이 초창기에 완전히 성

공적으로 일본에 전파되었던 점을 조명한다. 이러한 기술 이전은 

도미오카 지역의 유서 깊은 양잠업 전통을 배경으로 진행되었으

며, 그 결과 이 지역 양잠 산업은 완전히 새롭게 쇄신되었다. 이후 

도미오카는 첨단 기술의 중심지가 되어 20세기 초 세계 생사 시장

에서 일본의 역할을 기억할 만한 모범 사례가 되었으며, 양잠업이 

공유된 국제적인 문화가 되도록 하는 데 초기 전조가 된 증거이다. 

(iv) 본 유산군은 생사의 대량 생산을 위해 건축된 통합된 산업단

지의 탁월한 사례이다. 초기 설계 때부터의 공장 규모와 최고 서

구 기술의 의도된 채택은 일본과 극동아시아 지역으로 산업기술

이 확산되었던 결정적인 시기를 조명한다. 19세기에 건축된 거대

한 규모의 공장 건물은 외래의 요소와 지역의 요소가 결합된, 일

본에서만 발견되는 산업 건축 양식의 출현을 보여주는 뛰어난 사

례이다.26 

등재 기준 (ii) 및 (iv)에 부합하는 ‘도미오카 제사장

과 실크산업 유산군’의 세계유산적 가치는 고품질의 생사

를 대량으로 생산한 기술 혁신과, 세계와 일본 사이의 산

업기술의 상호 교류를 나타낸다는 점이다.27 본 유산의 네 

가지 구성요소는 상기의 기준 (ii) 및 (iv)를 나타내는 물증

(physical evidence)이며 각 자산은 서로 연계되어 기술 

혁신의 장으로 기능했다.

본 유산군의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면 메이지 초기 

개항 후 수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생사의 품질 향상

과 증산을 위해 정부가 도미오카 제사장을 관영(官營) 공

장으로 설립한 사실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사장에는 증

기기관이나 프랑스식 조사(繰絲) 기계 등 서구 기술이 도

입되었고 다시 일본 전국으로 기계 제사기술이 전해졌

다. 이 같은 기술 보급과 확대로 일본은 1909년 생사 수출

량이 세계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1930년대에는 생사 무역 

시장의 80%를 점유하기도 했다(熊倉 2017: 115). 도미오

카 제사장은 민영화 후에도 제사기술 개발의 선두에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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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업과 연계된 누에 우량 품종 개발과 보급을 주도해왔으

나, 1987년 생사의 세계적인 가격경쟁 영향으로 115년에 

걸친 조업을 정지하게 되었다.28 <사진 2>는 본 유산의 

중심지인 도미오카 제사장의 전경이다. 

한편 세계유산에 등재되기 이전에도 일찍이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도미오카 제사장을 주요 문화유산으로 인

식하고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태동했다. 박삼헌(2016)이 

주목하듯이 도미오카시가 주최한 1972년의 ‘일본근대산

업발상 100년제’는 도미오카 제사장을 근대화유산으로 

규정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29 1968년 ‘국민적’ 행사

로 기획했던 ‘메이지 백년 기념제’의 연장선상에 군마현의 

도미오카 제사장을 규정하려는 시도는 일본 정부가 자국

의 근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역의 유산을 동

원한 전략으로 파악할 수 있다.30 

또한 도미오카시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활동은 1995

년부터 2007년까지 재임한 이마이 세이지로(今井清二郎) 

도미오카시 시장(市長)의 노력이 획기적인 발자취를 남

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山崎 2009: 147). 그러한 가운

데 2003년에 고데라 히로유키(小寺弘之) 군마현 지사(知

事)가 도미오카 제사장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프로젝트’를 공표했다.31 이에 따라 다음해인 

2004년 12월에는 현 지사와 시장, 실제 소유주였던 가타

쿠라(片倉)공업 사장의 3자 합의가 이루어져 본 제사장이 

도미오카시에 기증되었다.

그 후 문화청은 2006년과 2007년에 전국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세계문화유산 추가 제안 후보를 공모했다(西

村 2008: 36; 雪村 2016: 97). 2006년에 전국에서 접수된 

대상은 24건에 달했으며, 그 중 본 유산은 군마현의 누마

타시(沼田市), 후지오카시(藤岡市), 도미오카시, 안나카

시(安中市), 시모니타마치(下仁田町), 간라마치(甘楽町), 

나카노조마치(中之条町), 그리고 구니무라(六合村)에 이

르는 여덟 개 시정촌의 공동 제안 하에 ‘도미오카 제사장

과 실크산업 유산군 - 일본 산업혁명의 원점(富岡製糸場

と絹産業遺産群 - 日本産業革命の原点)’이라는 명칭으로 

물망에 올랐다. 당시 본 유산의 구성요소는 총 10건으로, 

구체적으로 양잠 관련은 우스네 큰 뽕나무(薄根の大ク

ワ), 아라후네 풍혈, 도치쿠보(栃窪) 풍혈, 다카야마사 터, 

도미자와가 주택(富沢家住宅), 아카이와(赤岩) 지구 양잠 

농가군으로 6곳, 제사 관련 구성요소는 도미오카 제사장, 

옛 간라샤(甘楽社) 오바타구미(小幡組) 창고로 2곳, 그리

고 유통 관련 요소는 우스이 고개 철도시설과 옛 우에노

(上野) 철도 관련 시설 2곳으로 구성되어 있었다.32 이에 

대해 세계유산과 문화재를 연구해온 교토고우카여자대

학(京都光華女子大学)의 사다키(佐滝) 교수는 당시 군마

현 내 여러 지역의 문화재가 추천 후보에 포함되는 과정

에서 시민들의 세계유산 등재 의식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강조한 바 있다.33 

28 위의 자료, p.8. 

29 박삼헌, 2018, 「일본의 근대화 산업유산과 도시재생 -도미오카 제사장과 실크산업 유산군을 중심으로-」 『日語日文學研究』 106(2), pp.180~182.

30 위의 논문, p.182.

31 山崎益吉, 2009, 「市民の支援と産業遺産の関わり」 『群馬·産業遺産の諸相』, 高崎経済大学付属産業研究所(編), 日本経済評論社, pp.149~154.

32 박삼헌, 2018, 앞의 논문, p.179.

33 佐滝剛弘, 2009, 『「世界遺産」の真実-過剰な期待,大いなる誤解』, 祥伝社新書, pp.239~244.

사진 2   도미오카 제사장(출처: 世界遺産富岡製糸場 http://www.tomioka-silk.

jp/tomioka-silk-m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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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文化審議会 文化財分科会, 2011, 「世界文化遺産特別委員会 (第22回) 世界遺産暫定一覧表記載資産準備状況報告書」 資料 7-3, pp.1~3. 

35 朝日新聞, 2014.4.27, 「富岡製糸場 世界遺産へ 4資産に 厳選 奏功」.

36 마츠우라 도시타카(松浦利隆)는 2004년 4월 군마현 정책과 세계유산추진실 발족과 동시에 ‘도미오카 제사장과 실크산업 유산군’ 등재 업무를 전담한 네 명 중 한 명이다. 

37 松浦利隆, 2016, 「富岡製糸場と絹産業遺産群-世界遺産登録までの道のり」 『富岡製糸場と群馬の蚕糸業』, 高崎経済大学地域科学研究所(編), 日本経済評論社, 

pp.255~271; 文化庁, 2012, 「文化審議会世界文化遺産·無形文化遺産部会世界文化遺産特別委員会配布資料 世界遺産暫定一覧表記載資産準備状況報告書」 참조.

38 Japan, 2013, Tomioka Silk Mill and Related Sites Nomination Dossier, Agency for Cultural Affairs, Japan, pp.141~161, Appendix 5.

문화청이 2007년 1월 ‘도미오카 제사장과 실크산업 

유산군’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한 시점에는 10건의 

구성요소였으나, 추진 과정에서 물증이 비교적 명확히 남

아 있는 부동산을 우선순위로 고려하는 세계유산협약의 

특성상 초반의 구성요소는 대폭 수정되었다. 그리하여 

유사한 요소를 통합하는 작업 이외에도 문화재 지정이 곤

란하거나 산업유산으로 범주화하기 어려운 대상 등을 제

외하는 등 구성요소의 재정비가 이루어졌다.34

이어서 2011년 10월 군마현과 문화청이 주최한 제3

회 국제전문가회의의 결론을 근거로 구성요소의 범위는 

더욱 좁혀지게 되었다. 그 기준은 요소 간 밀접한 관련성

의 입증 여부로, 사료 면에서 도미오카 제사장과의 연관

성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진 1>의 ‘우스이 고개 철도시

설’ 등을 제외하여 최종 구성요소는 현재의 4건으로 축소

되기에 이르렀다.35 그 결과 배제된 도미자와가 주택 등은 

이어서 상술할 일본유산 사업 1호인 군마현의 “부인 천하 

–군마의 실크 이야기-”의 구성요소로 활용되었다. 또한 

본 유산의 등재 추진에 기여한 군마현립여자대학(群馬県

立女子大学) 군마학센터의 마츠우라(松浦) 교수36가 피력

한 ‘생사(生絲)는 생산과 소비 모두 여성이 주인공인 실’이

라는 주장 역시 이듬해 일본유산 사업 스토리의 주요 모

티브를 제공하는 전기가 되었다(熊倉 2017: 116). 

중요한 점은 2007년 추천 시점의 ‘도미오카 제사장

과 실크산업 유산군 - 일본 산업혁명의 원점’이라는 명

칭에서 알 수 있듯이 처음에는 일본의 근대화에 대한 국

가적 차원의 공헌에 주안점이 놓여 있었지만, 연구를 진

행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차원에서 실크산업이 갖는 역

사적 맥락의 가치와 의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

다는 사실이다.37 군마현은 본 유산군이 지역이나 일본

에 국한되지 않는 “전 세계적 가치”를 지녔음을 인정받

기 위해 15차례에 걸쳐 현(県) 차원에서 세계유산 학술

위원회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러한 결과는 문

화청이 제출한 등재 신청서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필자

가 검토한 결과 2011년 기준의 세계유산목록과 잠정목록

의 실크 및 명주실 관련 유산을 비롯하여 산업유산보전국

제위원회(TICCIH,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n the 

Conservation of the Industrial Heritage)에서 규정한 실크 

및 명주실 관련 유산, 1860년대 후반부터 19세기 말까지

의 중국 제사공장(filatures) 등 폭넓은 비교 연구를 진행

한 사실을 확인했다.38 이를 토대로 2013년 1월 31일 정식 

등재신청서가 세계유산센터에 제출되어 이듬해인 2014

년 6월 본 유산은 제38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

으로 등재되었다. 다음 <표 1>은 2000년대 이후 도미오

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본격적인 세계유산 등재 

추진 활동을 정리한 내역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미오카 제사장과 실크산업 유산

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전담한 마츠우라가 거듭 주장하듯

이, 도미오카 제사장은 “일본 산업 근대화유산의 원점”이

자 “초·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도 줄곧 등장하여 일본 

국민이라면 모를 리 없는” 자국의 대표적인 문화재임을 

알 수 있다(松浦 2016: 256). 특히 본 유산군이 “비서구권

에서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한 국가라는 프로파간다가 

투영된 최초의 근대화유산”이라는 점 역시 주목을 요한

다고 하겠다(박삼헌 2016: 190). 이러한 맥락에서 본 유산

은 Schmtuz and Elliott(2017)가 부르디외(Bourdieu)의 개

념을 차용하여 “세계유산은 국가의 상징적 기반을 존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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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성화(聖化)”에 비유한 사실을 연상시킨다.40 즉 일본

이 근대 국가 기틀을 마련하는 역사를 조명하는 과정에서 

‘메이지 백년 기념제’와 ‘일본근대산업발상 100년제’에 도

미오카 제사장을 “일본 산업 근대화유산의 원점”으로 견

인해온 사실에 이어 부르디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를 다

시 글로벌 관점에서 세계적 가치를 지닌 인류 공통의 보

물로 탄생시킨 상징적 “헌신(consecration)”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도미오카 제사장과 실크산업 유산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

연월 관련 주체 추진 사항

2003년 8월 군마현 ‘도미오카 제사장을 세계유산으로 하는 연구 프로젝트’ 시작

2004년 4월 군마현 현(県) 정책과 내부에 세계유산추진실 발족

2004년 8월 시민 봉사단체 ‘도미오카 제사장 세계유산 전도사협회’ 출범 

2004년 11월 군마현 ‘도미오카 제사장 세계유산 등재추진위원회’ 설치 

2005년 4월 도미오카시 ‘도미오카 제사장과’ 설치 

2005년 7월 국가 (문화청) ‘옛 도미오카 제사장’ 국가 사적(史蹟)으로 지정 

2006년 1월 도미오카시 가타쿠라공업(片倉工業)주식회사와 공유지화 계약 체결 → 11월 공유지화 완료

2006년 7월 국가 제사장의 메이지 초기 건조물 등을 국가 중요 문화재로 지정

2006년 11월 군마현·시정촌 ‘도미오카 제사장과 실크산업 유산군’ 제안서를 문화청에 제출 

2007년 1월 국가 문화청이 본 유산군을 세계유산 국내 후보로 선정

2008년 4월 도미오카시 도미오카 제사장 유료화

2008년 3월 국가·군마현·시정촌 도미오카시에서 “제1회 세계유산포럼” 개최

2008년 9월 군마현·시정촌 세계유산 추진 연락회의 개최 → 이후 연 2회 개최 

2009년 4월 군마현 현(県) 세계유산추진실(室)이 세계유산추진과(課)로 승격

2009년 7월 국가·군마현·시정촌 군마현 세계유산 학술위원회 설치 → 이후 2012년까지 15회 개최 

2010년 2월 국가·군마현 ‘도미오카 제사장과 실크산업 유산군’ 제1회 국제전문가회의 개최 

2010년 11월 국가·군마현 ‘도미오카 제사장과 실크산업 유산군’ 제2회 국제전문가회의 개최 

2011년 9월 군마현·시정촌 도미오카 제사장에서 세계유산 극장·세계유산 대학 등 개최

2011년 10월 국가·군마현 ‘도미오카 제사장과 실크산업 유산군’ 제3회 국제전문가회의 개최

2012년 9월 국가 유네스코에 등재신청서(잠정) 제출 

2012년 10월 군마현·시정촌 도미오카 제사장에서 제사장 창업 140주년 기념식 및 기념행사 개최 

2012년 11월 군마현·시정 도미오카 제사장 창업 1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개최 

2013년 1월 국가 유네스코에 정식 등재신청서 제출 

2013년 9월 이코모스39·국가··군마현·시정촌 유네스코 자문기관 이코모스에 의한 현지 조사 

2014년 4월 이코모스 이코모스, 유네스코에 본 유산 등재 권고 

2014년 6월 유네스코 ‘도미오카 제사장과 실크산업 유산군’ 세계유산 등재

(출처: 松浦, 2016, 前掲書, pp.255~271 및 富岡製糸場と絹産業遺産群 http://worldheritage.pref.gunma.jp/ja/tkn-gt/를 토대로 필자 구성)

(최종 확인일: 2018.12.27) 

39 국제기념물유적회의인 이코모스(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ICOMOS)는 1965년 설립된 비정부 조직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사전 심사, 보존 관리, 권고안 제시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이정선, 2018, 앞의 논문, p.56 참조). 

40 Schmutz, Vaughn & Elliott, Michael., 2017, “World heritage and the scientific consecration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58(2),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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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유산 사업의 도입 : 

글로컬 관점에서 스토리텔링과 ‘면(面)’ 단위 활용 

1) 도입 경위 및 사업 개요

마지막으로 글로컬 관점에서 2015년 3월 문화청이 

창설한 일본유산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사업이 제

정된 경위는 ８년 앞서 2007년 문화청이 공표한 ‘역사문

화기본구상(歷史文化基本構想)’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 10월 30일 발표된 본 구상은 “각 지역의 문화재를 

지정·미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주변 환경까지 폭넓게 포

함하여 문화재를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한” 계

획이다.41 ‘역사문화기본구상’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기존

의 ‘점(点)’ 단위에서 ‘면(面)’으로의 통합 관리를 지향한 

데 있다고 하겠다.42 또한 문화청에서는 문화재 보존·활용

의 기본 지침을 수립하고 관련 역사문화자원의 보존활용

구역을 설정하며 정부 차원에서 ‘역사문화기본구상 책정 

가이드북’을 작성해 널리 활용할 것을 권장해왔다. 

그러나 2014년 8월 기준으로 7년간 본 구상을 책정

한 시정촌이 38건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문화청이 ‘일본유

산 매력 발신 추진사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유산 활용 

정책을 마련하는 쇄신의 계기가 되었다.43 일본유산 사업

의 선행 사례인 ‘역사문화기본구상’이 실패한 원인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와 관련하여 이치

가와 다쿠야(市川拓也)는 “이미 고도보존법(古都保存法)

이나 도시계획법(都市計画法), 경관법(景観法) 등 법적 

기틀이 마련되어 있는 토대 위에 새로운 ‘역사 마치즈쿠

리법(歴史まちづくり法)’44에 의한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歴史的風致維持向上計画)’이 출범한 가운데 지자체

가 자주적인 대책으로 대규모의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고 분석했다.45 

이처럼 일본에서는 열도에 산재한 유·무형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과 산업 부흥 및 관광 산업 육성과도 

연계한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 마을 만들기) 등을 시도

한 점은 나름의 의의를 지니나, 각 지역에 온전히 뿌리내

리지 못했다는 점은 문화재 정책의 미결 과제로 남았다. 

다시 말하면 지자체 차원에서는 ‘역사문화기본구상’ 등 정

부의 상의하달식 정책에 발맞추어 지역 브랜드화 및 부흥

에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데 제약이 따른 

한편, 정부 차원에서는 평가를 통해 의욕적인 지자체를 

지원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지역의 문화

재 사업을 개선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에 당면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배경 하에 2015년 문화청은 지역 전통과 매

력을 고유한 스토리로 엮어서 전파하는 일본유산 사업을 

구체화하게 되었다. 이는 전술한 바대로 본 사업이 2020

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개최까지 연간 2,000만명의 관

광객 유치 목적으로 도입되었다는 대의명분 이외에도, 다

음 내용과 밀접한 연관을 지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것은 사업이 제정된 2015년 당시 문화청 장관을 역임하

던 아오야기 마사노리(靑柳正規)가 그 해 10월 출간한 저

서 『문화입국론: 일본 소프트파워의 저력(文化立国論:日

41 文化庁, 2012, 「‘歴史文化基本構想’ 策定技術指針」, p.3.

42 2001년 문화예술진흥기본법 제7호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1년 2월 결정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에서 “중점 전략 4 : 문화예술의 차세대로의 확실

한 계승”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시책의 하나로 “역사문화기본구상에 의해 주변 환경을 포함한 지역 문화재의 종합적인 보존·활용 추진”이 포함되었다(위의 자료, p.5). 

43 문화청 보고서의 일본유산 사업 도입 배경에도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역사문화기본구상 책정을 완료한 전국의 38개 시정촌에서도 활용의 실질

적인 성과는 부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文化庁, 2015, 前掲資料, p.1).

44 2008년 5월 23일에 법률 제40호로 공포된 “지역의 역사적 풍치(風致)의 유지 및 향상에 관한 법률”(역사 마치즈쿠리법)은 문화청과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이 

공동으로 ‘역사적 풍치(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을 반영한 사람들의 활동과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역사상 가치가 높은 건조물 및 그 주변의 시가지가 하나가 

되어 형성되어온 양호한 시가지 환경)’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문화청 홈페이지,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http://www.bunka.go.jp/seisaku/bunka_gyosei/shokan_horei/bunkazai/rekishifuchi/ 최종 확인일: 2018.12.1). 

45 市川, 2017, 前掲論文,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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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のソフトパワーの底力)』에서 “‘일본판(日本版) 세계유

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유산 사업이 문화재 보호라는 

현상 유지의 문화 행정에서 나아가 성장성을 지닌 적극적

인 문화 행정으로의 전환을 모색”46하는 과정의 산물이며, 

이와 같은 문화재 활용을 통해 지역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공표한 사실과도 궤를 같이한다는 사실이다. 

더불어 2017년 문화청 백서에서 발표한 ‘문화예술 진

흥을 위한 5개의 중요 전략’의 세 번째 전략인 ‘문화예술

의 차세대 계승, 지역 진흥 등으로의 활용’에 ‘일본유산 인

정 제도 창설(「日本遺産（Japan Heritage)」認定の仕組みの

創設)’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사실을 환기시키고자 한다.47 

이처럼 일본유산 사업은 현재 당면한 최대 문화제전인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의식하여 국가 차원에서 

표방하는 ‘문화예술입국(文化芸術立国)’에 걸맞는 문화정

책 및 관광 진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실을 방증한다.48

‘일본유산 매력 발신 추진사업’이라는 정식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사업은 지정·비지정 여부를 불문하고 각 

지역의 유·무형 문화재군(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매

력을 어필할 만한 스토리로 연계해 나가는 프로젝트를 일

컫는다. 일본유산 사업의 근간이 되는 스토리는 각 지역

의 역사적 배경과 풍습 등을 소재로 하며 명확한 주제 하

에 지역의 매력을 전하는 건조물(建造物)이나 명승지, 축

제 등 해당 지방에서 계승과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

화재가 해당된다. 이 같은 스토리를 구성하는 문화재는 

지역에 소재한 유·무형 문화유산이 대상으로, 지정·비지

정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유산이 포함되지만 그 중 의무

적으로 하나 이상의 국가 지정·등록 문화재, 세계유산을 

포함시킬 것을 규정으로 하고 있다.49 

일본유산 사업이 공식 인정하는 스토리는 단일 시정

촌의 이야기를 담은 ‘지역형(地域型)’과 다수의 시정촌에 

걸친 ‘시리얼(serial)형 혹은 네트워크형(シリアル型·ネッ

トワーク型)’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사업의 운영 

방법은 매년 1회 문화청이 도도부현(都道府県) 교육위원

회를 통한 공모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신청 

조건으로, 지역형의 경우 (1) ‘역사문화기본구상’ 혹은 ‘역

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이 책정된 시정촌이나 (2) 유네

스코 세계유산 중 문화유산을 보유한 시정촌 또는 (3) 세

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및 후보 안건을 보유한 시정촌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50 이처럼 문화청이 

국내 ‘일본유산 매력 발신 추진사업’의 신청 조건에 세계

유산 잠정목록 대상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46 青柳正規, 2015, 『文化立国論: 日本のソフトパワーの底力』, ちくま新書, pp.133~135.

47 文化庁, 2017, 「我が国の文化政策」, pp.5~6.

48 上掲資料, p.5.

49 文化庁, 2018, 「日本遺産（Japan Heritage）」(팸플릿), p.6.

50 시리얼형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시정촌의 연명(連名)으로 하나, 해당 시읍면이 동일 도도부현 내에 소재하는 경우는 해당 도도부현이 신청자가 되기도 한다(위의 자료, p.6).

그림 1  일본유산 매력 발신 추50진사업의 개요(출처: 文化庁, 2018, 『日本遺産』

(팸플릿), p.5의 자료를 토대로 필자 번역) (최종확인일: 20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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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이야기를 정량적으로 심사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주요 기준으로 ‘흥미로움(興味深さ)’, ‘참신성(斬新さ)’, ‘소구력(訴求力)’, ‘희소성(希少性)’, 그리고 ‘지역성(地域

性)’의 다섯 가지를 명시하고 있다(文化庁, 2018, 前掲資料, p.7). 

52 上掲資料, p.9. 

53 출처: 甘楽町 홈페이지 http://www.town.kanra.gunma.jp/kyouiku/bunkazai/bunkazai/merumaga/20150805144612.html(최종 확인일: 

2019.2.10).

54 출처: 桐生市, 2018, 「桐生市歴史的風致維持向上計画」, p.221(‘日本遺産の標柱看板’).

세계유산협약을 염두에 두어 일본 내 세계유산 및 후보를 

보유한 지자체를 진흥하려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

림 1>은 문화청이 본 사업의 개요를 도식화한 자료이다. 

공모를 통해 각 지역에서 제출된 스토리는 교수진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일본유산 심사위원회에

서 다음의 세 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를 거쳐 일본유

산 사업으로 인증된다. 그 기준은 첫째, 이야기 내용이 해

당 지역의 역사적 특징을 나타내는 동시에 일본의 매력을 

충분히 전달하는지의 여부, 둘째, 자원을 활용한 지역 만

들기의 미래상과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절히 제시

하는지의 여부, 마지막으로 지역의 고유한 스토리를 국내

외에 효과적으로 전파하는지의 여부이다.51 그리고 인증

된 일본유산을 통한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청은 일본

유산에 관한 (1) 정보 전달·인재 육성, (2) 보급·계몽, (3) 

조사 연구, (4) 공개 활용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비 보조금 

교부 등을 다방면에서 지원하고 있다.52 

이렇듯 일본유산 사업은 기존 문화재의 가치 평가를 

위한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지역에 산재한 유산을 ‘면’으

로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무형 요소인 스토리로 

매력을 전파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부

동산인 문화재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부여하고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유산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한편 지

역의 문화자원과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의 후보 대상지를 

필수적으로 포함한다는 문화청 방침에 비추어 볼 때 세

계(global)와 지역(local)의 접점인 글로컬(glocal) 관점에 

입각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어서 2015년 일본유산 

사업으로 인증된 군마현의 스토리를 통해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최초의 일본유산 사업 사례 :  

“부인 천하 –군마의 실크 이야기-” 

2015년 3월 최초의 일본유산 사업으로 인증된 군마

현의 “부인 천하 –군마의 실크 이야기-”는 기류시(桐生

市)，간라마치(甘楽町)，나카노조마치(中之条町)，가타시

나무라(片品村）등 4개의 시정촌이 공동으로 신청한 시리

얼형·네트워크형 유산이다. 본 유산은 근세부터 현재 군

마현에 해당하는 죠슈의 여성들이 지역 특산품인 누에를 

기반으로 하는 잠사업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며 기술을 대

대로 전승해온 역할을 배경으로 한다. 특히 아오야기 전

(前) 문화청 장관은 최신 문화재 활용의 견인차로 일본유

산 사업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흥미로운 이야기의 대표 사

례로 군마현의 본 스토리를 거론한 바 있어 더욱 주목을 

끈다(青柳 2015: 133). 아래 <사진 3> 및 <사진 4>는 각

각 2015년 일본유산 프로젝트 인증 후 그해 8월 간라마치

에서 건립한 ‘부인 천하 동상(かかあ天下像)’ 및 구성요소

인 기류시 신마치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桐生市桐生

新町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의 일본유산 사업 공식 인

증 표지판이다.

사진 3 간라마치 ‘부인 천하 동상’.53 사진 4   기류시 보존지구 

일본유산 인증 표

지판.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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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젝트의 스토리에는 예부터 죠슈 지역 가정에

서 애지중지 키워진 누에가 주요 모티프로 등장한다. 누에

를 돌보는 일은 죠슈 농가 여성들의 중요한 일과로, 여성

들은 농사와 살림을 병행하며 농가 일꾼의 중심으로 활약

했다. 그 가운데 에도 막부에서 근대 메이지로 접어들면서 

1871년 죠슈는 군마현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비단이 외화 획득을 위한 주요 수출품으로 부상하면서 군

마현의 잠사업은 더욱 활발해졌다. 도미오카 제사장이 건

립된 것도 그즈음으로, 시대의 흐름을 타고 여성들은 잠사

업을 중심으로 활동 기반을 넓혀 나가게 되었다.55 이처럼 

지역의 고유한 역사를 배경으로 군마현이 신청하여 문화청

의 인증을 받은 일본유산 스토리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죠슈의 농가에는 소중히 간직해온 비단옷이 잠들어 있는 

집들이 있다. 집안 대대로 여성들이 누에를 기르고 명주실을 

짜서 만든 외출복과 혼례 의상이다. 죠슈 여성들은 이러한 양

잠·제사·직물의 힘으로 가계를 지탱해왔다. 남성들(남편)은 일

꾼 역할을 하는 여성을 가리켜 ‘우리 부인은 천하제일(おれの

かかあは天下一)’이라고 자랑했고, 이로써 ‘부인 천하(かかあ

天下)’는 죠슈 명물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중략) 

1872년 도미오카 제사장 창업 후 일본 전역에서 제사 공

녀(工女)와 대량의 누에고치가 도미오카로 집결되었다. 이때 

가타시나 마을 양잠 농가의 며느리였던 나가이 이도(永井い

と)는 남편 간슈로(紺周郎)와 함께 고치 증산을 위한 양잠 기

술 개량에 주력하여 나가이류 양잠법(永井流養蚕法)의 전습소

(伝習所)를 설립했다.56 이도는 교단에서 “농가에서 지갑의 끈

은 부인들이 쥐고 있다(農家の財布の紐はかかあが握るべし)”

고 설파했다. 그리하여 여성들은 고치에서 실을 끌어내는 기

술도 연마해 나갔다. 농가는 이를 조합제사(組合製糸)라는 형

태로 생사를 공동 판매하였는데, 이는 품질 및 생산량 면에서 

근대 일본 경제를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처럼 조합제

사를 대표하는 간라샤(甘楽社)의 비석에는 ‘마을에서 양잠을 

안 친 집이 없고, 실을 켜지 않는 여성이 없다(邑ニ養蚕セザル

ノ家ナク製絲セザルノ婦ナシ)’고 새겨져 있어 죠슈 여성들의 

활약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다.57

이 같은 이야기를 통해 군마현의 일본유산 사업은 지

역자원인 누에와, 에도시대부터 숙련된 양잠업 기술로 가

정을 지탱해온 여성들의 활약,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입

증하는 지역의 문화유산을 스토리텔링으로 구현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문화자원이 휴먼웨어(humanware) 측면

에서 ‘인물(人, 죠슈의 농가 여성들)’적 요소와 소프트웨어

(software) 측면의 ‘지식 및 활동(活動, 잠사업)’, 그리고 하

드웨어(hardware) 측면의 ‘도구 및 대상(もの, 문화유산)’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고찰할 때 일본

55 文化庁 ‘文化遺産ポータル·サイト’ 홈페이지 https://japan-heritage.bunka.go.jp/ja/stories/story002/(최종 확인일: 2018.12.2).

56 이도는 당시 양잠업으로 활약한 죠슈 여성의 대표적 존재로 소개되었으며, 이러한 점이 ‘사물과 인물의 이야기(事物と人物のスト-リ-)’를 중시하는 일본

유산 사업의 선정 기준에 부합된다고 알려져 있다(가타시나무라 실크유산 모임[片品村絹遺産の会] 홈페이지 http://www.katashina-kinu.info/

konshuro-ito/index.html, 최종 확인일: 2018.12.2).

57 日本遺産プロジェクト編, 2016, 『日本遺産時をつなぐ歴史旅』, 東京法令, pp.16~17.

58 <그림 2>에서 4개의 초록색 점은 세계유산 ‘도미오카 제사장과 실크산업 유산군’의 구성요소의 소재지를 나타낸다.  

그림 2  군마현의 일본유산 사업 “부인 천하 –군마의 실크 이야기-”의 13개 구

성요소58 (출처: ‘日本遺産 かかあ天下－ぐんまの絹物語－’ 홈페이지 

http://worldheritage.pref.gunma.jp/JH/sbt/ 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최

종 확인일: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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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부인 천하 –군마의 실크 이야기-”를 구성하는 문화유산 유형

번호 구성요소 명칭 전경 문화유산 유형 관할구역

1
도미자와가 주택

(富沢家住宅)

국가 중요 문화재 (国重要文化財),

군마 실크유산 (ぐんま絹遺産)

나카노조마치

(中之条町)

2
나카노조마치 구니 아카이와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中之条町六合赤岩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

국가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国重要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

군마 실크유산 (ぐんま絹遺産)

나카노조마치

(中之条町)

3
나가이류 양잠 전습소 

실습동

(永井流養蚕伝習所実習棟)

가타시나무라 중요 문화재

(片品村重要文化財),

군마 실크유산 (ぐんま絹遺産)

가타시나무라

(片品村)

4
나가이 이도 상

(永井いと像)
군마 실크유산 (ぐんま絹遺産)

가타시나무라

(片品村)

5
옛 오바타구미 벽돌창고

(旧小幡組レンガ造り倉庫)

간라마치 중요 문화재 

(甘楽町重要文化財),

군마 실크유산 (ぐんま絹遺産)

간라마치

(甘楽町)

6
간라마치 양잠·제사·직물 자료

(甘楽町の養蚕·製糸·

織物資料)

군마 실크유산 (ぐんま絹遺産)
간라마치

(甘楽町)

7
간라샤 오바타구미 유래 비석

(甘楽社小幡組由来碑)
군마 실크유산 (ぐんま絹遺産)

간라마치

(甘楽町)

8
시라타키 신사

(白瀧神社)
군마 실크유산 (ぐんま絹遺産)

기류시

(桐生市)

9
옛 모범공장 기류 연사 합자회사 사무소동

(旧模範工場桐生撚糸
合資会社事務所棟)

기류시 중요 문화재 (市重要文化財),

군마 실크유산 (ぐんま絹遺産)

기류시

(桐生市)

10

기류시 기류 신마치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桐生市桐生新町伝統的

建造物群保存地区) 

국가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国重要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

군마 실크유산 (ぐんま絹遺産)

기류시

(桐生市)

11
고토 직물

(後藤織物)

국가 등록 문화재 (国登録文化財),

군마 실크유산 (ぐんま絹遺産)

기류시

(桐生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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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성요소 명칭 전경 문화유산 유형 관할구역

12
직물 참고관 “유카리”

(織物参考館 “紫”)

국가 등록 문화재 (国登録文化財),

군마 실크유산 (ぐんま絹遺産)

기류시

(桐生市)

13
기류 직물회관 구관

(桐生織物会館旧館)

국가 등록 문화재 (国登録文化財),

군마 실크유산 (ぐんま絹遺産)

기류시

(桐生市)

(출처: 日本遺産プロジェクト編, 2016, 前掲書, pp.18~21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최종 확인일: 2018.12.12)59

59 일본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여섯 가지 종류, 즉 (1)유형 문화재, (2)무형 문화재, (3)민속 문화재, (4)기념물, (5)문화적 경관, 그리고 (6)전통적 건조

물로 구분하고 있다. 문화재의 운영 방식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지정’ 및 ‘등록’의 두 종류로 나뉘는데, 전자는 일반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주도하여 상의하달

식으로 지시하는 문화재를 일컫는다. 후자는 문화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국가에 신청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보존 및 활용 조치가 필요한 건조물을 문부

과학성 장관이 등록하는 취지로 1996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의해 신설되었다(제57조). 등록 유형 문화재의 조건은 건축물, 토목 건조물 및 기타 공작물(工作物) 

중 원칙적으로 건설 후 50년(신청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50년)이 경과되고 국토의 역사적 경관에 기여하거나 조형의 규범이 되는 것, 혹은 재현이 어려운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이 대상이 된다. 이처럼 지정과 등록의 두 가지 방식에 따라 상기 (1)에서 (6)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유형 문화재는 

지자체 및 국가 지정에 따른 중요 문화재(<표 2>에서 1, 3, 5, 9번에 해당)와 그 가운데서도 특히 가치가 높은 국보로 나뉘며, 등록의 경우는 등록 유형 문화재로 

구분된다(<표 2>의 11~13번에 해당). 다음으로 (2)무형 문화재는 지정에 따른 중요 무형 문화재와 선택적으로 기록 작성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무형 문화재

로 나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3)민속 문화재는 지정에 의한 중요 유형 민속 문화재와 중요 무형 민속 문화재로, 그리고 등록에 의한 등록 유형 민속 문화재로 구

분되며 역시 선택적으로 기록 작성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무형의 민속 문화재로 구별된다. 또한 (4)기념물은 지정에 의한 사적과 특히 중요한 특별 사적, 명승과 

특별 명승, 천연 기념물과 특별 천연 기념물, 그리고 등록에 의한 등록 기념물로 나뉜다. (5)문화적 경관의 경우, 지자체가 신청한 대상 중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

는 대상이 중요 문화적 경관으로 선정된다. 마지막으로 (6)전통적 건조물군은 점 단위의 건축물을 망라하여 거리 및 상가, 마을 등을 면 단위로 포함하는 개념이다. 

특히 역사적 풍치를 형성하는 환경 보전의 일환으로 1975년에 도입된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제143조)에 의거하여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전통적 건조물군 보

존지구를 결정하며, 그 중에서 특히 가치가 높은 대상을 국가가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로 선정하게 된다(<표 2의 2, 10번에 해당). 한편 <표 2>에서 4, 6, 

7, 8번은 엄밀히 이와 같은 일본 문화재 행정 체계에 속하지 않는 문화자원으로, 군마현이 자체적으로 신설한 ‘군마 실크유산’에 포함된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일본유산 프로젝트는 국가 및 지자체의 지정과 등록 문화재뿐만 아니라 문화재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역사문화자원이라도 지역의 고유한 스토리를 구성하는 대상

을 망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佐滝喜弘, 2017, 『登録有形文化財ー保存と活用からみえる新たな地域のすがた』, 勁草書房, pp.23~28를 참고로 필자 작성).

60 日本遺産プロジェクト編, 2016, 前揭書, p.17.

유산 사업은 문화자원을 다각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된다(小林·片山外 2009: 254). 전술한 일본유산 스토리를 

입증하는 13개의 구성요소와 4개 시정촌에 소재한 문화유

산의 세부 내역을 각각 <그림 2> 및 <표 2>로 제시한다. 

<그림 2>를 통해 세계유산 ‘도미오카 제사장과 실크

산업 유산군’의 4개와 일본유산의 13개 구성요소가 중복되지 

않는 점이 눈에 띈다. 이어서 <표 2>에서는 스토리를 뒷받

침하는 개별 요소가 국가 중요·등록 문화재 혹은 지자체 문

화재, 국가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로 이루어져 있는

데다가 모두 ‘군마 실크유산’에 속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스토리의 구성요소는 <그림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여성들이 누에 생산 활동으로 활약한 가정”, “여

성 양잠 지도자 나가이 가문의 공적을 전하는 건물”, “여성

들이 얼레로 뽑은 실을 모아 수출한 조합사의 대표적 유산”, 

그리고 “기류시 전래 직물 이야기가 깃든 신사에서 출발하

여 오늘날 여성들이 근무하는 공장까지 돌아보는 코스” 등 

4구역에 구현되어 있다. “부인 천하”라는 제목이 표상하듯 

군마현이 일본유산 사업을 통해 어필하고자 한 내러티브는 

“일본 고유의 섬세한 모노즈쿠리(モノづくり) 문화와 더불

어 긍지로 가정을 지탱해 온 여성들”60의 활약상임을 알 수 

있다. 즉 지역의 비단 및 제사산업을 소재로 한 군마현의 일

본유산 사업은 세계유산 ‘도미오카 제사장과 실크산업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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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ICOMOS, 2013, op.cit., p.146. 

62 日本遺産プロジェクト編, 2016, 前揭書, p.3.

63 조사 과정에서 실무 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담당자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기로 했음을 언급해둔다. 

군’의 기술 혁신 및 일본과 세계 간의 상호교류라는 한정된 

OUV에, 본 유산군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마츠우라의 

주장처럼 죠슈 농가 여성들의 잠사업 전통이 응축된 “여성

이 주인공인 실”이라는 스토리를 덧입혀 보완한 산물이다. 

한편 지역성에 기반하여 국내 시각에서 홍보하는 ‘군

마 실크유산’과 달리 군마현의 일본유산 사업은 앞서 언급

한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으로 인한 관광 특수와 그 

이면으로 ‘문화예술입국’ 실현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다

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사업은 ‘도

미오카 제사장과 실크산업 유산군’이 세계유산협약에 의거

하여 ‘글로벌 성격(global character)’61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

은 사실과도 궤를 달리하여, 점재하는 유산을 스토리라는 

무형 자산으로 엮어나감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외국 관광객

들에게 일본 문화유산을 홍보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자국

의 역사를 재발견하려는 글로컬적 견지를 표방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일본유산 사업이 지역화와 세계화를 

동시에 추구하여 “지역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지방 활

성화·관광의 국제적 모범 사례”를 지향하는 사실을 보여준

다.62 이어서 군마의 지역·세계·일본유산 사업 간의 연계성

과 의미,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Ⅲ.   군마 실크유산 및 세계유산,  
그리고 일본유산 사업 간의 연계성 

 

전술한 지역 유산 ‘군마 실크유산’과 세계유산 ‘도미

오카 제사장과 실크산업 유산군’, 그리고 일본유산 사업 

“부인 천하 –군마의 실크 이야기-”의 사례는 군마현이 역

사문화자원을 각각 로컬리티와 글로벌리티, 그리고 이를 

융합한 글로컬리티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제시하며, 복합적인 문화유산 사업 간의 연속적인 효과를 

도모하는 예라 할 수 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필자는 일본유산 사업을 담당하

는 군마현 기획부 세계유산과의 직원과 서면으로 질의응답

을 실시하여 군마현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산 사업의 연계

성과 그 의의를 분석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필자의 질문에 

대해 담당자가 회신한 답변을 근거로 문헌 조사를 보완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63 

첫 번째 질의사항으로 2014년 ‘도미오카 제사장과 실

크산업 유산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듬해에 일본유산 사

업이 제정됨과 동시에 일본유산 “부인 천하 –군마의 실크 

이야기-”가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인증된 사실의 연관

성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유산 사업 신청의 구체적인 경위

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군마현 세계유산과의 담당

자는 ‘도미오카 제사장과 실크산업 유산군’의 세계유산 등

재를 위해 가치를 검토해가는 과정에서 세계 비단산업의 

역사에서 ‘기술 혁신’ 및 일본과 세계의 ‘기술 교류’에 초점이 

맞춰지게 됨에 따라 세계유산의 구성요소가 자연히 한정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했다. 

이러한 연유에서 군마현은 기존의 세계유산이 “지역에 

전해져오는 중층적인 비단의 역사 문화를 온전히 전달할 수 

없었음”을 피력했다. 즉 물증이 뚜렷한 부동산을 통해 OUV

를 입증해야 하는 세계유산의 제한된 범위를 다시 국가 차

원에서 일본유산이라는 명칭의 프로젝트로 보완하고자 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는 세계유산의 경우 비단의 활용 단

계를 명시하는 구성요소가 포함되지 않는 등 군마의 유서 

깊은 실크유산의 가치를 만족스럽게 전파하는 데 미흡하다

고 지적하며 일본유산 “부인 천하 –군마의 실크 이야기-”는 

그에 대응하는 체제라고 주장한 군마현립여자대학의 구마

쿠라(熊倉）교수의 견해와도 상통한다(熊倉 2017: 116). 

그리하여 군마현 세계유산과의 담당자는 “문화청이 창

설한 일본유산 사업을 통해 비단산업에 종사하는 군마 지역 

여성의 활약이라는 관점에서 세계유산으로는 충분히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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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지 못한 가치를 홍보하고자” 일본유산 프로젝트로 신청

하게 되었다고 답변했다. 이는 군마현이 표방하는 “‘실크 컨

츄리 군마(silk country, シルクカントリー群馬)’64를 전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그 상징인 도미오카 제사장뿐만 아니

라 현(県) 전역에 분포하는 ‘군마 실크유산’, 그리고 기류시의 

문화유산이 소재지의 절반을 차지하는 일본유산 “부인 천하 

–군마의 실크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스토리 구성이 필요”하

다는 기류시에 대한 정책 제언과도 부합한다.65 이처럼 군마

현 측의 답변과 기류시의 제언을 종합하면 일본유산 사업은 

세계유산의 한정된 OUV를 확장하여 지역의 광범위한 실크

유산을 구현하는 보다 큰 청사진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필자는 <표 2>와 <그림 2>에서 제시

한 세계유산의 4개 구성요소와 일본유산 사업의 13개 구

성요소가 중복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

해 군마현 담당자는 “지역 여성들이 비단산업을 통해 활

약하는 줄거리의 스토리로 일본유산 사업에 신청하는 계

획이 결정된 단계에서 군마현이 현내(県內)의 전 시정촌

에 참가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 중 일본유산 프로젝트 참

여를 희망한 시정촌과 신청을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답변

했다. 덧붙여 현(県) 담당자는 현재 97건에 달하는 ‘군마 

실크유산’의 범주 안에 세계유산과 일본유산의 각각의 구

성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주지시켰다. 

이를 통해 기존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4개 구성요소

의 시정촌은 일본유산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계획이 

없었으며, 그보다는 애초에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과정

에서 구성요소였다가 배제된 도미자와 주택과 옛 간라샤 

오바타구미 창고의 관할 지역이 그 대안으로 본 사업에 관

심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정

에서 후보 대상으로 물망에 올랐다가 최종 제외된 지역이 

일종의 보상과 구제에 의해 문화청이 인증하는 일본유산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세 번째로 질의한 일본유산 사업을 군마현 세계유산과

에서 담당하는 배경에 관해서는 “일본유산의 추진 체제가 세

계유산 등재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2015년 일본유산 프로젝트 

도입 이래 2018년 12월 현재까지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 

중인 이나바 노부코(稻葉信子)가 “일본유산은 세계유산을 

연상시키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다르다”고 강조한 부분

인데, 위원장 역시 츠쿠바대학(筑波大学) 세계유산 전공 교

수이자 이코모스 일본위원회의 이사(理事)도 겸임한다는 사

실을 상기할 때 일본유산 사업은 세계유산과 상당 부분 밀접

한 관계임을 역설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66 이는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문화청이 세계유산협약을 의식하여 일본유

산 사업의 규정에 그 대상으로 반영한 사실을 통해서도 짐작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군마현 등 지역의 일본유산 사업 

담당 주체가 세계유산 등재 실무 부서라는 사실 역시 지역의 

문화유산 사업 주체가 과거 문화재 법규와 정책의 토대 위에

서 유산을 연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도식화하면 <그림 3> 및 

<그림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64 실크 컨츄리는 세계유산 ‘도미오카 제사장과 실크산업 유산군’ 등재 후 다시금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및 군마 실크유산 등의 가치를 넓혀 미래로 계승해 나갈 목

적으로 ‘실크 컨츄리 군마 연락협의회(シルクカントリーぐんま連絡協議会)’가 중심이 되어 개최되고 있다(西尾敏和·森田哲夫, 2018, 「富岡製糸場に関連する文

献の主題変遷に関する研究」 『日本地域政策研究』 第21号, p.57). 

65  桐生商工会議所, 2017, 「政策提言事項」, pp.1~2．

66 日本遺産プロジェクト編, 2016, 前揭書, p.2.

그림 3  군마현 문화유산 사업의 연속적 활용(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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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군마 실크유산’과 ‘도미오카 제사장과 실크

산업 유산군’, 그리고 일본유산 “부인 천하 –군마의 실크 

이야기-”에 이르는 일련의 문화유산 제도 및 사업은 종래

의 문화유산 보존·보호에서 다각적인 활용으로 전환하려

는 일본 내 동향의 단면을 보여준다. 특히 군마현이 도미

오카 제사장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 앞서 ‘군마 실크유

산’의 데이터베이스를 면밀히 구축한 점과, 지역 내 세계

유산 후보에서 최종 탈락한 문화유산과 한정된 가치를 신

속하게 스토리 소재로 조합한 전략이야말로 일본유산 프

로젝트라는 새로운 사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

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속적 활용 형태는 아오야기 전 문화청 장관

의 견해대로 문화유산을 통해 “플러스적 나선 구조(スパ

イラル, spiral)를 창출”하는 데 일조했다고 논증할 수 있

다.67 또한 유키무라의 주장처럼 세계유산협약이 결과적

으로 일본 내에서 문화유산을 인증하는 새로운 제도의 창

설로 이어졌다는 인정의 연쇄사슬적 구조와도 맞닿아 있

는 점을 확인하였다. 무엇보다 일본유산 사업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4개의 물질적 증거물에 국한된 세계

유산 ‘도미오카 제사장과 실크산업 유산군’ 이외의 비지정 

지역문화자원을 광범위하게 고유의 스토리로 연결함으

로써, 문화예술입국을 전략적으로 표방하는 일본의 적극

적인 문화 행정이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맺음말

이상으로 2011년 로컬리티 관점에서 도입된 ‘군마 

실크유산’과 2014년 글로벌리티 차원에서 세계유산으

로 등재된 ‘도미오카 제사장과 실크산업 유산군’, 그리고 

2015년 글로컬리티 측면에서 최초의 일본유산 사업으로 

인증된 “부인 천하 –군마의 실크 이야기-”의 스토리텔링

적 요소로 지역성 및 세계성을 융합한 일본의 사례를 고

찰하였다. 종합하면 연구를 통해 군마현의 일련의 문화

유산 활용 사례는 결코 우연히 출범하거나 탄생한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상승 효과를 노린 전략임

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군마 지역의 비단 및 제사산업을 

유·무형의 문화 콘텐츠로 문화유산 사업에 반영하여, 일

본 연구자들이 주장했듯이 나선 구조형의 시너지 효과와 

“인정의 연쇄”를 지향한 사실도 논증하였다.

본고에서 다룬 군마현의 실크유산 및 일본유산 사업 

사례는 지역자원인 비단을 모티브로 하드웨어 측면의 ‘대

상(문화유산)’, 소프트웨어 측면의 ‘활동(잠사업)’, 그리고 

휴먼웨어 측면의 ‘인물(죠슈의 농가 여성들)’이라는 문화

자원의 세 가지 요소에 고유의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최

근 일본 문화유산의 활용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주목할 

사항은 건축물의 외관적 요소에만 초점을 맞추어온 기존 

문화유산 활용 방식에서 나아가 “부인 천하 –군마의 실

크 이야기-”의 사례와 같이 자원 및 유형물에 지식과 활

동, 그리고 인물을 융합한 소재로 해당 지역만의 “매력적

인 스토리”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활용에 도입한 점이다. 

이에 착안하여 국내에서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휴먼웨어라는 문화자원의 3요소를 창의적으로 융합한 문

화유산 활용 전략을 통해 관련 담론과 방법론의 지평을 

확장하는 구상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편 ‘일본유산 매력 발신 추진사업’의 소개가 중점

을 이룬 측면도 있으나, 국내 학계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67 青柳, 2015, 前掲書, p.134. 

그림 4  군마 실크유산과 세계유산, 일본유산 사업 구성요소의 상관관계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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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현의 사례를 최초로 조명하였고, 이를 담당하는 실무 

부서 군마현 기획부 세계유산과와의 서면 질의를 통해 군

마 실크유산과 세계유산, 그리고 일본유산 사업 간의 연

계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시도한 점은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문화재 차원의 쿨 재팬 전략의 맥

락에서 각지에 산재한 문화유산에 지역 고유의 스토리를 

전략적으로 융합하여 기존 문화재 사업 및 제도를 기반으

로 나선형의 상승 효과를 촉진한다는 점은 국내 역사문화

자원 활용과 관련 정책 입안에도 유의미하리라 짐작된다. 

특히 기존 ‘역사문화기본구상’의 실패로부터 일본유

산 사업을 출범하는 등 쇄신의 분수령으로 삼은 점은 주

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2015년 이전까지는 보통 

명사격으로 명명되었던 ‘일본유산’이라는 용어를 지역의 

매력을 전파하는 특정 문화재 사업으로 명실상부한 고유 

명사적 가치를 부여한 사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이로써 각 지자체는 반드시 유명한 문화유산이 아니

더라도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에 전해져 내려오는 고

유의 이야기 및 전설, 설화, 전통, 풍습 등 무형 요소를 덧

입혀 국가가 인정하는 ‘일본유산 매력 발신 추진사업’이

라는 이름의 상품으로 패키지(package)화하여 기존 국가 

정책 및 세계유산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에 자부심과 긍지

를 고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부 측이 갖는 기대감 이면으로 일

본 연구자들이 우려하는 또 다른 문화유산 서열화를 비롯

하여 세계유산에 최상층의 가치를 부여하는 현상, 세계유

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 배제된 지역의 상대적 소외감, 세계

유산 등재 과정의 정치화에 대한 거부감과 반발, 안티테제

(antithese) 등의 정서도 혼재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

다(雪村 2016; 市川 2017; 熊倉 2017; 佐滝 2017). 그리고 이

러한 요소가 로컬 혹은 글로컬 관점에서 새로운 양상의 문

화재 사업을 태동시킨 원동력이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중

요한 점은 이처럼 정부 정책 및 글로벌 관점의 세계유산을 

다소 부정적으로 수용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 

및 정부가 어떻게 완충하여 범국가적인 문화유산 사업으로 

탄력적으로 변용하는지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또한 2020년 올림픽이라는 문화 제전을 향해 문화예

술입국을 실현하려는 일본이 문화재 차원의 쿨 재팬 전략

의 일환으로 일본유산 프로젝트를 제정한 선례에 비추어 볼 

때 본 사업 역시 단순히 세계유산의 일본 국내 버전에 그치

거나 올림픽 특수를 겨냥한 단기적 사업에 머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강성우(2016)가 일

본 문화정책과 쿨 재팬으로 대표되는 국가 브랜드화 정책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하였듯이 문화예술입국이라는 

담론 하에서 일본유산 사업이 어떻게 변용되는지 추이를 지

켜보며 연구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68 이와 더

불어 일본유산 사업 인증 후 평가와 검증 및 관광 인바운드

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향후 과제로 삼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룬 세 가지 사례는 일본이 문화유산

을 어떻게 여러 층위의 사업과 제도를 긴밀히 연계해 나

감으로써 연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최근의 흐름을 보

여주는 사례로,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문화재 제반 

정책에도 보편적으로 통용된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점

은 이를 참조하여 지역적·글로벌·글로컬 차원에서 중층

적인 문화 행정이 통일성 있는 방향을 향해 내실 있게 실

행되도록 기존 사업의 교훈을 철저히 검토하고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유산 정책이 관련 제도 혹은 신규 사

업에 유효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내 문화재 체

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행법 및 정책상 미비 사항을 보

완해야 한다. 나아가 문화 행정 이외의 다양한 이해 관계

자들 간의 협치를 통해 지역과 국가, 국제협약의 테두리 

안에서 평가와 피드백 수렴, 그리고 개선을 반복하여 문

화유산 보존과 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는 장기적인 

로드맵과 전략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68 강성우, 2016, 앞의 논문, 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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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arch 2015, The Agency for Cultural Affairs of Japan implemented a project called “Japan Heritage,” which aims to 

promote the unique narratives of cultural properties of the region by branding the locality for revitalization in preparation 

for the 2020 Tokyo Olympics and Paralympics. This bottom-up approach of cultural policy has been called a “Cool 

Japan Strategy of Cultural Heritage” in the 21st century, which effectively incorporates local cultural heritage and tourism. 

However, although a total of 67 Japan Heritage projects have been designated as of December 2018, almost none has been 

introduced in the academic forum in Korea. 

On the basis of this background and a lack of academic awareness in Korea on Japan’s recent cultural policies, this 

research aims to focus on the three cases of Gunma Prefecture implemented in local, global, and glocal aspects. To specify, 

the cases are the “Gunma Silk Heritage” project, implemented in 2011, the “Tomioka Silk Mill and Related Sites” project 

that was included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in 2014, and “The Best Wife in the World - Silk Story of Gunma,” 

case certified as the first project of “Japan Heritage” launched in 2015.

Based on the questionnaire method conducted with the World Heritage Registration Promotion Division in Gunma 

Prefectural Government, as well as a literature view, the research revealed that the consecutive implementation of a series of 

cultural heritage projects in Gunma is not coincidental, but rather a strategy aiming to create a synergism where each project 

complements the others. Moreover,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Gunma Prefecture has been utilizing the local silk industry 

as a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resource in multi-layered heritage projects, resulting in a “spiral synergy effect” and a “chain 

of the recognition process.” In conclusion, it illustrates the recent trend of utilizing cultural heritage in the context of the 

Cool Japan strategy, which seeks to move away from the administration of maintaining the status quo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to a proactive one with greater potential growth. This research may thus provide meaningful insight into the 

utilization of domestic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as well as related policy-making, in that it will ultimately promote the 

chain effect of linking the multiple heritage policies and projects at the local, global, and glocal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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