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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1. 일시 / 장소 : 2018년 5월 2일 (수) 10 : 00~17 : 30 
롯데호텔 서울 3F 사파이어 룸 

2. 주최 / 주관 : 외교부, 문화재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3. 참가자 : 세계유산위원국 대사 및 세계유산 분야 국내외 전문가, 
일반 참가자 등 200여 명 

4 형 식 : 국제회의(주제발표, 질의응답, 토론) 

5. 주 제 :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의 성과와 도전 

6. 목 적 : 세계유산협약의 현상에 대한 건설적, 비판적 성찰 및 
국제적 담론 형성의 기회 마련 

7. 프로그램 

10:00~ 10:30 등록 

10:30~ 11 :10 개회식 

기조세션:세계유산협약의성과와도전 

발제1 . 유네스코미션에근거한세계유산협약의 이행성잘 
- Moun i 『 BOUCHENAKI 유네스크 세계유산 아랍지역센터 소장, 
전 유네스코 문화 ADG, 전 국재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 소장 

11:1o ..... 12:10 발제2. 세계유산협약 가입 후 한국의 유산 몇 문화 정책의 변화 

- 이상해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 
전 국제기념물유적합의회 (ICOMOS) 한국위원회 위원장 

질의응답 

12:10--13:40 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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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 : 세계유산협약의 당면과지12.t 향후 대책 

발제 1. 세계유산협약의 의사결정 고멍에서 L~~나는 정지화 현상 
- Mounir BOUCHENAKI 유네스코 세계유산 아랍지역센터 소장, 
전 유네스코 문화 ADG, 전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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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as FEJERDY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헝가리 위원장 

발제3. 자연유산의 즉면에서 본 세계유산협약 운영 및 이행의 당면과제와 대응잭 
- Peter SHADIE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세계유산프로고램 선임자문위원 

15: 10~ 15:40 

15:40~ 16:00 

16:00,., 17 :00 

17:00~17:30 

17:30~ 

패널토론/질의응답 
-좌 장효석재헌건국대학교지리학과교수 

- 토론자: Mounir BOUCHENAKI, Tamas FEJERDY, Peter SHADIE, 
김귀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고悼t문화본부장 

휴식및다과 

주제 2: 기억의 유산해석 

발제1. 기억의 유산해석에 대한주제연구 결과발표 
-」 ean-Louis LUXEN 앙심회복을 위한국제연합종무 

발제2. 인권적 관점에서 본기억의 유산해석 
-Akihisa MATSUNO오사카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 

패널토론/질의응답 

- 좌 장: 이혜은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 토론자: 」ean-Louis LUXEN, Ak.ihisa MATSUNO, 

강동진 경성대학교 토시공학과교수 
이현겹 캠브릿지대학교 몇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펠로우(Postdoctora l Fellow) 

페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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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세션 : 세계유산협약의 성과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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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뇌르 부슈나키 Mouni『 Bouchenaki 
유네스코 세계유산 아랍지역센터 소장 

틀렘센(알제리)에서 1943년 11월 16일에 태어났다. 

2017년 유네스코 사무총장 특별 고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바레인에 위치한 유네스코 카테고 

리 II센터, 세계유산아람지역센터 출범에 기여하기도 했다(2013-2016년). 2005년 11월 

ICCROM(국제문화재보촌복구연구센터)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어 2011년 12월 31일까지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1999년 말부터 2006년초까지는 문화 분야 사무총장보, 문화유산국장 및 세계유 

산센터 소장 직을 포함, 유네스코 본부에서 25년이 넘는 경력을 쌓았다. 알제리에서는 1974년부 

터 1982년까지 문화 및 정보부에서 유물 박물관 및 역사 기념물 국장 직무를 수행했다. 

알제 리 대학교에서 (Algiers University) 에서 역사와 지 리 학 석사학위를, 프랑스 엑상 프로방스 

(Aix-en-Provence)에서 예술 학부 고고학 및 고대사 박사 학위를, 이탈리아 로마 대학교에서 

고대 고고학 전문 학위를 취득하였다. 문화유산 분야 내 많은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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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1 : 유네스코 미션에 근거한 세계유산협 약의 이행성 찰 

세계유산협약의 이행현황, 성과와 도전과제 

무뇌르부슈나키 

세계유산협약은 체결 이후 40여 년 간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와 보존에 있어 세계유산협약은 가장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이행수단의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세계유산협약과 그 기본 역할을 살펴보면, 이 국제적 보호 수단의 발전과정 속에서 그 성 

공비결과 향후 도전과제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회원국 

으로 가입되어 있고(현 UN 회원국 중 193개국이 세계유산협약의 서명국이거나 당사국)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유산의 수 역시 방대하다는 사설은(2017년 7월 이후 현재 169개 

국 1073점의 유산) 세계유산협약이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증명하는 지표입니다. 

저의 뒤를 이어 유네스코 문화 분야 사무총장보와 세계유산센터 소장을 역임했던 프란체 

스코 반다린 (Francesco Bandarin)은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조 

약 중 세계유산협약만큼 성공적인 사례를 찾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반다린 전 사무총장보는 "세계유산협약은 이러한 통계수치를 뛰어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수백만 명의 가슴과 마음을 감동시키는 가운데 국제협력의 힘과 효율성을 피 

부로 느끼게 해주었다. 그 결과 세계유산협약의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면서 정부, 지역사 

회, 개인, 대학, 재단, 민간기업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유산협약이 이행되기 시작한 지 40년이 넘은 이 시점에, 우리는 이 협약이 그 내용과 

가치를 여전히 지켜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만약 원래의 목적과 목표에서 벗어나 그 이미 

지가훼손됨으로써 협약의 신뢰성과촌립 자체가흔들릴 경우우리가해결해 나가야할 

주요도전과제는무엇인지 성찰해야하는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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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먼저 1972년 세계유산협약의 채택을 계기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 

한 새 패러다임이 성공적으로 공표되었다는 사실이 어떤 중요성과 가치를 지니는지 되새 

겨보고자합니다. 

유네스코는 인류의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1960년대에 새로운 개념과 접근 

방식을 전 세계에 제시했습니다. 

2005년 유네스코 퇴직 직원 협회 (Association of Former UNESCO Staff Members) 산 

하 역사 클럽 (History Club) 에서 발간한 "세계유산 제도의 도입 (The Invention of 

World Heritage)” 이라는 제목의 소책자에서, 1972년에 제정된 세계유산협약의 초안 작 

성에 참여했던 미셸 바티스(Michel Batisse)와 제라르 볼라(Gerard Bolla)는 이 협약의 

탄생 스토리를 전하는 동시에 이 협약의 혁신적인 성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미셸 바티 

스는 ‘‘세계유산협약이 대체 볼가능할 정도로공헌한바를꼽자면, 바로 인류가우리 촌재 

의 이원성을 깨닫게 한 점과 자연은 환경인 동시에 유산이라는 새로운 개넘을 도입한 점 

일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1982년에 유네스코에 합류하면서 세계유산협약작성에 참여했던 이 두분을만나는 

영광을 누렸으며 제라르 볼라를 직속 상관으로 모시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두 분은 ‘세 

계유산’ 이 혁명적인 개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상속되는 자산은 특정 개인이나 지역사회에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계유산은그범위가넓고국 

경을 초월하며 보편성을 띠는 동시에 우리 모두와 관계가 있습니다. 사상과 현실 모두에 

영향을 끼친 이 혁신적 개념은 1969년과 1972년 사이에 작성 및 도입된 국제 조약의 주 

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상상력과 끈기 그리고 외교 

적 협상과 전문가들의 치열한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이 두 분은 러셀 트레인 (Russell 

Train) 박사님과 함께 세계유산협약의 초안 작성을 주도하셨습니다. 

이 개념은 우리의 유산을 보호하여 미래 세대에 물려주고자 하는 바람에 따라 탄생했습 

니다. 이 바람이 실현되려면, 세계유산협약이 문화 및 자연유산 보존을 담당하는 전문가 

만아는협약이 아니라세계인이 널리 인식하는협약이 되어야합니다. 

특히 젊은 층을 비롯하여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지역사회가 인식하는 협약으로 거듭 

나야 합니다. 다행히 언론 보도에 힘입어 인식제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 대중이 세 

계유산 후보 지명에 보이는 관심도 매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인증서를 전달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매우 만족해하는 모 

습을 보았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이런 반응은 세계 모든 지역에서 같았습니다. 제가 유네 

7 



스코 사무총장 명의의 인증서를 전달하기 위해 참석했던 여러 장소에서는 많은 축하 행 

사와 주민들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여기 서울에 모인 우리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모두가 삶의 핵심요소이자 우리가 속한 

국가 및 ‘지역사회 집단’ 의 정체성에 중요한 요소이며 무엇보다 나만의 역사를 가진 개 

인으로서의 우리들 모두에게 긴요한 요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60년대 말 초안 작성자들조차도 ‘유토피아적인 꿈' 이라고 생각했던 세계유산협약이 

오늘날에는 회원국들이 인정하는 보편적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이후 

현재 유엔 회원국 중 거의 100%에 달하는 193개 당사국 보유)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에 관한 유네스코 출간물에서 강조되었듯이, 세계유산협약의 핵 

심 메시지는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 빛 자연유산을 보존하여 후세에 물려주 

는 것이다. 이 협약은 전 세계의 국내정책과 국제정책에 반영됐으며, 유산을 보촌 및 홍보 

하여 방문객들이 배우고 즐길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이들이 지역사회의 삶과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도록유도하기 위한제도, 법, 관행으로구체화하여 왔다'’ 

세계유산위원회 위원장을 역 임했던 프란체스코 프란치오니 (Francesco Francioni) 교수 

는 최근 기사에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라는 주제는 지난 30년간 그 중요성이 증 

가해왔다. 이러한 성공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보다 유네스코의 노력과 더불어 세계유산 

협약이 현재의 복잡다단한 문화유산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했기 때문이 

다. 유산 보호가 점점 국제적 사안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이 도전과제를 해 

결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유산협약의 이행 결과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들을 목록화하는 작업 이상의 

큰 의미를 지니며 40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의 치열한 작업 끝에 이루어낸 중요한 진전입니 

다. 이러한 작업은 여러 서적, 기사,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다루었으며 세계 여러 지역의 

유네스코 카테고리2센터와 유네스코 문화유산 석좌 프로그램은 물론 다수의 대학에서도 

조사 및 연구의 주제로 선정됐습니다. 

훌륭한 건축 유산부터 역사적 중심지와 드넓은 자연경관에 이르기까지, ‘유산’ 의 개념은 

베니스 헌장(1964년)과 1994년에 채택된 ‘진정성에 대한 나라 문서 (Nara Document 

on Authenticity) ’ 와 ‘ (유산 관행 문화적 가치 , 진 정 성 의 개념 에 관한) 나라 플러 스 20' 

등을 거치면서 변화해 왔으며, 최근에는 산업시대의 유산부터 현대 건축물에 이르는 유산 

을 발굴 및 평가하는 작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자연경관의 경우, 자연보호 

구역이 지구 생테계 균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나(유네스 

코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 역시 도입)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자연경관의 목록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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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자연 간의 지속 가능한 균형을 통해 세계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 및 유지하는 데 

있어 모범사례로 꼽히는 유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1972년에 채택된 세계유산협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사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모든 진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촌재합니다. 현재 전반적 상황은 이상과는 거리 

가 멀고 여러 유산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유산협약 채택 이후 지난 45년간 

유네스코가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라는 사안에서 거둔 성과를 되짚어보면,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이 협약의 지대한 영향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했고 많은 보람 역시 안겨 

주었습니다. 

혁신적 네트워킹 시스템과 국제협력 체계에 힘입어 세계유산협약이 거의 보편적으로 수 

용되고 있고 일부 훌륭한 실질적 성과와 성공사례 역시 촌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협 

약의 미래는 심각한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여러 위험으로부터 인류의 공동유산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에서, 국제사회는 유일하게 문 

화 및 자연유산 보호를 단일 체계로 묶어낸 법적 장치이자 국제 규범인 세계유산협약을 

언제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유산협약이 폭넓게 수용되고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은 

2018년 현재 모든 유네스코 회원국이 이 협약을 비준 또는 수용했으며 167개 주권국가 

가 자발적으로 1073점의 자국 유산을 국제적 보호 체계에 편입시켰다는 사실에서 잘 드 

러납니다. 

그러나 이 유산 목록이 오늘날 국제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뛰어 

난 보편적 가치’ 를 지니는 유산이 1,000개라는 상징적 숫자를 이미 초과한 상태에서 계 

속늘어나는등재 유산을국제사회가지속해서 보호해 나갈수 있을까요? 

세계유산협약의 이행 초기부터 (1977-1978년), 이 협약의 핵심정신은 국제협력을 유도 

하고 증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나 정부간위원회에는 문화 및 자연 

유산 훼손을 막기 위해 투입할 수 있는 병력과 자원을 갖춘 군대조직이 없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유산협약 채택 이후 세계유산이 사상 처음으로 직접 공격 및 포격의 대상이 된 사례 

는 1991년 12월 두브로브니크(크로아티아)의 구시가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도 등재 가능성이 있는 유산을 고의로 파괴하는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1993년 11월에는 

모스타르(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역사적인 다리가 파괴되었고, 2001년 3월에는 탈레 

반 정권이 바미안(아프가니스탄)에 위치한 거대 불상을 다이너마이트를 동원해 고의로 

폭파했습니다. 

9 



그 후 소위 ‘아람의 봄' 이 진행되던 시기에도, 2012년 7월 유서 깊은 도시 팀북투(말리) 

에 위치한 세계유산의 왕릉을 파괴하는 만행이 발생해 국제사회가 경악했으며 더구나 이 

사건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세계유산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던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침통한 마음으로 세계 여러 지역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목도해 왔으며 최근에는 

시리아에서 계속되는 분쟁사태 속에서 알레포의 구시가지와 성채, 크락 데 슈발리에, 팔 

미라를 비롯한 일부 세계유산이 파괴되었으며 여전히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리비아와 예 

멘에서도 높은 가치를 지닌 다수의 유산이 훼손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아프리카의 세계 자연유산(살론가 국립공원, 비룬가 국립공원, 가람바 국 

립공원, 카주히 비에가 국립공원, 오카피 야생동물 보호구역 등 콩고민주공화국에 위치한 

모든 자연유산, 코트디브와르의 코모에 국립공원, 에티오피아의 시미엔 국립공원)이 내 

전의 영향을 받아왔고 이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들을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올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유산협약은 훼손된 유산의 복구를 지원하고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복잡 

한 임무를 다뤄야 했습니다. 

한 예로, 1992년에 세계유산 등재와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등재가 동시에 이루어진 앙코 

르(캄보디아)의 세계유산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유적지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캄보 

디아를 휩쓸었던 분쟁 당시와 그 이후에 약탈꾼들의 표적이 되었으나 유네스코가 주도한 

국제 보호 캠페 인 (International Safeguarding Campaign) 에 따라 점 진 적 으로 복구되 어 

2004년 위험에 처한 문화유산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오늘날, 캄보디아의 유명 세계유산인 앙코르는 모범 사례의 구현 장소이자 국제협력의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유네스코는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계속 앙코르의 미래에 동참함으로써 이 위대한 문화유산이 관광과 개발로 훼손 

되는일을방지하고자합니다." 

최근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2001년 탈레반 정권이 바미안(아프가니스탄)에 위 

치한유명한불상을파괴하겠다고발표해 세계의 이목을집중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파괴 

행위는 결국 진행되었지만, 유네스코가 신속하게 개입하여 바미안 계곡의 문화 경관과 고 

고학 유적을 세계유산 및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함으로써 세계유산협약에 따 

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에 위치한 첨탑부터 헤랏의 기념물까지(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라크의 유적지부터 

팔레스타인의 유산과 모스타르의 구시가지까지(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분쟁 이후의 

상황에 놓인 다수의 기타 문화유산이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개입과 지원을 통한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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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 북부의 훼손된 문화유산을 복구하는 작업은 유네스코가 주도하고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말리 정부를 지원하는 야심 찬 프로그램으로서 말리 팀북투의 문화유산을 

복구하고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말리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고문서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팀북투 소재 왕릉 16기 

중 14기가 분쟁 당시 무장세력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님은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012년 팀북투 (말리) 

의 유네스코세계유산에 속한왕릉 9기와시디 야히아모스크의 비밀 문을파괴한혐의로 

아흐메드 알파키 알마흐디를 전범죄로 기소한 후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국제형사재판소 

가 내린 판결은 유산이 인류 전체에게 지니는 중요성과 수 세기 동안 유산울 보촌해온 지 

역사회의 공로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하나의 이정표라할수 있다. 또한, 이 판결은유산이 

재건 및 평화정착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유네스코의 신념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말 

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세계유산협약은 확대일로에 있는 광범위한 시스템에 의해 이행되고 있으며, 이 

시스템에는 중앙정부부터 현장 관리자에 이르는 모든 당사국 관계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의 3대 자문기구인 ICCROM(국제문화재보촌연구소), ICOMOS(국제기념물유적 

협의회), IUCN(세계자연보호연맹) 그리고 다수의 세계 전문조직 및 기관이 포함됩니다. 

또한 새로운 참여주체와 파트너가 계속해서 네트워크에 편입되고 있습니다. 각 주체는 

정책 수립, 국가 정책에 통합되어야하는방법론과관리 관행의 보급, 역량강화, 문화및 

자연유산에 대한 인식과 교육적 역할의 확대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시스템과 이를 구성하는 개인 및 기관은 세계유산협약의 가장 중요한 성 

과입니다. 바로 이러한 개인 및 기관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이 협약의 촌재감을 확보하고 

그 미래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계유산협약은 유엔이 21세기 초에 설정한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국제적 노력을규합하는데 있어 중요한수단이 되었습니다. 

중요성이 높은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재화 및 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세계유산협약은 경제개발의 원동력이 되어 극심한 빈곤과 기아를 

퇴치하는데기여할수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세계유산협약은 분쟁지역에 소재한 다수의 자연유산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사례로, 콩고민주공화국(DRC)에서는 각국 정부, 유엔 재 

단, 콩고에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가 지원하는 주요 프로젝트가 2000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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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에 소재한 5점의 세계유산은 모두 주요 삼림 지역이자 다양한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 

식지이며 현재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유네스코는 매 

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분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지 관리역량을 재조직하 

는 작업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인정을 받는 모든 시스템이 그러하듯, 세계유산협약 역시 다양한 도전과 

제에 직면해 있으며 계속 관련 정책과 전략을 수정하여 이러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고 있 

습니다. 

먼저 세계유산목록의 균형성 향상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1994년 세계유산위원회는 ‘세 

계문화유산 목록의 균형성, 대표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전략' 을 수립함으로써 세 

계문화유산 목록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기념물에 초점을 맞춘 서양 중심적 ‘유산’ 개념을 

근본적으로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분명히 특정 카테고리의 유산(현대 유산 또는 유사 이전 유산)은 등재 건수가 상대적으 

로 적습니다. 열대 초지, 호수, 툰드라 등의 카데고리가 포함된 자연유산의 경우에도 비슷 

한문제가촌재합니다. 

세계유산협약이 성공을 거두면서, 협약 당사국들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시키고자 하는 

유산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무국과 자문기구의 업무가 과중하게 되 

었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이미 부족한 인적, 물적 자원에 부담이 크게 가중되어 

업무 수행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유산 보존에 대한 모니터링은 세계유산목록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높은 보존 

기준을 확립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정기 보고 시스템을 간소화하여 핵심 사안에 집중하고 효율적인 지표 시스템을 개발하 

여 모니터링 시 세계유산협약의 핵심 사안에 더 정기적으로 집중해야하며, 특히 ICCROM 

이 수립한 유네스코 글로벌 교육전략을 세계유산센터, ICOMOS, IUCN과의 협력하에 실 

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여러 번 지적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고 불완전하게나마 전반적 상황을 짚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엄중한 

도전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필요에 부용하기 위한 자원은 부족하 

고세계유산보촌이라는협약의 목표를달성하느냐마느냐하는문제가걸려 있습니다. 

세계유산협약이 당사국에 제공하는 지원은 주로 세계유산기금(World Heritage Fund), 

유네스코, 기타 공공 및 민간 기부금을 통해 조성된 자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몇 년간 실질 가용자원이 감소해 왔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기술적 지원을 개선해야 하는 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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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두 임무는 상호보완적이며 양자의 결합을 통해 인류 유산의 

보촌이라는궁극적 목표를달성하는것이 위원회의 사명입니다. 

세계유산협약이 이런 새로운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당사국들이 협약에 힘을 

실어주고 지난 40년간 협약이 수행해 온 역할과 협약이 쌓아온 명성을 더욱 증진할 수 있 

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와 같이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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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상해 
국민대 석좌교수 / 성균관 명예교수 

전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코넬대학교 대학원에서 건축설계 전공으로 건 

축학 석사학위를, 건축역사 전공으로 건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학교 교수, 한국건축 

역사학회 회장,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ICOMOS) 한국위원회 위원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세계유산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국민대학 

교 석좌교수,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Korea Foundation for the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Technology)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상해 교수는 건축이 들어서는 터가 지닌 특성, 건축을 이루는 주제에 대해 파악하는 것을 하나 

의 축으로, 한국건축사를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의 맥락으로 파악하는 것을 또 다른 하나의 축으 

로삼아연구하고있다. 

주요 저술로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공저), 문화환경보전과 건축 (공저)， 종묘, 서원, 궁궐·유교 

건촉 양동마을, 하회마을 Dwellings, Settlements and Tradition (공저), Asia's Old 

Dwellings : Tradition, Resilience, and Change (공저 ) 등이 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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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2 : 세계유산협약가입 후한국의 유산및문화정책의 변화 

세계유산협약 가입 30주년을 맞은 

한국의 세계유산 보호관리 현황과 당면과제 

이상해 

주지하듯이, 한국은 1988넌 9월 14일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이 글에서는 앞으로 ‘세계유산협약' 으로 약칭함)을 인준하고 이에 가입하였다. 

오늘 발표자는 한국의 ‘‘세계유산협약'’ 가입 30년을 맞아, 한국이 그간 어떻게 이 협약 

을 이행하여왔으며, 이 협약의 가입으로 인해 한국의 유산 보호 및 관리에 어떠한 변화 

가 있었는지, 그리고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당면한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발제하 

고자한다. 

1. 유산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인식의 증진 

대한민국 정부는 1961년 10월 2일 중앙행정기관으로 ‘문화재관리국’을 설치하여 국 

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문화재관리국의 발족 

과 함께 정부는 문화재 보호와 관리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1961넌 12월 26일 ‘문화 

재보호법’을 제정하여 1962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문화재보호법의 제정 목적은 "문 

화재를 보촌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인류 문화 

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새로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보, 보물 등 

국가 지정 문화재가 생기기 시작했고, 문화재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 심의 

하는 문화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문화재관리국은 1999년 5월 24일 ‘문화재청’ 으로 

승격되어 기구가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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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88년 9월 14일 제계유산협약' 에 가입함으로써 협약 가입 이전과 비교해서 

유산의 보호와 관리에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유산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인식 

의 증진을 들 수 있겠다. 한국의 유산인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석굴암·불국사가 1995 

넌 12월 9일세계유산목록에 처음등재되면서 국내 차원을넘어, ‘유산의 보호와관리' 

가 국가간 협조와 교류 등을 통해서도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 점을 들 수 있다. 

국가간 유산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의 공유와 교류를 중요하게 인식하게 된 

것이댜 

1996년 4월 19일에는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문화재의 보촌·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문 

화의 보급과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한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이 제정되어 준비 과정 

을 거쳐 2000년 3월 2일 개교하였다. 한국전통문화학교는 2011년 7월 14일 한국전통 

문화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에 더하여, 문화재청은 1997년 12월 8일 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일 

깨움과 동시에, 범국민적으로 유산을 제대로 알고 찾고 가꾸기 위해 ‘문화유산 헌장' 

을 제정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속하는 1999년 4월 19일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노력으로 이코모스 한국위원회가 창립되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유산 보호와 홍보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 시민단체들, 문화재 지킴이들이 전국적으로 현저하게 늘어났 

다. 

요약하면, 한국이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하고, 한국의 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기 

시작함으로써 국내에 유산의 보호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하였음은 물론 

이고, 유산의 보호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단체와 사람들이 늘어났다. 

2.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한국의 국내 활동과 노력 

한국의 유산이 1995년부터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후, 문화재청은 1999년 1월 문화재 

보호법을 개정하여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개정 이전까지 문 

화재보호법에는 한국의 ‘문화재’ 에 대한 포괄적 정의가 없이 문화재란 유형문화재, 무 

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는 ‘문 

화재'란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 

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 정의한 후, 문화재에는 유형문화 

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가 있다고 하였다. 

어떤 국가가 자국의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려고 하면, 세계유산협약과 운영지 

침의 기본 내용에 부합하는 제도와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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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의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2006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댜 이 규정에는 잠정목록 대상 유산의 신청, 선정, 조사, 조정, 세 

계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사전협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관련 일정, 문화재위원 

회 심의,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에 

는 계획인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제반행정 절차와유의 사항은잘명시되어 있다. 

또한 한국은 2010년 9월 문화재보호법을 개전하여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한국의 유 

산을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보호, 관리,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 때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관리하기 시작하 

였다.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 보호와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세계유산 등 

의 보촌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고, 세계유산의 보촌 및 등재 유지 등 

을 고려하여 세계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촌지역 범위를 문화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 

으며, 역사문화환경 보촌지역 내 지정문화재의 보촌에 우려가 있는 행위를 고시함에 

세계유산의 보존 및 등재 유지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이때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조 

항을 근거로 해서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주변지역을 보존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것이다. 

문화재청은 이상 언급한 세계유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문화재청 조직의 하나로 

세계유산팀을 2015년 12월 30일 설치하였다. 그 이전에는 문화재청의 국제협력과에서 

세계유산 관련 업무를 수행 하였고, 국제협력과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전담 부서가 없 

었댜 

세계유산협약의 이행과 연관하여, 문화재청은 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건조물 문 

화재 안전 점검 매뉴얼' (200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2006 

넌), ‘문화재 재난대용매뉴얼' (2006년), ‘건축문화재 점검관리 매뉴얼' (2008년), ‘동 

구릉 화재 예방 실무 매뉴얼' (2008년), ‘문화유산 재해 예방 매뉴얼' （세계유산을 위 

한 유지 관리 매뉴얼, 2009년), ‘선사유적 보존관리 매뉴얼' , ‘고분의 보존관리 매뉴 

얼', ‘서원의 보촌관리 매뉴얼' 등 여러 매뉴얼들을 만들었으며, ‘세계유산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를 여러 해에 걸쳐 개발하여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한국의 세계유산에 대 

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는 수원시와 공동으로 유네스코가 간행한 밌1]계유 

산, 새 천년을 향한 도전괴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2007넌 간행하였다. 이 책의 책임 편집 

은 프란체스코 반다린, 편집은 소피아 라바디, 원고를 집필한 사람들은 클레어 브리지 

워터를포함하여 국제적 유산전문가 2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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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위한한국의 국내 활동과노력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1995년 12월 9일: 한국의 유산인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석굴암·불국사가 세계유산목록에 

처음등재 

• 1997년 12월 8알 문화재청, ‘문화유산헌장’ 제정 

• 1999넌 1월: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세계유산관련 내용 포함시킴 

• 1999년 4월 19알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창립 

• 1999년 7월: 세계문화유산모니터링 훈련 (문화재청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2001년: 세계문화유산 정기보고서 준비 아·테지역 훈련워크숍 

• 2002년: ‘한국의 문화유산’ (국문판, 영문판) 책자발간 

• 2004년 3월 :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워크숍 개최 

_ ‘세계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종묘선언문’ 채택 

• 2005년 6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서울회의 개최 

_ ‘아시아의 역사도시와 전통마을의 관광 자원화 전략에 관한 서울 선언문’ 채택 

•2006년 6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아시아테평양지역회의 및이코모스문화 

관광위원회 워크숍개최 

_ ‘안동권고문’ 채택 

• 2007년: 이코모스 지역회의 개최, 주제: 아시아와테평양의 유산과대도시 

_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유산과 대도시에 대한 선언문(서울 선언문)’ 채택 

• 2009년 11월: 제 1차 세계유산 포럼 개최 

- 주최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 2010년 9월 :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한국의 유산을 국가지 정문화재에 준하여 보호, 관리,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이 문화재보호법에 포함됨 

• 2011년 12월: 세계유산 정기보고 아시아 지역회의 개최 

- 장소및 일정: 경기도수원, 3박 4일 

- 참가: 아시아 지역 27개국 세계유산담당자 및 전문가 130여명 참석 

- 주최: 문화재청, 경기도, 수원시 

- 주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후원: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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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세계유산 협약 40주년 기념 카툰 청소년 공모 후 에니메이션 제작, 배포 

• 2012년 9월 : 세계유산협약 40주년 기념 국제회의 

- 주제 : 세계유산보존과 지역공동체의 역할 - 아시아지역에서의 개념과 실천 

- 주최 : 문화재청,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충청남도 

• 2012년 9월 :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 (WCC) 개최 

- 째주선언문’ 채택 

• 2012년: 세계유산 정기보고서 제출 

• 2012년 3월 3일 : Patrimonito Korean National Storyboard Competition 개최 

• 2012년 3월 16일 : UNESCO World Heritage Youth Storyboard Korean Competition 

• 2012년 9월 7일 : IUCN World Conservation Congress, 한국의 제주도에서 개최 

• 2014년 10월 21일 : Young leaders film World Heritage sites at Media Communication 
Training Workshop, 한국의 경주에서 개최 

• 2015년 12월 : 문화재청에 세계유산팀 설치 

•2017년: ‘세계유산협약이행을위한운영지침’ 한국어판출간 

3.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한국의 국제 활동과 노력 

3.1. 한국의 세계유산협약 가입과 위원국 활동 

• 1988년 9월 14일: 세계유산협약 가입 (101번째 협약 체결국) 

• 1997년 - 2003년: 세계유산협약 위원국 

• 2005년 - 2009년: 세계유산협약 위원국 (2007-2008 제32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장단) 

• 2013년 - 2017년: 세계유산협약 위원국 (2016-2017 제41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장단) 

3.2. 세계유산협약이행을위한한국의 기여와노력 

세계유산협약이행을위한한국 정부의 기여와국제적 노력은다음과같다. 

(관련 링 크 : https : I/whc unesco. org/en/partners/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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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네스코 신탁기금 

• 2000년 - 2005년 : 북한 소재 고구려 고분 보존을 위해 10만불 매년 지원 

• 2011년 - 현재 : 유네스코 세계유산 신탁기금 40만불 매년 지원 

- 북한 소재 고구려 고분군의 보촌 

-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의 세계유산등재 신청 준비 지원 

- 지역 공동체 참여를 통한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 

- 아시아 테평양 지역 국가의 세계유산 협약 이행 역량 강화 

(2). 세계유산 자문기구 협력 - ICCROM, ICOMOS, IUCN 

• 2012년 - 현재 : 문화재청-ICCROM 아테지역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를 위해 신탁기금 연 

간 20만불지원 

- CollAsia(아태지 역 보존복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최 

- 문화재정책 관련 주제별 전문가 포럼 및 심포지엄 개최 

- 문화재보존 전문인력 교류 빛 아태지역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관련 링크 : http: ／Iw炳N.iccrom.org/regions/asia-and-pacific)

• 2017년 - 현재 : 문화재청-IUCN 아태지역 주제 연구사업 기여금 연간 4.3만불 지원 

- 아태지역의 화산유산, 지질유산 등 세계유산 관련 주제 연구 

• 2017년 - 현재 : 문화재청-ICOMOS 아태지역 주제 연구사업 기여금 연간 4.3만불 지원 

- 아태지역의 암석예술, 차경관등세계유산관련 주제 연구 

4.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의 창립과 국내외 활동 

문화유산의 보전과 보호를 위한 전문가 NGO로 1999년 4월 19일 설립된 이코모스(국제 

기념물 유적 협의회) 한국위원회는 국제적 수준의 전문적이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댜 유산의 보전을 위한 전문 지식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며 더 발전된 문화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의 주요 활동을 열거하면 다 

음과같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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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12월: 세계유산모니터링 국내훈련 워크숍주관 

• 2001년 7월: 세계문화유산 정기보고서 준비, 아테지역 훈련워크숍 후원 

• 2001년 9월 -12월: "세계유산 정책 및 모니터링 제도에 관한 연구’' 수행 

• 2002년 11월: ‘2002 UN 문화유산의 해' 기념 심포지엄 개최 

• 2003년 5월 -12월: 세계문화유산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작성 및 실시 

• 2003년 12월 : 세계문화유산 심포지 엄 주최, 주제 : 수원화성 국제적 역사문화 도시로 가꾸 

기 

• 2004년 3월 :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를 위한 워크숍 개최 

• 2004년 9월 - 12월 : 북한 문화재 세계문화유산 등재지원 사업 

• 2004년 10월: ”고구려 고분의 보촌과관리’' 국제 심포지엄 개최 

• 2004년 11월 : 세계유산보호정책 세미나 개최 

• 2005년 5월 - 6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서울 회의 개최 

• 2005년 10월 -12월: "세계유산 작성신청서 매뉴얼 작성’' 연구 수행 

• 2005년 11월 : 개성 역사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북남공동 학술토론회와 유적답사 
참석,장소: 개성 

• 2005년 12월: 개성역사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및 기타 현안 논의를 위한 실무 회담 참석, 장 

소:개성 

• 2006넌 6월: 이코모스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 & 이코모스 국제 문화관광위원회 워크숍 

개최 

• 2006년 11월 : 신안선 발굴 30주년 국제학술대회 공동 개최 

• 2007년 5월 - 6월: 2007 이코모스 아시아·테평양 지역회의 개최, 주제 : 아시아와 테평양 

에서의 대도시와유산 

• 2008년 12월: 역사도시와세계유산국제학술회의 개최, 주제 :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경주 역사문화지구의 보존과 활용 

• 2010년 11월 : 이코모스 관련 헌장, 선언문 한국어 번역문 책자 발간 

• 2012년 12월: 세계유산상시모니터링지표 개발 

• 2012년 12월: 유네스코정책연구-세계유산협약 유·무형유산 연계 가치 연구 수행 

• 2012년 8월 - 2013년 7월 :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마스터플랜수립 학술 연구 

• 2012년 12월: 세계유산 상시 모니터링 지표 시범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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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2월: 국제학술회의 개최, 장소: 경주 

• 2014년 4월 : 석굴암 석굴 국제전문가 초청 빛 현지조사 

• 2014년 12월 : 조선왕릉 자연생태 자원조사 연구 

• 2015년 5월: 세계유산조선왕릉보촌·관리·활용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5. 향후과제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한국이 당면한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같다. 

5.1 세계유산목록 등재 신청 유산의 균형성 유지 

2018년 현재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한국의 세계유산들에 적용된 등재기준, 유산의 연 

대는다음표와같댜 

표 1. 한국의 세계유산목록 

등재 연도 유산의 명칭 등재 기준 유산의 구분 유산의 연대 

Haeinsa Temple Janggyeong 
15세기 

1995년 Panjeon, the Depositories for the (iv)(vi) 문화유산 
조선시대 Tripitaka Koreana Woodblocks 

1995년 Jongmyo Shrine (iv) 문학유산 
15세기 초창 
조선시대 

1995년 
Seokguram Grotto and Bulguksa (i)(iv) 문학유산 

미분류(8세기 초창) 
Temple 통일선라시대 

1997년 Changdeokgung Palace Complex (ii)(iii)(iv) 문학유산 
15세기 초창 
조선시대 

1997년 Hwaseong Fortress (ii)(iii) 문학유산 조선시대 

2000년 
Gochang, Hwasun and Ganghwa 

(iii) 문학유산 선사시대(청동기) Dolmen Sites 

2000년 Gyeongj u Historic Areas (ii)(iii) 문학유산 삼국시대 

2007년 
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vii)(viii) 자연유산 미분류 Tubes 

2009년 
Royal Tombs of the Joseon (iii)(iv)(vi) 문화유산 

15-20세기 
Dynasty 조선시대 

2010년 
Historic Villages of Korea: Hahoe 

(iii)(iv) 문학유산 
15-16세기 

and Yangdong 조선시대 

2014년 Namhansanseong (ii)(iv) 문학유산 조선시대 

2015년 Baekje Historic Areas (ii)(iii) 문학유산 삼국시대 

위의 표 1.에서 문화유산 11건, 자연유산 1건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며, 자연 

유산에 비하여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유산이 상대적으로 아주 많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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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으로 등재된 11건에 적용된 등재기준을 보면 (ii)는 5건, (iii)는 6건, (iv)는 7건 

인 반면, (i)은 1건, (v)는 0건, (vi)은 2건 이어서, 등재기준 (ii), (iii), (iv) 에 편중되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유산 1건에는 등 

재 기 준 (vii) 과 (viii) 이 적 용되 었고, (ix) 와 (x) 은 적 용되 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역사는 크게 선사시대, 삼국시대(기원전 1세기 - 기원후 7세기 후반)， 통일신라 

시대 (676- 935), 고려시대 (918-1392), 조선시대 (1392-1910)로 구분된다. 세계유산 

으로 등재된 11건 문화유산의 시대별 분포를 표 1.에서 정리해 보면, 선사시대 1건, 삼국 

시대 2건, 통일신라시대 1건, 고려시대 0건, 조선시대 7건 이다. 등재 신청을 한 문화유 

산이 속하는 시대가 조선시대에 크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고려시대에 속하는 

유산은 한 건도 없다. 추후, 유산의 연대도 고려되어 세계유산목록 등재 신청을 하는 것 

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세계유산협약은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유산은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 

라고 정의하고 있다.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한국의 문화유산 중에서 ‘기념물’ 에 속하 

는 것은 석굴암·불국사, 창덕궁, 화성, 조선왕릉, 남한산성 5건, ‘건조물군’ 에 속하는 것 

은 해인사 장경판전, 석굴암·불국사, 종묘, 창덕궁, 화성, 한국의역사마을:하회와양동 6 

건, ‘유적지' 에 속하는 것은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 경주역사유적지구, 백제역사유 

적지구 3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석굴암·불국사, 창덕궁, 화성은 기념물과 건조 

물군에 중복되어 적용되었지만, 문화유산의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고루 걸쳐 있다고 할 

수있다. 

한국의 세계유산잠정목록등재 현황은표 2.와같다. 

표 2.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한국의 유산 현황 

등재 연도 유산의 명칭 등재 기준 

1994 Kangjingun Kiln Sites ( ii) (iii) (iv) (v )(vi ) 

1994 Mt. Soraksan Nature Reserve (vii)(x) 

2002 
Sites of fossilized dinosaurs (viii)(ix)(x) 
throughout the Southern seacoast 

2010 Southwestern Coast Tidal Flats (vii)(viii)(ix) 

2010 Salterns (iii)(v) 

2010 Daegokcheon Stream Petroglyphs (iii) 

2010 
Ancient Mountain Fortresses in (iii)(iv)(v) 
Central Korea 

2011 Upo Wetland (vii)(x) 

2011 
Naganeupseong, Town Fortress (iii)(iv)(v)(vi) 
and Village 

2011 Oeam Village (iii)(iv)(v)(vi) 

2011 
Seowon, Confucian Academies of (ii)(iii)(iv)(v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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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의 구분 유산의 연대 

문학유선 
10- 14세7 l 
고려시대 

자연유산 미분류 

자연유산 
Cretaceous period 
of the Mesozoic era 

자연유산 □l분류 

문학유산 미분류 

문학유산 선사시대 

문학유산 미분류(고대 -근세) 

자연유산 □l분류 

문학유산 조선시대 

문학유산 조선시대 

문학유산 
16- 17세7 l 

조선시대 



5.2 한국에서 사용하는 ‘문화재' 용어에 대한 재고 필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크게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구분된다. 문화유산에 포함되는 기 

념물 건조물군, 유적지에 대한 정의는 세계유산협약에 제시되어 있다. 세계유산은 모두 

부동의 유형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세계유산에 포함되는 ‘유산’과 한국의 문화 

재보호법의 ‘문화재’ 에 포함되는 대상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에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가 포함되며, 이들 ‘문화재' 

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문화재보호법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1) .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 

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학술적 가치가큰것과이에 준하는고고자료 

(2) .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무형의 문화적 유산중다음각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등에 관한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등에 관한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및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등사회적 의식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3). 기념물: 다음각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 

넘이 될 만한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 ·경관적 
또는학술적가치가큰것 

(4) ,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 

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서 말하는 유형문화재 중에서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 

예품 등과 감이 ‘동산’ 에 속하는 문화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 등재 대상에서 제외 

된다. 다시 말하면, 세계유산에서 말하는 ‘문화유산’ 은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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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라고말하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제 중에서 유형문화 

재와기념물에속하면서 ‘부동산’으로분류되는것에한정된다. 

요약하면, 한국에서 사용하는 ‘문화재' 용어, 세계유산에서 사용하는 ‘문화유산’ 용어 

의 정의와 개념, 그리고 각 용어에 포함되는 대상에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다. 뿐 

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문화재'에는 창조적·예술적 가치를 지 

닌 ‘문화유산’과 더불어 천연기념물에 속하는 ‘자연유산’을 포함하고 있다. ‘문화재'라 

는 용어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흔히 ‘문화’ 와 연계시켜 인류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인간 

이 일구어낸 창조적 소산으로 이해하지만,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실제 적용되는 ‘문 

화재' 는 ‘문화’ 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재' 또는 ‘유산’ 의 정의는 목적이나 포함되는 대상에 따라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유산’과 한국의 ‘문화 

재' 용어의 정의 사이에는 서로 공유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런 이 

유로 한국에서는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문화재' 라는 용어를 개념상 ‘문화유산' 용어 

와 같이 쓰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양자를 용어의 정의와 개념상 명확히 구 

분하기 어려운 측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용어 사용상의 이러한혼란을극복하기 위해 ‘문화재’라는용어를 ‘국가유산’이란용어 

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국가유산을 문화유산(유형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등)과 자연 

유산(천연기념물, 명승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자는 생각한다. 이렇 

게 한국의 유산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재정립하면, 한국의 ‘국가유산’ 은 유네스코의 ‘세 

계유산’ 에 상응하는 용어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5.3 세계유산 주변 환경의 보호와 관리에 수반되는 여러 문제의 극복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한국의 유산 주변에 해당하는 완충구역과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개발 압력은 유산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꾸준히 야기되고 있다. 유산 주변의 개발 

은 유산의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발로 발생되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유산 자 

체에 피해가 발생한다. 한국의 문화재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현상변경 심의 등을 하고 있지만 사유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항의와 법적 대응이 발생하고 있고, 유산의 보호 정책이 과도하게 우선시돼 해당 지역이 

낙후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른바 유산의 보호와 개발 사이의 조화로운 해결책이 

요구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에 세계유산의 효과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조항이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총 104조로 구성된 한국의 현 

행 문화재보호법 중세계유산의 효과적인 보호및관리에 관한조항은제19조에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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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등의 등재 및보호'라는 이름으로 3개의 항으로만규정되어 있는데 그내용은다음 

과같댜 

@ 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무형문화유산의 보 

호를 위한 협약'’ 또는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의 우수한 문화재를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신청 대상선정절차등에 관하여는유네스코의 규정을참작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 문화재청장은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된 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 등'’이라 한다)를 비롯한 인류 문화재의 보촌과 문 

화재의 국외 선양을위하여 적극노력하여야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 
하여 유지 · 관리 및 지원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 

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 19조의 ®항과 ©항은 국가 지정 문화재를 세계유산에 등재하고 홍보할 문화재청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등재 이후에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직 명시되어 

있지 않다. 세계유산의 유지 ·관리와 관련된 과제가 선결되지 않는다면 세계유산이 오래 

도록 지역사회와 공존하며 보호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류의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오늘날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환경의 보호와 관 

리’ 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유산 주변 환경도 예외일 수 없다. 세계유산의 지속가능 

성을 고려해 세계유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가 한국에서도 요구된다. 

이에 더하여, 한국의 현행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유지관리지침에는 문화재 보존구역의 

설정을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의 관리 ·보촌 정도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될 소지를 안고 있다. 

6. 맺는말 

마지막으로, 본 발제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사안이 하나 있다.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에 

명시된 등재기준은 지역과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여하한 유산도 탁월한 보편적 가 

치를 충족하면 세계유산목록 등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둔 점을 우리는 높 

게 평가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문화유산 중에서 세계유산 등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단독유산은숫자가한정적인반면에, 연속유산의 대상이 되는문화유산은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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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편이다. 이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지역적으로 문화권을 형성하며 전개된 속성 

을 반영하기 때문이댜 한국의 많은 문화유산들은 여러 유산들을 합쳐야 그 유산의 가 

치가 잘 설명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세계유산 운영지침에서 연속유 

산에 대한 정의와 규정은 좀 더 보완되어 국가와 문화권마다 유산의 속성과 형성의 배 

경이 서로 다른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세계유산은 ‘탁월한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인류가공동으로국제적 차원에서 보 

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이다. 유네스코가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함으로써 실시되고 있 

는 세계유산제도는 국가의 품격과 대외 이미지 제고, 유산의 상징성 제고와 파급 효과, 

유산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인식 증대, 유산의 효율적인 보호와 관리,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관광 수입의 증대 유발, 경제적 부가 가치 창출 등에 기여한다. 한국 역시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서 예외일 수 없다. 여러 어려운 과제를 극복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유산에 대한지속가능한보호와관리는한국 정부, 관련 전문가와단체, 그리고 

시민 모두가 참여해서 노력할 때 가능할 것이다. 

* 발표자는 본 원고의 집필을 위해 여러 자료를 제공해준 문화재청 세계유산팀의 김지홍 주무관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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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 세계유산협약가입 30주년을맞은한국의 세계유산보호관리 현황과당면과제 

이상해 

세계유산협약 가입 30년을 맞은 

한국의 세계유산 보호 관리 현황과 당면 과제 

이상해 국민대학교 석좌교수,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발제 내용 

1. 유산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인식의 증진 

2.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한국의 국내 활동과 노력 

3.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한국의 국제 활동과 노력 

4.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의 창립과 국내외 활동 

5. 향후과제 

6. 맺는말 

쁘유산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인식의 증진 

연 도 주요 내 용 

1961 년 10월 2일 '문화재관리국' 설지 

1961 년 12월 26일 '문화재보호법 ' 제정 

1975 년 4월 17일 '문화재연구소' 신설 

1988 년 9월 14일 한국, ＇세계유산협약'에 가입 

1995 년 12월 9일 해인사 장경판전 , 종묘, 석굴암·불국사, 세계유산목록에 등재 

1996 년 4월 19일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지령 제정, 2000 년 3월 2 일 개교 

1997 년 12월 8일 문화재청 , ＇문화유산 현장' 제정 

1999 년 4월 19일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창립 

1999 년 5월 24일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정 ’으로 승격 

2015 년 12월 30일 문화재정 , 세계유산팀 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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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한국의 국내 활동과 노력 

한국의 유산이 1995 년부터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후, 문화재청은 1999 년 1 월 문화재보 

호법을 개정하여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한국의 유산율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보호, 관리 , 지원해야 한 

다는 조항이 2010 년 9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포함되었다. 이 때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에 의거하여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된 한국의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문화재정은 세계유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문화재정 조직으| 하나로 세계유산팀을 

2015 년 12 월 30 일 설지하였다. 

세계유산협약의 이행과 연관하여, 문화재정은 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여러 

매뉴얼들을 만들었으며, ＇세계유산 모니터링 제크리스트’를 여러 해에 겉져 개발하여 

등재된 한국의 세계유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는 수원시와 공동으로 유네스코가 간행한 『세계유산, 

새 전년을 향한 도전 』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2007 년 간행하였다. 

3.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한국의 국제 활동과 노력 

3.1. 한국의 세계유산협약 가입과 위원국 활동 

3.2.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한국의 기여와 노력 

(1). 유네스코 신탁기금 

(2). 세계유산 자문기구 협력 - ICCROM, ICOMOS, IUCN 

4.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의 창립과 국내외 활동 

문화유산의 보전과 보호를 위한 전문가 NGO로 설립된 0| 코모스 한국위원회는 유산의 

보전을 위한 전문 지식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며 뎌 발전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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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과제 

5.1 세계유산목록 등재 신청 유산의 균형성 유지 

5.2 한국에서 사용하는 '문화재' 용어에 대한 재고 필요 

5.3 세계유산 주변 환경의 보호와 관리에 수반되는 여러 문재의 극복 

5. 향후 과제 

5.1 세계유산목록 등재 신청 유산의 균형성 유지 

표 한국의 세계유산 (문화유산 11 건, 자연유산 1 건 ) 

Haemsa Tem먀e Jan여yeong Pan"on Jon9myo Shnne 

Hwaseong ForIress Gochang, Hwasun and Ganghwa Do|men 
s,es 

Roya| Tombs of the Joseon Dynasty H,stonc Wllages of Korea 

s,okg,,am Grnllo aod B,lg,k,a Tempi, Chaogdeok9"ng Palace Complex 

Gyeongu H,sIonc Aeas JeJu VoIcant lsland and Lava Tu뇨s 

<
Namhansanseong Ba,kje Hi회orE N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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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과제 

5.1 세계유산목록 등재 신청 유산의 균형성 유지 

등재기준 

(i) 

(ii) 

(i ii) 

(iv) 

(v) 

(vi) 

등재된 문화유산 

석굴암과불국사 

장덕궁, 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 남한산성, 백제역사유적지구 

장덕궁 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인돌, 조선왕릉, 한국의역사마을: 하회 

와 양동, 백제 역사유적지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석굴암과 불국사, 창덕궁, 조선왕릉, 하회와 양동, 

남한산성 

없음 

해인사 장경판전, 조선왕릉 

5. 향후과제 

5.2 한국에서 사용하는 ‘문화재' 용어에 대한 재고 필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크게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구분된다. 문화유산에 포함되는 기 

념물, 건조물군, 유적지에 대한 정의는 세계유산협약에 제시되어 있다. 세계유산은 모두 

부동(不動)의 유형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세계유산에 포함되는 '유산’과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에 포함되는 대 

상은 서로 일지하지 않는다. 한국으| 문화재보호법으| ＇문화재'에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 

재, 기념물, 민속문화재가 포함도|며, 그 내용은 문화재보호법에 구제적으로 명시되어 있 

다 

‘문화재청' 영문 표기 

- 이 전: Cultural Properties Administration 

현 재 :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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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 지정 문화재(국가유산)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 문화재보호법의 국가 지정 문화재 

— 
人
」

유
 

r

저
 

계
 

-人
T 
세계무형유산 T T 

세계유산중문화유산 세계유산 중 자연유산 

유네스코세계유산 

5. 향후 과제 

5.3 세계유산 주변 환경의 보호와 관리에 수반되는 여러 문제의 극복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한국의 유산 주변에 해당하는 완충구역과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개발 압력은 유산에 따라 정도의 자이는 있지만 꾸준히 야기도|고 있다. 유산 주변의 개 

발은 유산의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발로 발생되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유산 

자제에 피해가 발생한다. 

한국으| 문화재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현상변경 심의 등 

을 하고 있지만 사유 재산권의 짐해에 대한 항의와 법적 대응이 발생하고 있고, 유산의 

보호 정책이 과도하게 우선시돼 해당 지역이 낙후도I 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른바 유 

산으| 보호와 개발 사이의 조화로운 해결잭이 요구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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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에 세계유산의 효과적인 보호 맞 관리를 위한 조항이 

좀 더 구제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종 104조로 구성된 한국의 현 

행 문화재보호법 중 세계유산의 효과적인 보호 잊 관리에 관한 조항은 제 19조에 '세계유 

산 등의 등재 및 보호'라는 이름으로 3개의 항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제 19조의 ®항과 ®항은 국가 지정 문화재를 세계유산에 등재하고 흥보할 문화재청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등재 0| 후에 발생하는 제반 사항이다. 세 

계유산의 유자관리와 관련된 과제가 선결되지 않는다면 세계유산이 오래도록 지역사회 

와 공존하며 보호도|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류의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오늘날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환경의 보호와 관 

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유산 주변 환경도 예외일 수 없다 세계유산의 중요성을 

고려해 세계유산의 전문적이고 제계적인 보호와 관리가 한국에서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댜 

01 에 더하여, 한국의 현행 국가지정문화재에 내한 유지관리지짐에는 문화재 보존구역의 

설정을 지방자지단제가 문화재의 관리 ·보존 정도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국가적인 

자원에서 불 때 지방자지단제마다 다르게 적용될 소지를 안고 있다.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 닌 유산을 인류가 공동으로 국제적 자원에서 보호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0| 다. 

유네스코가 세계유산협약을 재택함으로써 실시되고 있는 세계유산제도는 국가의 품격과 

대외 이미지 제고, 유산의 상징성 제고와 파급 효과, 유산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인식 증 

대, 유산으| 효율적 인 보호와 관리, 관광객의 중가로 인한 관광 수입의 중대 유발, 경제적 

부가 가지 창출 등에 기여한다. 

한국 역시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서 예오1 일 수 없다. 여러 어려운 과제를 극복하여 세계유 

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유산에 대한 지속가능한 보호와 관리는 한국 정부, 관련 전문가와 

단재 그리고 시민 도두가 잠여해서 노력할 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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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 : 

세계유산협약의 당면과제와 향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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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1 : 세계유산협약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화현상 

세계유산협약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화 현상 

무뇌르부슈나키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가입 30주년을 축하하는 역사적인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행사 장소인 서울은 유명한 도시이자 대한민국의 수도로 

서 2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창덕궁은 1997년에 그리고 종 

묘는 1995년에 각각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습니다. 

먼저 외교부를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저를 초대해주시고 과거 다수의 행사 때와 마찬가지로 따 

뜻하게 환대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저의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가장 최근 방문은 2014년이 

었으며 당시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한국의 가장 독특한 성채 중 하나인 남한산성을 방문 

할기회도가졌습니다. 

본 국제 세미나를 위해 한국 측에서 선정한 주제는 상당히 중요하고도 시의적절합니다. 

‘세계유산협약 의사결정 과정의 정치화' 라는 사안은 세계유산위원회의 각 회의 이전과 

이후에 다양한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논의하는 주제이며 세계유산위원회가 상당히 우려 

하는사안이기도합니다. 

오늘날 세계유산목록이 국제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유산이 1,000개라는 상징적 숫자를 이미 초과한 상태에서 계속 

늘어나는 등재 유산을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전, 현직 유네스코 사무총장들의 행보를 살펴보면, 페데리코 마요르 사무총장님은 1991 

넌과 1993년에, 마츠라 고이치로 사무총장님은 2001넌, 2003년, 2006년에, 이리나 보 

코바 사무총장님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그리고 오드리 아줄레이 현 사무총장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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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려와 실망을 표하면서 모든 당사국들에 1954년에 제정된 헤이 

그협약과 1972년에 채택된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각국의 의무를 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세계유산협약이 가진 힘의 원천은 도덕적 설득력과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의 공 

동 보호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협약 당사국들 간의 국제적 연대입니다(현재 54점의 유 

산이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에 등재됨). 

세계유산의 수가 늘어나고 세계유산의 보존 및 보호와 관련된 사안 역시 증가하는 상황 

에서 당사국들이 세계유산 보호에 대한 의지를 유지 빛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세계유산 후보 지명과 관련해 정상적인 기술적 논의가 아니라 정치적 논의가 증가하는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12년 7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세계유산위원회 

에서는 긴 토론을 거친 후 베들레헴 소재 예수 탄생 교회의 등재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 

행했습니댜 당시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해당 유적을 방문해야 하나 분명 

정치적인 이유로 방문이 불가하여 입장을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으로 시급하게 등재하는 것이 충분히 정당한지에 대해 한 위원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제 

게 자문기구로서의 ICCROM(국제문화재보촌연구소)을 대표해 설명해줄 것을 요청한 

바있습니댜 

세계유산위원회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신뢰를 얻으려면, 당사국, 비( ）정부기구, 

개인이 우려의 목소리를낼 경우각사안에 합당한관심을 기울여 응답해야합니다. 그러 

나 위원회의 권고 사항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체적으로 시정조치를 할 기술 빛 재정적 수 

단이 없는당사국들에 실질적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합니다. 

다수의 회의에서 여러 연사가 세계유산협약 이행 시 발생한 이슈와 도전과제에 대해 이 

미 언급하셨습니다. 저는 영광스럽게도 세계유산협약 채택 10주년, 20주년, 30주년이 

되는 시점에 정기적으로 행사에 참석했고, 당시 이러한 이슈와 우려가 제기되었을 때 세 

계유산위원회가 적절한 조치를 통해 세계유산협약이라는 독특한 합의문의 이상을 보존 

하고 생각에서 행동으로 나아가야 하며 자문기구인 ICOMOS와 IUCN(세계자연보호연 

맹)이 부정적 권고 의사를 표했음에도 유적의 등재를 밀어붙이려는 의도로 행사하는 정 

치적 압력을피해야한다고늘주장했습니다. 

2012년 10월 2일과 3일,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님의 초청으로 파리에 위치한 유네스코 

본부에서 협약 당사국들과 ‘3대 자문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가 이틀에 걸쳐 개최되 

었습니다. 협약의 미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며 개방적이고도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통 

해 ‘앞을 내다보는 논의’ 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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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앞으로 계속 논의될 핵심사안들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토론의 주제로 

채택될 제안사항을 제시해 드리고자 하며, 이에 대해 실질적인 대웅이 이루어져 향후 협 

약의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를바랍니다. 

우리 회의에서 계속등장하는사안들중하나는세계 문화및자연유산의 보촌과관리라 

는 주목적 달성을 위해 세계유산협약이 향후 10년간 어떻게 그 효율성을 유지하는가 하 

는 질문입니다. 여러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들은 오랜 기간 기본적으로 동일했으며 다음 

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유산목록의 신뢰성 문제 

-세계유산목록의 대표성 문제 

-세계문화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보촌 및 보호의 지속가능성 

-특히 등재 절차의 정치화에 따르는 위험 

이미 1999년 제 12차 당사국 총회 당시, 마츠라 고이치로 전 사무총장님께서 다음과 같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적의 지리적 분포는 이 사안의 한 측면에 불과합니다. 모든 국가가 보편성 있 

게 대표되도록 하려는 노력을 진행하는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자연의 혜택과 지 

정학적인 현실로 인해 일부 국가들에 상대적으로 많은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협약의 목적을달성하는데 있어 더 중요하고 적절한것은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카테고 

리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일이며, 이를 위해 세계 자산을 형성하는 다양한 인류문화적 

유산과 생물지리학적 유산을 등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한 언급을 마무리하기 전에, 등재 과정이 정치화되면서 증가하고 있 

는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 당사국의 정부대표단이 여러 측면에서 자국 또 

는 동맹국 영토에 위치한 유산의 등재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압박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 

설을잘알고있습니다. 

물론 세계유산위원회는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자문기구의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후보로 지명된 유산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 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연구의 필 

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무엇보다 법적 보호 또는 관리를 받지 못하는 유산이 목록 

에 등재되도록 밀어붙인다면, 협약이 대표하는 시스템 자체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는 신호가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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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협약, 세계유산목록, 세계유산위원회가 향후에도 신뢰성을 유지하려면, 등재 과 

정에 필요한철저한과학적 검증을촌중해야합니다.” 

2012년 6월 25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지난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의 개막 세션 

과 2012년 10월 2일과 3일에 협약 당사국 대표단과 자문기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지난 회의에서,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님도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특히 보코바 사무총장님께서는 ‘‘이 회의를 시작하면서 세계유산협 

약의 미래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 

니댜 우리는 그간 업무 방식 개선 방안에 대해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해 왔습니다. 그러 

나 이번 회의는 협약 채택 40주년이라는 상황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의 중기 전략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이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댜 .. " 

”이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려면 더 많은 관심과 더 높은 수준의 기술 및 법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한편 ICOMOS는 건축가 제이드 타벳에게 레바논의 전문가 대표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등재 후보로 지명된 문화 및 복합유산의 평가와 관련한 ICOMOS의 업무 방식 및 

절차에 대해 전반적 검토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타벳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고서에 피력했으며, 이 의견 전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최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후보로 지명된 유산의 카테 

고리가 날로 복잡해짐에 따라, 평가절차의 어려움이 증가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자문기 

구의 전문성 및 엄정성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유산이 보편적 인정을 받게 

되면서 점차 정치적 색채를 띠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고려할 때, ICOMOS 

는 등재 후보의 평가 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 공정성, 엄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유산 등재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물론 세계유산위원회의 소관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중재자(facilitator)로 활동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적 성격이 매우 강했던 협상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세계유산목록 등재 

제안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ICOMOS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 

했습니댜 

캄보디아가등재 신청을한프레아비헤아르유적지는캄보디아와태국간의 오랜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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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에 위치합니다. 캄보디아의 평원 위에 있는 고원에 자리 잡은 이 

사원은 시바신에게 봉헌된 곳으로서 포장도로와 계단으로 연결된 성소들이 모여있는 유 

적이며 11세기 전반기에 조성되었습니다. 뛰어난 건축물, 돌을 깎아 만든 아름다운 장식 

물 자연환경과의 절묘한조화를살펴보면 이 유적이 얼마나탁월한지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이 유적 주위의 경관이 국경분쟁 지역에 속해 있다는 점입니다. 이곳은 캄보디아 

가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하면서 2000년대에 매우 정치화된 사안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유네스코는 2007년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지명 관련 토론을 연기했으나 2008년 7 

월 8일 퀘벡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프레아 비헤아르의 등재를 승인했습니다. 이는 간단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ICOMOS가 회의에 제출한 평가보고서로 인해 후보 지명과 관련 

하여 많은 이슈가 제기되었습니다(크리스티나 카메론과 메히틸트 뢰슬러의 공저 내용 

참조). 

먼저, 이 보고서에는 (2008년 세계유산위원회 회의가개최되기 며칠 전인 2008년 6월 25 

일에 최종본 완성) 태국이 캄보디아의 신청을 지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8년 5월 22 

일, 캄보디아와 태국은 당사국 자격으로 공동문서를 제출했으며, 이 문서의 첫째 문단을 

보면 ‘‘태국왕국은캄보디아왕국의 제안대로제32차세계유산위원회 회의 (2008년 7월 

캐나다 퀘벡)에서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을 지지한다…'’ 

고나와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6월 19일부터 29일까지 파리 소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제35차 세 

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프레아 비헤아르의 세계유산 지정을 둘러싼 이슈들이 다시 한 

번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ICOMOS가 후보 지명이 다소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피력했고 일부 지역의 지도 및 경계 

선 설정이 적절치 못했기 때문에 해당 유산의 문화적 가치가 온전히 인정받을 수 없었으 

며, 태국 내부의 정치적 문제로 등재 이후의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면서 사원 주변의 국경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었고 사원에 총탄이 날아듦은 물론 

이고 전투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정치적 상황은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2011년 4월 양측을 합하여 

최소 12명의 군인이 사망했고 주민 5만 명이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태국의 총선 준비 과정에서 정치적 이슈를 부각하기 위해 국경분쟁을 이용했다는 것은 

누구나알수있는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태국 대표단과 절충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유네스코는 정 

치적 기구가 아님을 강조하는 한편 유적의 보호 및 적절한 관리가 유네스코의 유일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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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며 보통 헤이그 소재 국제사법재판소가 논의하는 국경 문제에 유네스코는 당사자 

자격으로든 기타 자격으로든 간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에 새로 선출된 이리나 보코바 위원의 지휘 아래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 

에도, 태국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 후 태국의 수윗 쿤키티 자연자원환경 장관 

은 태국이 1972년에 채택된 세계유산협약에서 탈퇴하기를 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몇 년 후 양국은 더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관계로 복귀했습니다. 특히 태국은 프레아 비헤 

아르 유적의 보호 및 개발을 위한 국제공조위원회 (International Coordination 

Committee) 회의에 참석했고 캄보디아 앙코르역사유적보호개발 국제협력위원회 (ICC 

Angkor)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 역시 세계유산위원회의 활동이 정치화될 수 있 

음을 보여주었습니댜 2013년에 출간된 ‘‘세계유산협약 초창기의 다양한 목소리와 하나 

의 비 전 (Many Voices - One Vision : The Early years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이라는 제목의 저서에서, 저의 친구이자 공저자인 크리스티나 카메론과 메 

히틸트 뢰슬러는 ‘‘연구 기간 중, 세계유산위원회는 기술적 기구에서 정치적 색채를 띤 

기구로 변화해갔다…1979년 폴란드가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의 등재를 신청했을 때, 

폰 드로스테는 ‘사무국이 매우 당황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우슈비츠를 예외적인 사안 

으로 여긴 것이 순진한 생각이었음을 고백했다. 사무국은 ‘이렇게 정치적 성격이 강한 

유산을 등재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일 것' 이라고 믿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듬해, 예루살렘 구시가지가 후보로 지명되면서 위원회는 깊은 정치적 수렁에 빠졌습 

니댜 예루살렘 등재에 참여했던 선구자들은 모두 당시 회의가 감정이 격해지고 긴장된 

자리였다고 회고합니다. 

ICOMOS에 등재의 당위성을 설명했던 프레수이레는 ‘‘세상에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유 

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르단의 신청으로 등재된 

이 유산은 유엔이 점령지역으로 간주하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관할 하에 놓인 영토에 

위치하고 있어, 모든 유네스코 이사회 회의에서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모든 세계유산 

위원회 회의에서 주권의 문제가 민감한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어 왔습니다. 

2011년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된 제34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마츠라 고이치로 사 

무총장님께서 제게 이스라엘 대표단과 요르단 및 팔레스타인 대표단 간의 중재자로 나 

서 줄 것을 요청하셨고 위원회는 최초로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채택했습니다(35 

COM 7A.22).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후 현장의 정치적 변화로 후속 조치 실행과 이 결정 

의 조건 이행이 불가능해졌으며, 격렬한 논쟁 후에 진행되는 위원회 투표에서는 항상 구 

성원들사이에 의견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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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최근에는팔레스타인이 예루살렘 남부바티르의 문화경관인 ‘올리브와포도나무의 

땅'과(2014년) 헤브론/알칼릴 구시가지 (2017년)의 등재를 신청했으며, 이 두 건은 계 

속 위원회 내부에서 매우 열띤 토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난해 7월 

초 크라코프에서 진행된 헤브론/알칼릴 지명 관련 논의에서 오갔던 격렬한 논쟁을 기억 

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나, 시간 관계상 다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 

화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자국 유산을 등재시키고자 하는 회원국의 문제만은 아니 

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자문기구가 평가하는 파일 중 일부를 검토해 보면 어떤 경우에는 

자문기구가 기술된 내용에 대해 자율평가를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 

고싶습니다. 

1992년 12월 산타페에서 개최된 제 19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 

실 것입니다. 당시 ICOMOS는앙코르유적에 대해 다음과같은평가서를작성했습니다. 

“지명된 문화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절차를 기준 i, ii, iii, iv에 의거하여 

개시한다. 

또한 아래 a, b, c, d, e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만족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최종 등재 

를 완료할 것을 권고한다. 

a) 캄보디아에서 광범위하고 효율적인 기념물 관리법 시행 

b) 적절한 기념물 보호관청을 설립하고 적정 인원 및 자원을 배치하며 전문성 있게 업무 

를수행 

c) UNDP 구역설정 및 환경관리 프로젝트(ZEMP) 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유산 소재지 

의 국경 문제를재차고려 

d) 효과적으로 관리 및 정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완충지대 설정 (역시 ZEMP의 결과를 

바탕으로) 

e)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앙코르 지역에서 현재 진행 중인 또는 향후 진행될 국제 

보존 및 탐사 프로젝트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율 실시 

이 보고서는 이후 열띤 토론을 촉발했으며, 회의 개막 전날 밤에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 

장, 1991년 회의를 주재했던 전 세계유산위원회 위원장, 유네스코 사무총장, ICOMOS 

사무총장과 보고관, 물론 당연하게도 캄보디아 문화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상이 진 

행되었습니댜 저는 문화유산국장의 자격으로 이 모든 토론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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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일과 관련하여, ICOMOS는 이 등재 신청 건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지 않 

았습니댜 그러나 앙코르의 등재는 오랜 기간 전쟁으로 황폐화된 캄보디아에서 안정과 

화해를 위해 꼭 필요했으며, 1991년에 파리평화협정이 체결된 후 시하누크 왕자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은 캄보디아가 새로 수립한 정책에서 앙코르를 우선순위로 놓는 것이었습 

니다. 

마침내 절충안이 도출되어 앙코르는 산타페 회의에서 세계문화유산 목록과 위험에 처한 

세계문화유산목록에 동시 등재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매우 많은 기사가 이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최근 기사는 이곳 서울에서 

열리는 회의의 주제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엔리코 베르타키니, 클라우디아 리우차, 린 

메스텔 도나텔라 사코네가 공동 작성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련 의사결정의 정치화'’ 

는 2017년 12월 PDF 형식의 파일로 인터넷에 게재되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린 메스켈 교수는 ‘‘현재 등재의 정치성, 극심한 파벌주의, 국제조약 체 

결행위 뿐만 아니라 세계유산협약의 의제에서 보존이라는 사안이 배제되는 근본적 문제 

가 발견되고 있다. 국가가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부정적 결정을 효과적으로 막아 

내든 또는 자문기구가 고조되는 비판에 굴복하여 스스로 완화된 입장을 보이든 간에 결 

과는 마찬가지다. 이미 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보호는 부차적인 문제가 되었다'’라고 일갈 

했습니댜 

이러한 경향이 굳어지고 당사국 총회와 세계유산위원회가 1972년에 채택된 세계유산협 

약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지 않는다면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통해 그 

간세계 각지에서 거둔 뛰어난 성과가 잊히는불행한 결과를 낳을 것이며, 이러한노력을 

기울이고 또한 강화하지 못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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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마스 페예르디 Tamas Feje『dy
이코모스 헝가리위원회 위원장 

1947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났으며, 기념물 보존을 위한 헝가리 국가 기관 내 다양한 보 

직에 근무했다(1946-2013). 

부다페스트 공과대학(Budapest Technical University) 에서 건축학 석사와 기념물 보존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헝가리 페치 (Pecs) 대학교에서 인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후에, 부다페스트 공과대학의 명예 선임 강사로 있으며, 헝가리 파즈마니 페테르 가톨릭 대학 

(Pazmany Peter Catholic University) , 루마니 아의 국립 바베 스보여 이 대 학교 (University 

Babe~-Bolyai of Cluj-Napoca), 파노 니아 대학교(Pannonia-iASK), 부다페스트의 쾨세그 

(K6szeg) 와 중앙유럽 대 학교 (Central European University) 에 서 강의 하고 있댜 

그는 유럽평의회 실무협의단 소속으로, 1994년과 2004년에 나라(Nara)국제회의에 참가했으며 

2002년과 200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장을 역 임하였다. 2015년부터는 헝가리 

ICOMOS 회장직에서 맡고 있으며, ICOMOS와 문화유산 분야 협력을 위한V4(Visegrad 4)의 국 

제 전문가로, 2010년부터는 헝가리 국립 기념관 및 추모 위원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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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2 : 문화유산의 측면에서 본 세계유산협약 운영 및 이행의 당면과제와 대응책 

세계유산협약 이행 및 운영의 당면과제 

타마스페예르디 

올해는 대한민국이 1972년에 제정된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댜 이러한경사와행사는세계 문화및자연유산보호를위한탁월한국제협력 수 

단인 이 협약이 (바로 현재) 잘 이행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 

기도합니다. 

세계유산협약이행의 변화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상황을 외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매우 성공적인 사례라는 긍정 

적 평가가나올만합니다. 물론 1972년에 제정된 세계유산협약은유네스코의 활동 중 가 

장 눈에 띄고 널리 알려진 부분입니다. 협약 이행이 시작된 지 4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 중 일부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재 대상 유산의 범위가 확대되어 여러 카 

테고리의 유산이 비교적 최근에 그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특히 문화경관(특정 하위 범주 

포함)， 산업 유산, 이동 방목 관련 유적, 20세기 건축 유산 (더 최근에는 도시계획)， 그리 

고 가장 최근에는 과학 유산 등이 이미 등재 대상으로 부상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아 

직 마무리되지는 않았으나,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협약의 근원을 살펴보면, 유네스코가 여러 목적 중 ‘뛰어난 보편적 가치’ 를 지 

니는 유산의 보호(보존)를 주목적으로 이 협약을 채택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핵심적 구상과 목표는 국제적 연대의 수단을 지속함으로써 긴급한 공동 개입 활 

동을 원활하게 하여 이미 훼손되거나 여러 위험요소로 인해 심각한 위협에 처한 자연 및 

인공 유산을 보존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간 세계유산협약이 담당 

해온이 중요한역할이 사라졌다고할수는없으나이제 더 이상지배적 우선순위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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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물론 명시된 정책 상에는 우선순위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의 변화를 초래한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는것은나름의 의미가있습니다. 

현 상황은 어느 정도 역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변화가 세계유산협약의 

성공과관련이 있는듯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협약의 성공이 어떤 면에서는협약의 

발목을 잡는 형국입니다 (일부 특정 세계유산의 사례를 들 수 있겠으나 이 현상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협약의 원래 취지가 예상치 않게 바뀐 이유 중 하나는 

세계유산 시스템의 재정이 취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세계유산기금은 협약에 의거하여 설 

립되었으며 국제협력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출범 초기부터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현 상황이 매우 긴급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을 강화하거나 근본적으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없어 시스템 자체가 과거와 거의 동일 

한 가운데 당사국과 등재유산의 수뿐만 아니라 세계유산 활동의 범위 전체가 몇 배로 늘 

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과 재정 부족이 맞물리면서, 세계유산기금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적 참여가 기대 수준에 도달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위험 

에 처한 세계유산에 대한 필수적 개입조치 등 대규모 활동은 소위 특별 예산 협조를 통 

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면 세계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대우 높다는 사실은 재정확보를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다른 

방법으로 창출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도전과제 역시 부상했습니다. 자원이 늘 유 

산 보존에 직접 투입되지는 않는데, 이러한 자원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이 논란의 여지 

가 있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세계유산이 관광명소가 되면서 그 위상에 따른 장점 

도 있으나 안타깝게도 단점 역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장점은 늘 그렇지는 

않지만 대개 투자자가 누리게 되고 새로 형성된 유적 기반 관광산업이 수혜 업종이 됩니 

댜 등재유산은 상당수가 메우 취약한 상태인데 이러한 등재유산의 수용 능력(및/또는 

지속가능성)이 무시되면 보존과 관련한 단점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세계유산협약 이 

행 관련 핵심사항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요즘 당사국들이 새로운 유산에 대해 세계유 

산목록 등재신청을 하는 이유가 대개 유산의 (국가적) 위상을 높이고 관광명소로 개발 

하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세계유산협약은 여전히 유산보호를 진흥 및 강화할 역량을 지니고 있으나 협 

약 채택 당시에는 예견하지 못했던 다른 도구 및 수단을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컨대 

경제 체제 내에서 다양한 성격의 현지, 지역, 세계적 참여주체간에 새로운 형태의 국가 

및국제적 파트너십과협력 체계를구축하는것도한방법입니다. 협약의 이행 및 거버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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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관련하여 우리가 직면한 기존 또는 새로운 도전과제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46년 

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문화유산 분야의 일반 경향 및 동향 

문화환경의 ‘유산화’ 과정은 오랜 기간에 걸쳐 가속화된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세계유 

산협약의 영향력이 날로 증가한 것도 이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날은 "거의 모든 

것이 유산'’이거나 향후 유산으로 인정받을 듯한 분위기입니다. 등재유산의 수가 증가하 

면서, 기촌 유산의 보호와 관련된 원칙 또한 ‘보촌보다 복원이 쉽다’ 는 실용적 접근방식 

의 도전을받고있습니다. 또한이러한생각이 퍼지면서,사라진과거를소위 ‘재창조'할 

수 있다는 현대 기술을 활용해 ‘완벽을 추구' 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 

습니댜 유산을 ‘보존'하는데 그치지 않고 ‘살아숨쉬게'하여 모든 이가즐기도록하는 

것, 이러한 접근방식 역시 세계화에 따른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산의 지속가능성 담보라는 큰 도전과제를 해결하려면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 

도전과제에 대한 인류의 대응체계 수립이라는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산은 ‘지역주 

민'의 삶에 지속적으로녹아들어야하며 기능적 측면을유지하면서 변화도수용해야합 

니댜 유산의 ‘진정성 (authenticity)’ 을 추구한다고 해서 변화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 

다. 유산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개인 또는 지역사회가 생활여건을 개선할 기회를 박탈당 

하는문제 역시 해결해야합니다. 또하나고민해봐야할부분은살아있는유산과인위적 

관광지 조성의 차이가무엇인가하는질문입니다. 관광 ‘자체’는좋은것도나쁜것도아 

니지만, 관광 시 제공되는 서비스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거나 단지 유산 보전의 지속성 

을담보하기 위한작업의 한요소로만기능해야합니다. 보존과창조의 균형에 기반한통 

합적 접근방식에서는 유산을 새롭게 단장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통합적 접근 

방식의 개입을통해 보촌과개발이라는두마리 토끼를잡아야합니다. 

이 모든 경향 및 동향은 어느 정도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이라는 맥락에서 유효하나, 이행 

의 틀이라는 측면에서 만만치 않은 도전과제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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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협약의 이행 및 거버넌스 관련 도전과제 

1. 협약 이행 과정의 정치화 지속 및 가속화 우려 

1.1. 보촌에 앞서 세계유산목록의 신뢰성에 우선순위 부여 - 글로벌 전략의 도입 

잠정적 해결책을 구상하는 데 있어 2002년에 채택된 부다페스트 선언에 담긴 모델이 유 

용하리라 생각합니다. (세계유산목록의) 신뢰성 (Credibility) 이 부다페스트 선언에서 언 

급된 ‘4C' 중 첫 번째 요소라는 사실은 협약의 당초 목표와 관련한 우선순위의 변화를 

반영합니댜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보다 보촌(Conservation) 이 가장 처음에 언급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글로벌 전략이라는 사안을 다룰 시간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균 

형 있는 대표성’ 이 세계유산목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핵심 요건이라는 판단이 이러한 

우려사항의 근본원인이라는 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 견해로는, 협약 담당 기 

관들이 이러한 판단을 기반으로 새로운 그리고 정치적인 요건을 도입한 듯 보입니다. 세 

계유산협약 자체에는 이러한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원회의 ‘구성' 

과 관련한 내용도 없으나, 이는 분명 별도의 사안으로 다뤄야 합니다). 

‘균형’과 ‘대표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데 따르는 모순도 일부 발견되는데, 특히 균형을 

추구할 때 수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수를 

비교하거나 세계 여러 유네스코 지역에 위치한 유산의 수를 비교할 때면 마음이 매우 불 

편합니다. 등재 건수의 상한선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연역적으로 고정된 틀을 만드는 것이 매우 인위적이며 이 틀을 통해 수치적 균형 

은 이룰 수 있으나 전문적 관점에서 문화 및/또는 자연유산 보유 지역의 다양한 특징을 

대표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지 수치를 기준으 

로 동일한 중요성을 지닌 지역들이 평등하게 또는 불평등하게 대표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의 수가 지역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계속수치적 균형을추구하는쪽으로가고자한다면 최소 2가지 방향에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신넘입니다. 첫째, 세계를 5개의 유네스코 지역으로 분류하 

는 체계를 벗어나, 문화지역 분류를 세분화하여 12~15개의 하위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더 현실에 맞는 체계가 수립될 것입니 

댜 둘째,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균형을 판단할 때 (이것이 꼭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만) 숫자가 아니라 평방 킬로미터 등 다른 단위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가장 현 

실적인 체제 정비로 보이는 방식은 1972넌에 제정된 세계유산협약을 늘 2003년에 제정 

된 (무형유산보호) 협약과 함께 적용하여 각기 다른 지역이 지닌 ‘특징’ 또는 특수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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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적인 측면을 짚어보자면 신뢰성 문제에서 긍정적 결과가 파생되기도 했는데, 등재 

대상 유산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해보는 것도 의미 

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문화경관(CL) 이라는 개념이 부각되었으며, 세계유 

산목록의 균형성을 개선하는 데 있어 충분히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검증이 되지 않았음 

에도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문화경관이라는 카데고리는 소위 상대적으 

로 덜 대표된 지역을 염두에 두고 도입되었으나, 이 카테고리 역시 유럽 지역이 가장 잘 

활용해왔기 때문에 그 성공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창출된 주요 결과 중 하나는 ICOMOS가 세계유산목록의 균형성 담 

보를 위해 작성한 격차 보고서 (Gap Report)' 입니다. 보완적인 틀 3가지를 활용한다는 

개념은 매우 신선하고 유용한 접근방식으로서 당사국과 세계유산 조직 모두에 동등하게 

힘을 실어줍니다. 격차 보고서가 주기적으로 수정을 거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1차 

보고서가 지니는 엄청난 가치가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1차 보고서는 이미 향후 

보완활동에 탄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격차 보고서를 살펴보면 국가별 잠정목록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그 

러나 잠정목록은 당사국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기가 어렵습니 

댜 제 소견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자문기구가 국가별 잠정목록 작성 및 관리 과정에 더 

깊이 간여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로 한 결정은 특히 자 

문기구에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자문기구의 책임은 늘어난 반면 세계유산위원회의 최종 

결정과 관련하여 자문기구에게 필요한 권한이나 보장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전 필터링을 거쳐’ 잠정목록에 오른 유산이 결국 등재에 성공하지 못하면 

당사국에게 비난을 받고 세계유산위원회의 독립적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행동에 나섰 

다는 이유로 세계유산위원회의 비난을 받는 이중고를 겪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제 말씀 

은 잠정목록이 세계유산목록의 대표성에 균형감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즉 잠정목록을 수정하는 데 도움 

이 되도록 세계유산위원회와 자문기구에 글로벌 연구와 관련하여 필요할 수도 있는 아 

이디어를제공하는방식이 되어야합니다. 

세계유산목록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기촌 목록에 성공적 등재에 

관한 많은 정보가 들어있으며 자문기구의 경우 등재가 덜 성공적이거나 아예 등재에 설 

패하는 경험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등재의 핵심 요건인 뛰어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연구 

가시급한사안으로부각된 것은우연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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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치처 의도 및 열망과 분재이 세계유산협 °l=의 신 성과 조화로운 이해을 저해 

반드시 언급해야 할 부분은 일부 사안의 경우 국가간 및/또는 지역간에 촌재하는 정치적 

긴장이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도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사실 세계유산협약 자체는 이 

런 사안을 해결해야 할 의무를 규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협약의 장점과 혜 

택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위원회의 협력적 분위기를 저해하여 결국 순수하 

게 과학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편견 없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있습니다. 

1.3 위원 임기가 6년에서 4년으로 크소된 데 따른 세계유산위원회의 구성 변화 

얼핏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보일 수 있으나,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임기가 변경되면서 

위원회의 업무 수준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전례 없이 많은 수 

의 당사국이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비록 자발적 의사를 바탕으로 하기는 하 

지만 4년이라는 새로운 임기가 도입되었다는 점은 전적으로 이해할 만합니다. 세계유산 

협약상의 규정은그내용이 다릅니다. 9조를살펴보겠습니다. 

1. 세계유산위원회의 위원국의 임기는 위원국으로 선출된 총회의 통상 회기의 종료 

일로부터 그 후의 제3차의 통상 회기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2. 다만, 최초의 선거에서 임명된 위원국 중 3분의 1의 임기는 위원국으로 선출된 총 
회의 통상 회기 후 최초의 통상 회기의 종료일에 만료되고 동시에 임명된 위원국 중 

다른 3분의 1의 임기는 위원국으로 선출된 총회의 통상 회기 후 제2차의 통상 회기의 

종료일에 만료된다. 이들 위원국의 국명은 최초의 선거 후에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 
기구의 총회의장의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다. 

3. 동 위원회의 위원국은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분야의 적임자를 자국의 대표로 선 
정한다. 

오늘날에는 2번째 해마다 위원국 중 절반이 교체되지만, 과거에는 위에 언급한 원 규정 
에 따라 3분의 1만이 교체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위원국들의 임기가 긴 편이었기 때문에 

업무경험이 더 쌓임은 물론 자국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다른 

방식의 또는강화된 협조를구할때도덜 ‘조급하게' 처신할가능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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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전문가처 견해에 대한 촌츠 감소 또는 실조: 자문기구의 의견과 권고사항을 무시하 

고 의사결정 시 순수하게 전문적인 방식의 평가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이러한 기준뿐만 

아니라 다른 기준까지 겹용 

2010년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제34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당시 제가 옵서버로서 제시 

한 견해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헝가리는 당사국으로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세계유산협약 

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지합니다. 저는 세계유산위원회의 전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지난 20 

년간 협약의 이행에 간여했던 유산 보촌 행정가로서 개인의 자격으로 본 견해를 밝히는 

바입니댜 이러한 취지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 빛 제안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협 

약의 미래와 관련하여 많은 성찰과 작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협약의 현재 

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과 관련하여 현 위원회 회기 중 일종 

의 ‘기후 변화’ 가 발생한 듯합니다. 협약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구의 권고사항을 위원회 

가 이렇게 많이 그리고 이런 정도로 배제한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의제 제 7 

과 8에 따라 내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평가를 시행할 것을 위원회에서 고려해 주셨으 

면합니댜 

이 평가를 통해 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이 전략목표상의 5C를 추구하는 데 얼마나 공헌했 

는지 가늠해보아야 합니다. 이 평가를 제안하는 이유는 세계유산목록과 세계유산위원회 

의 결정이 모든 이해당사자 및 파트너에게 보촌과 관련하여 신뢰성 있는 기준이자 지침 

으로계속남아있기를희망하기 때문입니다. 

문화 및 자연유산과 관련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세계유산위원회가 현재 그리 

고 미래의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 이후로도 이러한 현상은 위원회 회의 때마다 발생했으며, 이는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이미 내려진 결론을 여기 

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등재 관련 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책임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명된 유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10가지 기준, 진정성 및/또 

는 완정성 검증, 그리고 모든 종류의 성공 여부 평가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 

나 이 모든 점검사항과 관계 없이, 위원회는 지명된 유산의 등재를 자유롭게 승인할 수 

있습니댜 목록에 등재되면 자동적으로 해당 유산은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니게 됩니 

댜 다시 말해, 위원회의 결정이 판례법을 만드는 셈입니다. 

여기서 의사결정자들은 세계유산목록 구성의 또 하나의 특징, 즉 시간적 측면 역시 다뤄 

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과정에는 기 정의된 최종목표가 없습니다.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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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열린 목표만이 촌재하며, 인류 공동유산의 통합적이고 균형 있는 대표성 확보가 그 

목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통합적' 이라는 말의 정의가 내려져있지 않고, 최종 

목록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구상도 없습니다. 현재 이 구상은 여전이 변화하고 있습니 

댜 이것이 꼭 문제라고 볼 수는 없으나 도전과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최종적 구상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록에 등재될 유산의 수에 최종 상한선이 필요하기는 하 

나 현재로서는 이 상한선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균형 있는 대표성과 관련하여 자연유산 

과 문화유산간의 수치적 균형을 추구한다면, 자연유산의 (물론 비공식적인) 잠정 최종 

수치가 300개 정도이기 때문에 문화유산의 수를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바람 

직한 방향이 아닌 듯합니다. 그러나 연속적이고 초국가적인 후보지명이 이루어지는 새 

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개별적으로 등재된 비슷한 유산을 한 데 묶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후보지명과 관련한 변화와 동향을 고려할 때 세계유산목록에 등재 

되는 유산의 최종 수치는 2천개에서 조금 모자라는 1972개 정도로 설정할 수 있지 않을 

까하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2. 등재된 유산의 세계유산 지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제적이고 포괄적인 관광 관련 

기대수준 

2.1 경제저 이익 달성을위해 유저/자산을유산모록에 등재시키기 위한끊임 없는노력 

세계유산협약의 작성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약 100개의 유산이 목록에 등재될 것으로 예 

상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현재의 등재유산 수인 1,073개도 아직 최종 수치 

가 아니라는 점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보다 

협약이 큰 성공을 거두었고 세계유산목록, 더 정확히 말하면 등재된 유산이 전 세계적으 

로 주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많은 유산을 등재시키고자 하는 당사국의 바램 

을이해 못하는바는아니나, 이러한노력은협약의 원래 목표에서 점점 멀어지는행위입 

니다. 세계유산이라는 ' 지위' 획득은 대우 효율적인 경제 활성화 방법이라는 면에서 바 

람직합니댜 등재되면 이름이 알려지고 주로 관광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런 투자가 관광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방국가 또는 유사 연방국가의 경 

우에 흔히 발생하는 현상은 당사국이 연방을 구성하는 지역별로 또는 실질 자치권을 보 

유한 지역별로 적어도 하나씩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잠정목록을 연구해 

보면 지역 (또는 광역지역)의 기대가 선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 

습니댜 많은 지역에서 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이유는 보호론자들의 요구대로 더 많은 제 

약을 두기 위함이 아니라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경제효과가 창출되기를 바라기 때문 

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한 듯합니다. 적어 

도 제 경험상 지금까지는 새로운 유산을 등재시키는 데 우선순위가 있었으며, 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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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를 결정할 때 언론의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진실하고 투명 

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면 유산 보촌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대규모로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일방적으로 진 

행되어 성공이나 화려한 행사 또는 유산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경우의 스캔들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되며, 인류 공동유산 보호작업의 진정한 의미, 도전과제, 베스트 

프랙티스를 알리는 방편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2.2 세계유산의 수용능력과 완충지대의 무시 : 세계유산에 대한 개발 압력 증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4C'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보촌(Conservation) 이며, 그 이유는 

인류 공동유산의 보호가 협약의 핵심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협약 이행 시 최우선순 

위였고 앞으로도 그래야 합니다. 이 도전과제는 달성하기가 매우 힘들며 적절한 해결책 

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유산의 효율적인 관리 요건이 지난 10년 사이에 

점점 중요해진 이유는 바로 이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상 최초로 유산목 

록에서 삭제되는 경우와(다행히 현재까지는 2건) 일부 유산이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 

록에서 삭제되는 경우가 생기는 등 걱정스러운 징후가 보입니다. 세계유산뿐만 아니라 

일반유산 보전의 경우에도 현 패러다임이 도전을 받는 시기에 있는 듯하며, 이는 유산을 

관리하는데 있어 변화와적절한수단이 필요함을보여줍니다. 

세계유산의 경우, 성공적인 유산 보호를 달성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 중 하나는 바 

로 보존의 개념 또는 활용에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목록에 등재된 유산은 전 세계 

적으로 대중적 관광 명소가 되었으며, 적어도 문화유산만큼은 (물론 문화유산에만 국한 

된 것은 아니지만) 명소로 부상했습니다. 따라서 등재유산이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 

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부터 취약한 특성을 지닌 세계유산이 평화롭고 보호가 잘 이루 

어지는 환경이 아닌 개발에 노출되어 과잉 활용에 따르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완 

충지대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세계유산(그리고 핵심지역)의 사용에 따른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이 수단이 늘 효과적인 것은 아니며 많은 경우에는 이 수단을 동원 

할 여건이 안 되기도 합니다. 완충지대가 세계유산의 일부는 아니지만 세계유산 보호에 

있어 필수불가결하고 분리 불가능한 수단이기 때문에 완충지대 역시 협약의 보호를 받 

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세계유산위원회의 최근 회의 시 자문기구가 새로 지명된 유산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했을때 여러 복잡한문제가부각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진정성 및/또는완전성’을추 

구하는 과정에서 주민 또는 지역사회의 미래에 영향을 끼치거나 유산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보존하는 데 있어 개발이 위협요소로 비춰질 수도 있음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 

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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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유산 시스템 전체의 재정부족 문제 해결 필요 

3.1. 세계유산 관련 제 연대를 위한 프로그램 및 프로제트의 재정 화보에 필요한 재원 

및역량부재 

세계유산을 더 효율적으로 보촌하는 데 있어 핵심 사안은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 

오른 유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것이 협약의 최우선 목표였음 

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필요한 수단이 위원회나 기타 유네스코 기 

관에는 없습니다. 초창기와 비교해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으나, 그간 재정적 자원과 

국제사회의 지원 필요성간의 비율은 악화되었습니다. 그간 이루어진 추가 예산 투입 및 

협력은 메우 감사한 일이었으나, 아직도 만족스러운 재원을 확보한 탄탄한 시스템이 부 

재하며 국제사회가 즉각적 개입을 원할 때 거의 자동으로 개시되는 프로세스도 없습니 

다. 이런 체계를 수립, 강화, 보완해야 하며 최소한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3.2. 충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재원의 부재에 따른 인력 부족 

역량 배양 활동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세계유산 ‘운동' 자체는 이미 역량 배양이 필요 

한 부분을 규명하는 데 있어 많은 진전을 이루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972년에 

제정된 세계유산협약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보존의 필요성과 가능한 해결책을 강조 

했다는 점이며, 이런 면에서 세계유산 관련 활동은 일종의 실험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러나 세계유산에 집중하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유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등 (투입자원도 감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상황을 더 면밀히 살펴보면, 매우 증가한 업무량을 감당하기 위해 

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당사국 중 상당수가 인력투입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사실을알수있습니다. 

4. 기 달성한 성과의 유지 및 강화 필요성 

4.1. 진정성과 완전성 유지를 위한 모든 요건 충족 - 진정성/완전성이라는 개념은 세계유 

산 관련 활동 경험 에서 출발하여 진 정 성 에 관한 나라 회 의 (Nara Conference on the 

Authenticity, 1994년)에서 적절하게 형성되었습니댜 이 개념은 모든 유산 현장 개입 

시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평가 도구이기도 합니다. 무형 유산과 유형 유산 모두를 온전 

히 보촌 및 유지하고 양자 사이에 균형을 달성하는 한편 유산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작업 

이 어쩌면 이러한 완전성을 구체화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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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세계유산의 성공적 관리를 위한 체계적 요건 유지 : 보호활동 개선을 위한 수단. 세계 

유산협약 (1972년 유네스코 제정)의 이행 범위 내에서, 적절한 관리 계획을 수립함으로 

써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들을 확실히 보존할 수 있었고 이행을 담당하는 관리기 

구의 역할 역시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모든 종류의 유산을 적절히 관리하는 확실 

한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유산과 관련하여, 이러한 해결책은 특정 유산의 전통적 ‘관리' 

시스템에 유기적으로 잘 통합될 수 있으며 심지어 이 시스템을 보완하는 효과까지 거둘 

수있습니다. 

4.3. 바람직한 사례와 덜 성공적인 사례의 역할에 대한 인식 - 정기 보고를 통한 현황 파 

악. 

정기 보고는 주기적 평가 시스템의 필요성 및 유용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세계유산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 및 수준의 유산에도 적용될만한 관행입니다. 

4.4 개발된 세계유산 관련 도구의 지속적 활용: 뛰어난 보편적 가치, 완충지대 개념 등 

관리 이슈(모니터링과 보촌지표 포함)는 넓은 의미에서 유산보촌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 

니댜 

4.5 새로운 종류의 유산 발굴 -더 통합적인 접근방식을 위한 조치. 

세계유산관련 협력체계의 개발은새로운장을 열었고문화경관, 이동방목관련 유산, 20 

세기 유산, 산업 유산, 과학-역사 유산 등 새로운 종류의 문화유산 발굴에도 보탬이 되었 

습니다. 

4.6 ‘유산 네트워크 구축’ 의 강화: 확산의 중심으로서의 세계유산, ‘유산 중심축’ , 연속 

지명, 초경계 빛 초국가적 유산, 여정-유산 루트 

5. 부상하는 현상의 현명한 ‘활용' 

5.1 젊은 세대의 참여 유도 

가장 진보적이고 긍정적인 변화 중 하나는 청년 포럼의 도입과 확대된 형태의 청년 포럼 

활용입니다. 그러나 일주일간의 집중적 활동 이후에도 참가자들이 세계유산 협력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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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활발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확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포럼 

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포럼의 장점을 십분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댜 

5.2 지역사회 및 NG0의 참여 유도 

주민과 지역사회의 대규모 참여가 가능하려면 실제로 정보에 기반한 하의상달식 접근방 

식의 도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서 지역 및 글로벌 가치 및 이 

익을어떻게 조화시키느냐하는문제가걸려 있습니다. 지역 및국가적 자부심이 중요하 

지만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증명하기에는 물론 충분치 않습니다. 지역사회의 참여라는 

사안을 다룰 때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세계유산 등재가 유산과 생활 

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의 성격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혜택과 성공 

이라는 그릇된 희망을 심어줘서도 안 되며, 관광산업에 노출되었을 때 주민들이 가치를 

보촌하고 전통적인 활동을 변화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을 때만 성공이 보장된 

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현 세계유산 중 일부는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등 

재)． 둘째, 지역사회의 참여는 세계유산 소재지 내의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광범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계유산의 등재 효과는 광범위한 지역에 미칠 

수 있으며, 세계유산 소재지 내 모든 지역사회의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세계유산의 수 

용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관광 진흥을 위해 모든 추가적 요건을 충족시 

키는과정이 세계유산의 보촌에도보탬이 되기 때문입니다. 

6. 결론 및 가능한 권고사항 

세계유산은 가장 가시적인 보촌 수단으로서 문제점을 규명하는 데 보탬이 됩니다. 세계 

유산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모든 종류의 유산에도 유효합니다. 세계유산 

관련 협력은 새로운 장을 열었고 새로운 종류의 문화유산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 

며 혁신적인 네트워크 접근방식 도입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세계유산협약이 인류 공동유산 보호 분야에서 독특하고 대체 불가능한 국제협력 수단으 

로 자리잡았다는 사실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 당초 설정 

했던 주목적을 재조명하거나 더 정확하게는 재정립하여 협약 이행의 효율성을 높일 필 

요가있습니다. 

정기 보고는 세계유산 보호 현황을 글로벌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점검하는 작업이 얼마 

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작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를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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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작업을 통해 현 상황 및 동향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 

니댜 

협약 이행 시 전문적 접근방식을 다시 도입하고 강화해야만 세계유산목록의 신뢰성뿐만 

아니라협약의 전반적 신뢰성을높일수있습니다. 이를구현하는가장좋은방법은협약 

을 재조명하고 협약의 당초 취지 및 내용으로 돌아가 자문기구의 역할뿐만 아니라 당사 

국이 세계유산위원회의 위원국으로 선출되었을 경우를 포함하여 당사국의 전문적 대표 

성까지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새로운 유산의 등재를 촉구하는 작업이 아니라 세계유산의 보존이어야 하 

며, 이러한 접근방식은 시스템 전반이 제대로 기능하는 연대 기반 국제협력 수단으로 확 

실히 자리잡을 만큼 강화되어 못한 상황에서는 (또는 자리잡을 때까지는) 지속되어야 

합니댜 목록자체의 ‘완전성’ 또는 ‘균형성’ 확보는시급한문제가아니지만, 보존문제 

는 시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협약에 명시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재정 시스템 전반을 

강화하고 국제 연대에 집중하거나 눈을 돌려야 하며, 무엇보다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 

록에 오른유산들이 처한우려스러운상황을해결할의지와능력이 있어야합니다. 

또 다른 제안사항은 각 2번째 해에만 후보로 지명된 자산의 등재 문제를 다루고 (세계유 

산협약 11조의 2항 참조: “업데이트된 목록은 최소 2년마다 배포한다"） 협약 7조에 명 

시된 주목적인 보존 문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본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세계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국제적 보호란, 협약가입국이 

행하는유산의 보존및지정 노력에 대해서 지원을보내기 위한국제적 협력 및원조체제 

의 확립을말한다. 

주: 본 강연은 이 행사를 위해서만 준비되었으며 동일한 저자가 이전에 작성한 텍스트를 상당 부분 수정, 보완, 업 

데이트하여 완전한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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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터 셰 이 디 Peter Shadie 
IUCN 세계유산프로그램 선임 자문위원 

IUCN의 세계유산프로그램을 담당하며, 오랜 기간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검토 빛 기술 자문 제공 

역할을해왔다. 

유산보존과관련하여 35년 이상의 경력이 보유한셰이디는호주뉴사우스웨일즈국립 공원 및 

야생 동물 서비스 센터에서 공원 관리인으로 근무한 것을 시작으로, 1999년 IUCN 국제보호구 

역 프로그램 (Global Protected Areas Program) 에 처음 참여하였고, 2003년에는 IUCN 세계 공 
원 총회의 이사직을 맡았다. 2006 넌부터 2010 년까지 아시아 지역 내 보호구역프로그램 책임 

자로 23 개국 보호구역에서 연맹의 활동을 이끌었다. 그 후, 그는 호주로 돌아와 2017년까지 머 

물렀던 블루마운틴을 기반으로 보호구역 및 세계유산 전문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였다. 

셰이디는 블루마운틴 세계유산기관의 전 대표이사이며, IUCN 세계보호구역위원회 위원으로 활 

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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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3 : 자연유산의 측면에서 본 세계유산협약 운영 및 이행의 당면과제와 대응책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도전과제와 해결방안 

7e 

피터셰이디 

세계 조|고의 자연유산 보존 방안 

완전하고, 균형 잡힌, 신뢰성 있는 
세계자연유산목록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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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많은 성찰의 기회를 가짐 

e N 
—녹- m ] 

A,-..... 따…,_나宁 .... 

、:::：：루꾼尸=r 

花

► 세계유산협약이 변화의 동인과 
탁월성의 본보기가 될 가능성 실현 

► 양에서 질로조점 이전 

► 지속가능개발 어젠다의 실현에 
기여(2015 년 이후의 개발 

► 변화를 위한 6가지 권고사항 
► 좋은관행의모델 
► 중점부문격자해소 
► 과학 잊 객관성을 기반으로 결정의 신뢰성 

담보 

► 시민사회 잠여 중대 
► 권리 기반보존에 대한 인식 제고 

► 과학-문화통합강화 

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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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세계자연유산의 보존 전망 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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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및 관리의 이해 

., .. 애우효율즈 대부분효율즈 

일부우려 

심각한우려 

花

세부필요사항의파악 

지속가능한재원 
헌지주민과의관계 

관리 효율성 
모니터링 

인력 교육 잊개발 

경계선 
관리 시스템 

관광 잊 방문관리 
지역 잊 국가 기획 시스템과의 통합 

지속가능한사용 

위원회 결정 잊 권고사항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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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공유 및 규모 확대 

PAH=RAMA 
SOLUTIONS FOR A HEALTHY PLANET 

파노라□~ 

건강한 지구를 위한 솔루션 

石

2020년과 그 이후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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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전망을 목표 주구의 지표로 활용? 

세계자연유산 관련 전망은 현재까지의 상황(2014년 및 
2017년 평가)보다 낙관적이며 관리가 가장 시급한 유산에 

역량집중필요 

1 보존 전망이 긍정적인 유산의 비율 제고 (녹색). 20 1 7 년 64%였던 
긍정 전망 유산 비율을 2020년에는 75%, 2024년에는 90%로? 

2, 유산 중 20%가 2024년까지 전망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모두 
위와 같이 녹색으로 개선되 리 라는 보장은 없음). 48개 유산의 
전망 개선으로 20 1 7 년 전망 개선 유산 14개에 비해 큰 폭 상승 

3. 2024년에는 전망이 심각한 세계유산이 없어질 것으로 예즉 -
모두 적색에서 제외될만큼 개선되려면 얀실쇠; 공동 노력 필요 , 
그러 나 우선순위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는 생각해볼 문제 

4. IUCN 줄범 70주년과 연계된 캠페인을 통해 세계 70대 
불가사의의 전망 개선 필요 

7e 

많은 주목을 받은 세계유산전망 2(0utlook 2)의 줄법 

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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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성공의 필수조건 

I 파트너 
IUCN 세계유산전망(IUCN World Heritage Outlook)은 전망 파트너십 (Outlook Partne『ships)을 통해 
세계유산 보존 문제 해결에 매진하는 시민단제들을 규합하고 있습니다. |UCN 전망 파트너십의 
목표는 IUCN과전망파트너들간의 협업으로마련된 실질적 이니셔터브와프로젝트들통해 
보존작업이 가장 시급한 세계 자연유산의 보존 전망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러한 유산별 프로젝트 및 
이니서 티브는 IUCN 서1 계유산전망에서 파악만 주요 도전과제들 해결하는 데 일조하고 장기적인 유산 
보존의 효성을 증대시키는 작업을 수행합내다 

/UCN 세계유산전망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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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공략 

• 세계유산전망의 특징 
• 특정 시점의 전 세계 유산보존 현황 
• 미래 지향적 
• 사전적 대저 
• 방어 가능 
• 간결한 메시지 

, ~--
• 현장에 긍정적 영향 장줄 

• 투자효율에 대한지짐 

7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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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의 접근방식 

IUCN -Terrestrial Biodivershy and 
the World Heritag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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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확산의목표 
… … ………………· ………… .... 세계유산을 보존운동의 정서적 족매로 활용 

WE BELIEVE 
IN MAKING 
DIFFER~NCE 

宅N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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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창출 

행동에 나서야할 이유 
(층거 잊동기부여) 

인식 

앞서 행동한 사람들의 선례 

天N

세계유산의 
전망개선 

7GN 

(동향및 권고사항) 

나 

행동하는 방법 
(방법 제시 잊 역량) 

현실 

행동에 나서기 쉬운 기반 
(정책 및 인프라)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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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 : 기억의 유산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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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n-Louis Luxen 쟝루이룩센 
양심회복을 위한 국제연합 총재 / 

전 ICOMOS 사무총장 

2012년까지 브뤼셀 기념물유적왕립위원회에 소속하여 벨기에 유산 보존 분야에서 수준 높은 직 

무를맡아왔다. 

1992년부터 2002년까지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사무총장 직을 수행하였으며, 유네 

스코 세계유산위원회 ICOMOS 대표로 활동하였다. 1981년부터 2006년까지는 벨기에 문화부의 

수장으로근무했다. 

스탠포드 대학(Stanford University)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류벤 카톨릭 대학교(Catholic 

University of Louvain) 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류벤 카톨릭 대학교의 명예교 

수로 활동하고, ICCROM과 아랍 에미레이트의 샤르자 대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대학교에서 강의 

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유럽회의의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1989-1993)을 역임했으며 2002 

넌부터 문화, 유산 몇 개발 총재를 지냈다. 제다(2006) ， 라바트(2011), 베들레헴 (2012), 쉐프샤 

우엔(2014), 카사블랑카(2015)와 같은 유산지 관리계획에 자문 역할을 맡기 했으며, 2007년부 

터 뉴욕 양심회복을 위한 국제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of Conscience) 이사회 멤버이자 총 

재로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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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1 : ‘기억의 유산 해석' 주제연구 결과 보고 

‘기 억 유산 해석 (lnterpretation of Sites of Memorv) 

가. 연구개요 

0 연구 주제 : ‘기억 유산' 해석 (Interpretation of Sites of Memory) 

o 연구 수행자: 장루이스 룩센 

유산분야전문가 9명 

o 연구기간: 2017.5월-12월 

나. 보고서 주요내용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ICOMOS) 사무총장 외 세계 

o 최근 들어 유산(heritage sites)을 이해할 때는 사람이 어떻게 그 공간을 이해하는지, 

공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공간에 어떤 감정을 가지는지 등 유산과 연관된 무형의 

가치 (intangible values)／연관 가치 (associative values)가 중요해지고 있음. 

- 물리적으로 동일한 장소라 할지라도 개인 혹은 공동체가 그 장소에 부여하는 가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심지어는 충돌할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유산을 지정 (recognition) 

하고 해석 (interpretation)할 때는 신중하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함. 

※해석 (interpretation) 이란 유산과 유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대중에게 전달하는 모든 활 

동들을말함 

o 특히, 기억 유산(Sites of Memory)에 대해 상이한 인식이 존재할 경우(논쟁이 있는 

장소, 그 장소의 중요성이나 역사에 대해 다른 관점이 있는 경우)에는 장소를 해석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그러나 신중하고 포용적인 해석 과정은 서로 다 

른 관점을 지닌 공동체들을 하나로 모으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음. 

- 해석 전략을 개발하는 것은유네스코의 비전과세계유산협약의 협력의 정신에 기초하 

여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이해 당사자(관계 그룹, 공동체)를 정하고, 이들의 신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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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완전한참여를보장하고, 함께 유산의 가치를 정의하여 미래로나아가는과정이며, 

상호대화와평화구축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함. 

※ 이 연구의 목적상 기억 유산(Site of Memory)은 과거에 그 장소에서 일어났던 일로 

인해 역사, 사회, 문화적으로 중요성을 지니는 장소를 말함. 이 장소들은 한 공동체나 국 

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곳일 수 있음. 

예) 자연재해가 발생했던 곳, 유명인(다윈, 세르반테스 등)의 생가, 유럽인이 미주대륙 

에 처음 도착한 장소, 전쟁터, 인권 침해 장소(노예, 제노사이드, 강제 노동, 전쟁 범죄 

등)（안네 프랑크의 집), 유산파괴 장소(바미얀 석불, 팔미라유적) 등 

o 세계유산(World Heritage) 의 경우, 유산이 등재 당시에 인정받은 탁월한 보편적 가 

치 (OUV) 외에 다른 가치(특히 연관 가치)를 보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은 

OUV에만 중점을 두고 유산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유산이 기억의 의미 

(memorial aspects)을 가진 기억 유산(Sites of Memory) 일 경우에는, 연관 가치를 

OUV의 일부로또는추가적으로반영하는해석 전략을개발해야함 

- 특히 그 기억이 등재 국가나다른국가에 있는공동체에 고통을주는 기억이라면, 등재 

당사국이 이해당사자들과 대화하고, 중재하여 상호 동의하는(shared) 해석을 만들어내 

야 하며, 최소한 유산을 해석함에 있어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이라도 하는 것 

이매우중요함 

o (모범사례 : 독일 에센시 졸페라인 탄광(Zollverein Coal Mine Industrial Complex in 

Essen) 에센은 양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군수 산업의 중심지였으며, 약 35,000~40,000 

명의 사람들이 졸페라인 탄광 등에서 강제로 노역 (forced to labor) 했음. 

- 독일은 국가 정책으로 어두웠던 과거 역사를 다루었는데, 청소년과 성인에게 평화 교 

육과 홀로코스트의 기억을 필수적으로 가르치고, 박물관, 기록관, 대학뿐만 아니라 연구 

기관, 시민 사회, 개인들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가운데 역사 해석 전략을 마련하고, 

나치 시대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물을 설치하였음. 

- 나치 시대에 2천만 명이 넘는 외국인, 강제수용자, 전쟁포로 등이 강제 노동을 했어야 

했으므로, 세계유산 등재 당시에는 이슈가 되지 않았더라도 독일은 산업유산 시설들을 

해석하고 관리할 때도 이 사실을 직시하고 다룰 수밖에 없었음. 졸페라인 탄광에는 상설 

정시로 강제 노동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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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히사마츠노 
Akihisa Matsuno 

오사카 대학 국제 공공정책 대학원 교수 

오사카 대학교 국제 공공정책 대학원의 교수이자 부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며, 동티모르 국립 중 

앙 연구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국제 정치, 분쟁연구, 정치적 학살, 점령, 동티모르, 인도 

네시아, 팔레스타인 및 서 사하라를 연구한다. 

마츠노 교수는 도쿄대학교 국제지역학 대학원에서 인도네시아 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인도 

네시아 우다야나 대학교(Udayana University)에서 인도네시아 정부 장학금을 받으며 문화 인 

류학을 공부하였으며, 그 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오사카 대학교 국제지역 대학원에서 교수 

로 재직했다. 또한 동티모르 포용과 진실, 화해를 위한 위원회 (Commission for Reception, 

Truth and Reconciliation of Timor-Leste)의 역사 연구 선임 자문관(2003-2004)으로서 최종 

보고서의 초안 작성 (2004-2005)에 참여했다. 동티모르 정부 내 사회 통합부(Ministry of 

Social Solidarity) 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문가로 단기 활동하기도 했으며, 아시아 문화 분야 

의다양한저서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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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2 : 인권적 관점에서 본 기억의 유산 해석 

기억의 장소의 해석과 진실을 알 권리 

마츠노아키히사 

들어가는말 

먼저 제 소개를 드려야, 오늘 토론의 맥락과 저의 발표를 적절히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 

니댜 저는 일본의 한 대학에서 국제정치 강의를 하고 있고 특히 현대의 분쟁을 주로 다 

루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연구해 온 부분은 동티모르 분쟁인데, 현재는 많이 알려진 

동티모르라는 이름보다, ‘티모르 스태'라는 공식 명칭이 더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1999년 유엔 주민투표 감시단의 투표 감독관으로 참여하고 동티모르 분쟁 후에 진실화 

해위원회의 역사연구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이 전쟁과 분쟁에 대한 저의 관점과 

접근방식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습니다. 분쟁 막바지에 형성된 극히 폭력적인 분위기 

도 접했으며, 주민들이 오랜 기간, 심지어 평생 겪어야 했던 신체적, 심리적 고문의 심각 

한 영향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화해를 달성하고 무엇 

보다 사람들의 실질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등 과도기의 정의구현이 제대로 되어야만 비 

로소 상처를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늘 강조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 

본적 필요입니다. 저는 인권 전문가도, 법률 전문가도 아니지만, 인권은 정치에 대한 제 

접근방식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도기의 정의구현 과정에서 기억의 유산, 특히 심 

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던 장소(유산)의 보촌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유산 

을 박물관이나 공원으로 조성하고 기념물과 기념관을 만듦으로써, 과거를 기억하고 피 

해자들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그러한 인권침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심각한 인권침해의 현장을 보존하라는 요구는 정당하며, 국가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야할 정치적,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중심 접근방식은과도기 정 

의구현 과정의 핵심 지침입니다. 

오늘저의 짧은발제를통해 기억의 장소보촌과진실을 알권리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합니댜 이 주제는 새롭게 인권분야 내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고, 따라서 오늘 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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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내용 역시 하나의 확립된 이론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소 도발적인 요소를 

포함한 탐색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연사 및 청중 여러분의 

의견도 들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진실을알권리의 발전 

2004년에 발표된 유엔 사무총장 연례보고서 (S/2004/616) ‘분쟁 중인 사회와 분쟁 후 

사회의 법치주의와 과도기 정의구현’ 을보면, 유엔이 과도기 정의구현 과정에 개입했을 

때 발생한핵심 이슈와그로써 획득한교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4번째 문단은향후분 

쟁 재발 방지를 위해 분쟁 원인을 해소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 

과같습니댜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지려면 인종차별, 부와 사회서비스의 불공정한 분배, 권력남 

용, 재산권 또는 시민권의 박탈, 국가간 영토분쟁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합 

법적이고공정한방식으로해결될수있다는인식이 주민들사이에 있어야한다. (4 

문단) 

50문단과 51문단은 진실 규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고서에는 진설위원회의 잠재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진설위원회는 분쟁 후 사회가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성 확립, 증거 

보존, 가해자 색출, 배상 및 제도개혁 권고 등의 작업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진설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가 공적인 장에서 

본인의 사례를 전 국민에게 직접 알릴 기회를 주고 과거 청산 방식에 대한 공론화 

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50문단) 

이 문단에서 ‘증거 보촌' 이라는 용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접근방식에서 ‘증 

거’ 란, 인권침해 사례와 법의학적 증거 등의 기록물처럼 재판에 사용 가능한 ‘증거’ 를 

말합니댜 인권침해가 발생한 장소 자체는 ‘증거’ 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 

니댜 ‘증거’ 가 될 수 있다면 반드시 보촌해야 합니다. 그 자체로는 ‘증거’ 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그현장은증언의 중심지이자많은 ‘증거’를뒷받침하는시각적 자료의 역할 

을 합니댜 이런 의미에서 증거 보존은 진상 규명 과정의 피해자 중심 접근방식에서 핵심 

적 중요성을지닙니다. 

알 권리 또는 진실을 알 권리의 기원은 1980년대 중남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회가 

군부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 중이던 일부 중남미 국가에서, 이전의 엘리트층이 단죄 

를 받지 않는 상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유명한 ‘5월의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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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어머니회’ 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정의구현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의 오랜 투쟁 끝에 

‘진설 재판' 이 ‘사라진 이들' 로 명명된 실종자들에 대한 진상규명 방법으로 부상했습니 

댜 ‘진설 재판’은 기소가목적이 아니라법원의 권한으로군장교들을소환하거나그들 

에게 기록물에 있는 정보를 수집하도록 명령을 내려 실종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 

었습니다. 단죄를 위한 아르헨티나의 사법적 과정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비밀리에 구금과 고문이 자행되던 곳으로 악명 높던 장소가 2004 

넌에 ‘기억과 인권의 공간’ 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예전에 해군공병학교가 있던 자리를 

활용해 만든 시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공간은 고문실의 촌재를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 

로 남아있으며 다양한 방, 물품, 전시물을 통해 그 곳에서 벌어졌던 일을 시각적으로 보 

여줍니댜 이 사례를 보면 정의 추구와 기억의 장소 보존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과도기의 

정의구현이라는 목표가 달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엔에서 진실을 알 권리가 공론화된 계기는 1977년 발간된 (시민적, 정치적) 인권침해 

사범의 단죄 회피 문제에 관한 인권위원회 보고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E/CN.4/Sub.2/ 

1997/20 Rev.1). 이 보고서의 부속서 II ‘단죄 회피 방지 활동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증진 

에 관한 원칙’ 에는 ‘진설에 대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 가 제 1원칙으로, ‘국가의 기억해 

야할의무’가제2원칙으로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에 대한 보완작업은 2005년 2월 다이앤 오렌틀리처가 작성한 ‘단죄 회피 방지에 

관한원칙 보완을위한독립적 전문가보고서’와부록 ‘단죄 회피 방지 활동을통한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보완된 원칙 (E/CN.4/2005/102/Add.l)’ 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중 ‘알권리’에 대한부분에 ‘기억을보촌할의무’에 관한원칙이 정의 

되어 있습니다. 

제3원칙: 기억 보존의 의무 

탄압받은 역사에 대한 국민의 지식은 국민 유산의 일부이며 따라서 정부가 인권 침 

해 및 인권법 위반에 관한 기록물과 기타 증거를 보존하고 이러한 침해 및 위반행 

위에 대한지식전달을용이하게 할의무를다하도록적절한조치를취함으로써 이 

러한지식을보급해야한다. 해당조치는공동 기억의 소멸을방지하고특히 수정 

론 및 부정론의 부상을 경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7페이지) 

이 문단의 마지막문구인 ‘‘해당조치는공동 기억의 소멸을방지하고특히 수정론및부 

정론의 부상을경계하는것을그목적으로한다'’는내용에 주목해 주십시오. 사실 이 문 

구는 과도기 정의구현의 근본 성격을 나타내며, 

이러한 정의구현은 이전 정권을 조직적 탄압의 주체로 보는 일종의 정치적, 도덕적 판단 

을구체화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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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같은해 같은달에 인권위원회는결의안 2005/66 (6문단)을통해 유엔 인권고등판 

무관설 (OHCHR) 에 진실을 알 권리에 관한 연구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06 

넌 2월 ‘알 권리에 관한 연구’ 라는 제목의 보고서 (E/CN.4/2006/91)가 인권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알 권리의 성격과 범위에 대해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진실을 알 권리라는 개념이 피해자나 그 가족 또는 강제 실종, 초법적 

처형 고문의 피해자가 속한 지역사회가 인권침해의 사실에 대해 알 권리를 의미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 권리에 대한 국제법이 변화하여 모든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 적용됨에 따라, 진설을 알 권리의 필수적 범위 역시 확장되면서 기타 요소까 

지 포함하게 되었다(11페이지)”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도 담겨 있습니 

다. 

이는 개인이 피해자가 된 원인, 국제 인권법의 중대한 위반과 국제 인도주의법의 

심각한 위반을 초래한 원인과 환경, 조사의 경과 및 결과, 국제법에 규정된 범죄 및 

중대한 인권 침해행위가 자행된 상황 및 이유, 위반행위가 발생한 상황, 사망이나 

실종 또는 강제 실종의 경우 피해자의 생사여부 및 소재, 가해자의 신원에 관한 정 

보를 수소문하고 취득할 권리로 요약될 수 있다. (11페이지) 

진실을 알 권리에 대한 유엔고등판무관실의 연구는 2009넌 8월에 보완되었습니다 (A/ 

HRC/12/19). 보완된 연구는 기록물에 초점을 맞추며 증인 보호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으나, ‘‘훨씬 광범위한 기록의 촌재가 인권 주장 및 보호를 뒷받침한다는 점을 기억하 

는 것이 중요하다(8문단)”고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이사회는 2009년 10월 진설을 알 권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A/HRC/RES/12/12). 이 결의안은 "진설을 알 권리를 촌중하고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 

을 인정하고 각국에 ‘‘구체적인 사법적 체계 수립 그리고 필요한 경우 진실과 화해위원회 

의 설치를 고려할 것'’과 "진실과 화해위원회 등 비 사법적 체계에 관한 권고사항의 이행 

을 확산, 시행,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합니다. 

기어의 유산에 대한해서 및 알권리에 관한성찰 

지금까지 진실을 알 권리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살펴보았고, 이제 본 세션의 주제인 ‘기 

억의 유산에 대한해석'으로돌아가보겠습니다. 우리는기억의 유산, 장소그자체가중 

대한 인권 침해행위의 ‘증거’ 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 

러나, 동시에 과도기 정의구현이라는 맥락에서 기억의 유산이증언과 기타 많은 ‘증거’ 

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 또한 이해했습니다. 과거의 잔학행위를 부정하거나 부인 

하려는의도로기억의 유산을파괴하거나변화시키려는시도가발생할때, 기억의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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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보촌 노력은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집니다. 국가는 기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촌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억의 유산해석은해당사회의 진실을알권리라는맥락에서 바라봐야합니 

댜 진설을 알권리는개인의 권리일뿐만아니라집단의 권리이기도하다는사설을우리 

는 이해했습니댜 사회는 어디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잔학행위가 자행됐는지 알 권리 

가 있으며, 진실에 대한 집단적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기억의 유산을 보존하고 이 장 

소를인권교육의 시설로확장해야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억의 유산을파괴하거나상 

당 부분 변화시켜 과도기 정의구현이 부여한 의미가 사라지게 만드는 행위는 진실을 알 

권리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부의 경우 과거에 벌어진 일을 부정 또는 

부인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기록물의 보존이 중요하 

며 또한피해자가겪은고통과연관된 건물, 시설, 물품등 기타사물을반드시 보촌해야 

만사회의 알권리를완전하게 보장할수있음을말씀드리면서 이상발제를마치겠습니 

댜 

감사합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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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nar on the 30th Anniversary 
of Korea's Accession 

to the UNESCO World Heritage Convention 

Overve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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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sts I Organizers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3. Overall subject : Accomplishments and Challenges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4. Format : International Conference (Presentations & Panel discussions) 

s. Objective : To raise awareness and to form a discourse on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t the international level, with 

constructive commentary on its status quo,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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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ir BOUCHENAKI 
Director, Arab Regional Centre of the World Heritage 

Mounir Bouchenaki was born on 16th 。f November 1943 in Tlemcen (Algeria). He 
contributed during the last three years (2013 - 2016) to the launching of a UNESCO 
category II Centre, The Arab Regional Centre for World Heritage based in Bahrain. He 
has also played a role of Special Advisor to the UNESCO Director General in 2017. 

He was elected as Director-General of ICCROM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based in Rome - Italy) in 
November 2005 and acted in such capacity until 31 December 2011. 

His appointment at ICCROM followed a long 25 years career at UNESCO - Paris, where 
he was Assistant Director-General for Culture from end 1999 to early 2006. Previously, 
Dr. Bouchenaki had been Director of the Division of Cultural Heritage ( 1991 - 1999) and 
Director ofthe World Heritage Center (1998-2000) at UNESCO. 

In his own country, Algeria, he performed the duties of Director of Antiquities, 
Museums and Historic Monuments at the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from 
1974 to 1982. 

Dr. Bouchenaki holds a Master in History and Geography from Algiers University 
(Algeria) and a Ph.D. in archaeology and ancient history from the Arts Faculty of Aix
en-Provence (France) and a specialization degree in ancient archaeology at Rome 
University(Italy). He is a correspondent Member of the German Archaeological 
Institute. He is the author of a number of books and articles in the field of Cultural 
Heritage. 

Dr. Bouchenaki is Member of a number of professional associations such as ICOM and 
ICOMOS, and Member of Advisory Boards of Institutions such as the Smithsonian 
Institute, the State Hermitage Museum, the "Conseil du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Archeologique in Algeria, and the "Comite National Franc;ais pour les Biens 
du Patrimoine Mond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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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QUO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ITS IMPLEMENTATION 

Mounir Bouchenaki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s universally recognized as having achieved a 

great deal during more than four decades of its existence. 

We all know that this Convention is considered among the most popular 

international tools for the protection and conservation of World Heritage 

properties both cultural and natural. 

The Convention and its basic functioning: in the evolution of this international 

tool for conservation lie the reasons for its success, and the nature of the 

challenges ahead. The success of the Convention is demonstrated by the almost 

universal membership ( 193 current Members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are 

signatories or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nd the large number of listed 

sites under its protection (1073 sites in 169 countries as ofJuly 2017). 

"Seldom has an international treaty based on a proactive approach by Member 

States been more successful" said Francesco Bandarin former ADG Culture and 

former Director of World Heritage Centre, my successor in the same functions. 

He added that "beyond these numbers,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has been 

able to achieve an even greater success : it has entered into the hearts and minds 

of millions of people, providing a tangible demonstration of the power and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a result, its impact has grown over 

time, inspiring ever greater involvement by governments, communities and 

individuals, universities, foundations and private sector enterprises". 

After more than 40 years of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we are at a cross road of whether this Convention is still keeping with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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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and value and what are the major challenges facing its credibility and 

even its survival if its image is tarnished by a deviation of its original aim and 

objectives. 

I will therefore start by a reminder of what was the importance and value of the 

new paradigm expressed so successfully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by the adoption ofthis international Convention in 1972. 

As indicated by other speakers during the opening session, UNESCO brought to 

the World, in the sixties of last century, a new concept and a new approach for 

the protec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of Mankind. In a brochure 

published in 2005 by the History Club of the Association of Former UNESCO 

Staff Members and entitled "The Invention of "World Heritage", Michel Batisse 

and Gerard Bolla, both participants of the drafting group of the 1972 

Convention, reported the story of the birth of this convention and showed its 

very innovative character. "But the irreplaceable contribution of our 

Convention, wrote Michel Batisse, is that it opened the minds of men to the 

duality of our existence, and that it introduces a new idea, namely that nature is 

not only environment, but also heritage". 

I was privileged when I joined UNESCO in 1982 to meet both authors of the 

Convention and to work directly under the supervision of Gerard Bolla. They 

were explaining that "World heritage" is a revolutionary concept. Inherited 

goods traditionally were limited to individuals or to a community. Here they 

assume a wider scope, transcend borders, become universal, and concern all of 

us. This breakthrough, which has both conceptual and practical consequences, is 

the subject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worked out and adopted between 

1969 and 1972. How was this achieved? By a combination of imagination and 

stubbornness, diplomatic negotiations and confrontation of specialists, these 

two witnesses with Dr. Russell Train were the main actors in the drafting of this 

Convention. 

This concept grew up out of the desire to safeguard our heritage so that we can 

transmit it to future generations. To succeed in this, the Convention needs to be 

widely known and not only by some circles of experts and specialists responsible 

for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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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needs to be known by all people of each country, each local community 

worldwide and in particular by the young people. This is fortunately happening 

thanks to the role played by media and we can see each year more and more 

public attention attracted by the nomin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I have memorable memory of the people's joy and great satisfaction during the 

handover of the UNESCO certificate of recognition of their site, and this in all 

regions of the World. In so many sites where I was asked to deliver the 

Certificate of the Inscription signed by the UNESCO Director General, I have 

seen great celebrations and popular festivities. 

All of us here present in Seoul, we are recognizing that Heritage both Cultural 

and Natural, is an essential factor of our life as well as for the identity of the 

nations and the "community groups" to which we belong, but above all to each 

and every one of us as an individual with our own personal history.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which was considered in the late sixties of the 

XXth century as "a utopia and a dream" in the mind of its drafters, is becoming 

today a reality universally recognized by Member States (193 States Parties as of 

January 2017 which means nearly 100 per cent ofthe U.N. Member States). 

"The key message of the Convention, as it is stressed the UNESCO publication 

about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 is the need to preserve and 

transmit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to future 

generations. It has found an echo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policies 

worldwide, and has been embodied in institutions, laws and practices that aim to 

preserve and promote sites for the education and enjoyment of visitors, as well 

as to give them a role in the lives and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ir 

communities". 

A Former President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Professor Francesco 

Francioni, wrote in a recent article that "the topic of the conservation of the 

world's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has gained increasing importance over the 

past three decades. This success is greatly attributed to the efforts of UNESCO 

and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which have set up the foundations for a 

currently complex and multi-connected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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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tage. As heritage protection becomes more and more internationaliz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be ready for the challenge". 

We should note that the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is 

much more than a collection of the most beautiful sites of the World, and that it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less than four decades of intense works that are 

well documented in hundreds of books, articles, documentary films and even 

subjects of research and studies in a number of universities as well as UNESCO 

Category II Centers in various regions of the world and UNESCO Chairs for 

cultural heritage. 

From masterpieces of architectural heritage to historic canters and to vast areas 

of cultural landscapes, the evolution of the notion of "Heritage" has evolved 

over the years since the Venice Charter (1964) and the Nara Document on 

Authenticity adopted in 1994 as well as Nara plus 20 (ON HERITAGE 

PRACTICES, CULTURAL VALUES, AND THE CONCEPT OF AUTHENTICITY), and 

has more recently seeking and valorizing the heritage of industrial age up to the 

contemporary architectural creation. Similarly, for natural sites, while natural 

reserves are essential for the ecological balance of the planet Earth (we note that 

UNESCO has also launched a program entitled Man and the Biosphere), natural 

sites on the World Heritage list also include sites that are exemplary for the 

sustainable balance between Man and Nature, in order to ensure the protection 

and survival of the World's biodiversity. 

Now we should recognize that there are serious concerns for a proper 

Implementation of the 1972 Convention. 

Despite all this, many problems remain. The overall picture is far from ideal, and 

sites are threatened. Yet, if we measure the work done in the forty -five years 

since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was adopted, building on previous decades 

of UNESCO involvement in the conservation of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the 

great impact of this tool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undoubtedly clear and 

rewarding. 

Indeed, despite the quasi - universal acceptance of its terms and some 

remarkable concrete results and success stories, notably through innovative 

networking systems and mechanism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Future of 

this Convention is presently raising some serious interro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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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rotect this common heritage from many dangers that threaten it, the World 

Community has, at her disposal a legal instrument, an international agreed 

normative text, which is the only one that puts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protection under one single framework. Its acceptance and its popularity are 

indeed attested by the fact that in this year, 2018, all UNESCO Member States 

have ratified or accepted it and that 1073 properties have been voluntarily 

placed by 167 sovereign States under international protection. 

But what does this List means today in terms of international protection? Ca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tinue to support an increasing number of sites 

which has already reach and went over the symbolic number of 1000 properties 

having "Outstanding Universal Value"? 

Since the early years of its implementation (1977-1978), the spirit of this 

Convention was aiming at securing and develop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because it is well known that neither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nor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have armies with troops and means to prevent 

damages to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the Convention that a World Heritage site was 

subject to a direct attack and shelling was the Old City of Dubrovnik (Croatia) in 

December 1991. 

It was unfortunately followed by other intentional damages of potential sites 

not yet inscribed such as Mostar (Bosnia-Herzegovina) where its historical 

bridge was destroyed in November 1993, and in March 2001 when the giant 

statues of the Buddha's of Bamyan (Afghanistan) were deliberately dynamited 

by the Taliban Regime. 

Again the following years of the so-called the Arab Spr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as shocked by the destruction of mausoleums in July 2012 of the 

World Heritage site of the fabled city of Timbuktu (Mali) and this happened 

during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meeting in Saint Petersburg. 

We continue to note with great sadness the dramatic losses suffered by the 

populations and more recently during the ongoing conflict in Syria where 

damages are inflicted to several World Heritage sites such as the Old city of 

Aleppo and its citadel, the Krak des Chevaliers, and Palmyra and so many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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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s of very high value in Libya and Yemen where the conflicts are still 

underway. 

Similarly natural World Heritage sites in Africa (Comoe National Park in Cote 

d'Ivoire, all natural sites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Salonga National 

Park, Virunga National Park, Garamba National Park, Kazuhi-Biega National 

Park and Okapi Wildlife Reserve, and in Ethiopia the Simien National Park), all 

these sites have been and are suffering from consequences of internal conflicts 

and put by the Committee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Danger. 

As you know,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had to deal with the complex tasks 

of supporting the reconstruction damaged sites and the improvement of 

management capacities. 

A relevant case has been the World Heritage site of Angkor (Cambodia), 

simultaneously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and the 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 in 1992 . The site was threatened by looters both during and 

after the conflict that ravaged the country in the 1970s and 1980s, but gradually 

returned to normal as a result of a UNESCO led International Safeguarding 

Campaign and was taken off the Danger List in 2004. 

Today, Angkor, prestigious World Heritage of Cambodia is recognized as the 

place of Best Practices and the example of successful international cooperation. 

"UNESCO continues to be a part of Angkor's future, working with the 

Cambodian authorities to ensure that tourism access and development do not 

compromise this great cultural treasure" as it has been recently mentioned by 

National Geographic. 

Another recent, case is Bamiyan (Afghanistan), which received world attention 

in 2001 when the Taliban regime announced it would destroy the famous statues 

of the Buddha. Although the destruction went ahead, the rapid engagement of 

UNESCO made possible the inscription of the Cultural Landscape and 

Archaeological Remains of the Bamiyan Valley on the World Heritage List and 

the Danger List, and thus its protection under the Convention. 

Many other cultural heritage sites in post-conflict situations, from the Minaret 

of Jam to the monuments of Herat (Afghanistan), from the sites of Iraq to the 

heritage of the Palestinian Territories and to the Old City of Mostar (Bosni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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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zegovina), have been or still are the object of interventions and assistance 

from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Rehabilitation of the damaged cultural heritage in the region of Northern Mali, 

is an ambitious programme led by UNESCO with the support of France and other 

countries which supported the Mali government to rehabilitate cultural heritage 

and safeguard manuscripts in Timbuktu, Mali, that were severely damaged by 

the conflict in the country between 2012 and 2013. Fourteen of the sixteen 

mausoleums of Timbuktu inscribed on UNESCO's World Heritage List were 

destroyed by armed groups during the conflic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has recognized Ahmed Al-Faqi Al-Mahdi 

guilty ofwar crime and has sentenced him to 9 years in prison for his responsibility 

in the deliberate destruction in 2012 of nine mausoleums and the secret gate of the 

Sidi Yahia mosque in UNESCO's WorldHeritage site ofTimbuktu (Mali)". 

"The decis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s a landmark in gaining 

recognition for the importance of heritage for humanity as a whole and for the 

communities that have preserved it over the centuries. It also supports 

UNESCO's conviction that heritage has a major role to play in reconstruction 

and peace building," said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Irina Bokova. 

Today, the Convention is implemented through an extensive and still expanding 

system encompassing States Parties at all levels, from national government to 

site managers, UNESCO, the three Advisory Bodies, ICCROM, ICOMOS and 

IUCN, as well as many other specialized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worldwide. New actors and partners are continually being brought into the 

network. Each has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shaping policies, advancing 

methodologies and management practices that need to be integrated in national 

policies, building capacity and extending the reach and the educational role of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In a sense, this system - the individuals and 

institutions that are part of it - is the most important result of the Convention. 

It is they who ensure its presence in today's world and its guarantee for the 

future. 

Consequently,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has become an important tool of 

the international effort to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set by the 

United Nations at the beginning of the twenty-fir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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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otecting some of the most important ecosystems and areas of high 

biodiversity and providing goods and services to local communities, the 

Convention can also be a motor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herefore 

contribute to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The Convention has similarly been an instrument of protection for many natural 

heritage sites in areas of conflict, most prominently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RC), where an important project supported by governments, the 

UN Foundation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ctive in the country has 

been under way since 2000. 

All five World Heritage sites in the DRC, among the most important forest areas 

in the world and the habitat of many endangered species, have been inscribed on 

the Danger List. In the past five years, UNESCO has been able to contain - under 

very difficult conditions - the damage caused by the conflict and support the 

reorganization of local management capacity. 

But like any system that has achieved significant recognition,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s facing many challenges and is continually adjusting its 

policies and strategies in order to meet those challenges : 

Vlmproving balance of the World Heritage List. Since 1994 the Committee 

launched a 'Global Strategy for a Balanced, Representative and Credible World 

Heritage List' to improve the representativity of the World Heritage List and 

try to avoid the predominance of an essentially Western concept of heritage, 

focused on monuments. 

VCertain categories of properties (such as modern heritage or prehistoric 

heritage) are clearly under-represented. Similar problems exist for natural 

heritage sites where the categories of tropical grasslands, lake systems, tundra 

etc. 

VThe very success of the Convention continues to generate an increasing 

number of proposals for inscriptions to the List by th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VThis is creating an overload on the work of the Secretariat and of the Advisory 

Bodies that may - if the trend continues - impose severe stresses on the 

limited resources available and on the quality of th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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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onitoring of site conservation is the key to maintaining the credibility of the 

List and ensuring high standards of conservation over time. 

It has been repeatedly said that "the Periodic Reporting system needs to be 

simplified in order to focus attention on critical issues and develop an effective 

system of indicators whereby the monitoring system should focus more 

regularly on the issues most critical to the Convention, and in particular for the 

need to implement the Global Training Strategy prepared by ICCROM in 

collaboration with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ICOMOS and IUCN. 

In conclusion after this brief and very incomplete overview, we can say that the 

challenges are enormous : on the one hand, resources are insufficient to respond 

adequately to needs ; on the other, the very scope of the Convention -

conserv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 is at stake. 

It remains that the support provided by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to States 

Parties is based in major part on resources provided by the World Heritage Fund, 

by UNESCO and by other public and private donors. But unfortunately the 

resources available has decreased in real terms during the past few years.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is faced actually with the huge responsibility of 

trying to maintain both the policy guidance and improving the technical 

assistance : two actions that are complementary and converging tools towards 

the overarching goal of conserving the heritage of Humanity. 

Is the Convention equipped to meet these new challenges? How can th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strengthen its force and foster the role and the 

prestige it has acquired in the past four decades? Some of these key questions 

should continue to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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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eightened Awareness about 
Heritage Protection and Management 

Time 

Oct 2, 1961 

Dec 26 , 1961 

Apr 17, 1975 

Sep 14 , 1988 

Dec 9 , 1995 

Key Developments 

Department of Korean Cultural Properties established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enacted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established 

Korea 's Accession to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Haeinsa Temple Janggyeong Panjeon, Jongmyo Shrine, 
Seokguram Grotto, and Bulguksa Temple inscribed as World 
Heritage 

A p r 1 9 , 1 9 9 6 Decree on the Estab|lShment of Korea Nationa|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the university opened on March 2, 2000 

D e c 8 , 1 g g 7 Cultural _Heritage Charter adopted by the Department of 
Korean Cultural Properties 

Apr 19 , 1999 ICOMOS Korea established 

May 24 , 1 ggg ?:par~m~nt of K~r~an Cultural Properties promoted to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D e c 3 o , 2 o 1 5 Wor_ld_ Heritage Team established by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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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orea's Domestic Initiatives and Effort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H Convention 

With Korea's propertie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from 1995,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mended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 January 1999 
to include provis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n September 2010, the Act was further revised to add provisions stipulating that 
Korean properties listed as World Heritage shall be protected, managed, and 
supported as national cultural heritage. Under the revised Act,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started to treat Korean properties listed as UNESCO World Heritag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or Memory of the World as national cultural 
heritage 

On December 30, 2015, the Administration set up an internal unit dubbed the World 
Heritage Team responsible for properties listed as World Heritage. 

As part of the efforts to implement the Convention, the Administration made a 
number of manuals on heritage protection and management and spent years on 
developing the World Heritage Monitoring Checklist for continued monitoring of the 
country's properties listed as World Heritage. 

In 2007, UNESCO Korea worked with the city of Suwon to translate into Korean and 
publish World Heritage - Challenges for the Millennium published originally by 
UNESCO. 

3. Korea's International Initiatives and Efforts for the 
I mplementation of the WH Convention 

3.1. Korea's Accession to the Convention and Its Work as 

Membe『 of the WH Committee 

3.2. Korea's Contribution and Effort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1 ) UNESCO-KOREA Funds-in-Trust 

(2) Support for UNESCO Advisory Bodies - ICCROM, ICOMOS, 

I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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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stablishment of ICOMOS Korea and Its Work 

Established as an expert NGO for heritage preservation and protection, ICOMOS 

Korea strives to develop professional knowledge, nurture experts, and provide better 

cultural services. 

5. Future Challenges 

5.1 Maintain balance on the nomination of properties to be on the 
World Heritage List 

5.2 Re-examine the definition of the term "cultu 『al property" as used in 
Ko『ea

5.3 Address challenges in connection with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areas surrounding Wo『Id Heritage properties 

5. Future Challenges 

5.1 Maintain balance on the nomination of properties to be on the World 
Heritage List 
Korea's World Heritage (Cultural heri tage: 11 properties, natural heritage: 1 property) _ 

l~l 
Haemsa Tem¢e Janggyeong Pan,.on Jongmyo Shnne 

Hwseong F야mss 
Gocha떤. Hwasun 印d Ganghwa Oolmen 
Stes 

廳퀄 
Roy리 Tombs of the Joseon Dynasty H,stot V, lla9es of K아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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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uture Challenges 

5.1 Maintain balance on the nomination of properties to be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scription 
criteria 

(i) 

(ii) 

(i ii) 

(iv) 

(v) 

(vi) 

Cultural Properties lnsc『ibed

Seokguram Grotto and Bulguksa Temple 

Changdeokgung Palace, Hwaseong Fortress, Namhansanseong Fortress, 
and Gyeongju Historic Areas 

Changdeokgung Palace, Hwaseong Fortress, Gyeongju Historic Areas, 
Dolmen,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Historic Villages of Korea: 
Hahoe and Yangdong, and Baekje Historic Areas 

Haeinsa Temple Janggyeong Panjeon, Jongmyo Shrine, Seokguram Grotto, 
Bulguksa Temple, Changdeokgung Palace,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Hahoe and Yangdong, and Namhansanseong Fortress 

N/A 

Haeinsa Temple Janggyeong Panjeon,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5. Future Challenges 

5.2 Re-examine the definition of the term "cultural heritage" as used 
in Korea 

UNESCO World Heritage is divided mainly into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Cultural 

heritage include monuments, buildings, and sites, whose definitions are laid out in 

the Convention. Only immovable properties can be nominated to be listed as World 

Heritage. 

However, difference exists between "heritage" as used for the term World Heritage 

and "cultural heritage" as defined i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 Korea, 

cu ltural heritage includes tangible cultural heritage, intangib le cultural heritage, 

monuments, folklore cultural heritage, whose definitions are laid out in the Act. 

English name of the ‘문화재청 (Munhwajaecheong)' 

- Previous: Cultural Properties Administration 

- Current: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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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National Cultural Heritage and UNESCO World Heritage 

National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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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uture Challenges 

5.3 Address challenges in connection with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areas surrounding World Heritage properties 

Buffer zones and historic-cultural areas surrounding Korean properties listed as 

World Heritage have been subjected to development pressure, although the degree 

of such pressure varies from property to property. Development in those sites not 

only hurts the environment of properties but also causes damage to the properties 

themselves due to a host of issues arising from development activities. 

To prevent such negative impacts,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onducts 

review on changes in the present condition of properties. However, the protective 

measure has prompted complaints about infringement on private property rights as 

well as legal action. It is also blamed for the deteriorating living conditions of areas 

that host heritage. The Administration is faced with the significant challenge of 

striking a balance between heritage protection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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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ing the challenge requires that provisions for effectiv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orld Heritage i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be more 

detailed and fine-tuned. Out of the total 104 articles of the Act, the only one that 

concerns effectiv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orld Heritage is Article 19 

"Registration and Protection of World Heritage Site, etc.," which includes three 

paragraphs. 

Paragraphs 1 and 2 mandate the Admin istration to have national cultural heritage 

promoted and listed as World Heritage, but it is post-inscription issues that matter 

most. Without resolving issues stemming from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properties, it would be difficult to build a harmonious relationship with communities 

and protect World Heritage in the long ter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rks for sustainabl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 environment to ensure healthy living conditions for humanity. This also applies to 

areas surrounding World Heritage properties. Given the significance of World 

Heritage, Korea also needs to protect and manage World Heritage in a more 

professional and systematic manner. 

The current guidelines on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national cultural 

heritage allow local governments to determine the degree of management and 

preservation in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zones. This arrangement may cause the 

risks of different standards being adopted by different municipalities. 

6. Conclusion 

The institution of World Heritage is aimed at bringing countries together in 

protecting properties with "outstanding universal value." 

Inscription as World Heritage as adopted by UNESCO in accordance with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heightens national image and prestige, strengthens the 

significance and impact of listed properties, raises the awareness of the government 

and people, helps in the efficient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heritage, promotes 

the tourism industry through greater number of visitors, and creates stronger 

economic impact. 

These benefits also go for Korea. The country had to overcome many hurdles in 

having some of its properties listed as World Heritage. Sustainabl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such properties require collective efforts by the government, relevant 

experts and groups, and the general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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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1 : 
Current challenges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its 
implementation and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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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iz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s decision making process 

Mounir Bouchenaki 

It is indeed a great honor for me to participate to this historical Event of the 

celeb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accession by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ESCO World Heritage Convention held in the prestigious City of Seoul, 

capital of Korea, with its two UNESCO World Heritage sites Changdeokgung 

Palace and Jongmyo Royal Shrine, listed respectively in 1997 and 1995.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 gratitude to the Korean Authorities and in 

particular,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and ICOMOS Korea, who extended to me this kind invitation and 

who are receiving me so warmly as in many occasions in the past. 

I must confess, as you can guess, that this is not my first visit to Korea, the latest one being in 

2014 for a seminar and a site visit to Namhansanseong, one of South Korea's most unique 

fortresses. The topic chosen by Korea for this International Seminar is both of great 

importance and veiy timely: the question of "Politiciz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s decision mak博 process" which is subject to a number of disrussions at 

different levels of UNESCO Member States before and after eac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andwhich is becoming one its main concern. 

But what does this List means today in terms of international protection? Ca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tinue to support an increasing number of sites 

which has already reach and went over the symbolic number of 1000 properties 

having "Outstanding Universal Value"? 

UNESCO Director Generals, Federico Mayor in 1991 and 1993, Koichiro Matsu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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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1 , 2003 and 2006, and Irina Bokova from 2011 until end of 2017 and 

presently Audrey Azoulay expressed distress and dismay over these events and 

recalled all parties of the countries' obligations under The Hague Convention of 

1954 and 1972 Convention. 

But the power of the Convention is only based on its moral persuasion and on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among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who have 

pledged to support the collective protection of the World Heritage in danger (54 

sites presently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Danger). 

Are the States Parties ready to continue and reinforce their commitment 

towards a growing number of sites and at the same time similar growing number 

of issues related to their preservation and protection? Don't we see raise of 

political discussions, rather than technical ones which is the normal practice, 

about some nomination of sites? 

Let's have an example in reminding the long discussions in July 2012 at Saint 

Petersburg Committee meeting followed by a vote about the inscription of the 

Bethlehem Church of Nativity. I was asked by a Member of the Committee to 

explain, on behalf of ICCROM as an Advisory Body to the Convention, if the 

urgent inscription on the List in Danger was sufficiently justified, while ICOMOS 

was not able to take a position because it was not authorized to undertake the 

necessary visit to the site for obvious political reasons. 

The credibility of the Committee and of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depends on its ability to respond to calls of distress from States Parties, NGO's, 

and individuals with the attention that each case deserves. But the Committee's 

recommendations must be accompanied by tangible support for those States 

Parties who do not have the technical and the financial means to take the 

corrective measures on their own. 

A number of speakers already spoke about the issues and challenges which arose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during quite a number of 

meetings. I want to say that I have had the privilege of being present at regular 

intervals after 10 years, 20 years and 30 years marking the anniversary of the 

adoption of this Convention when these issues and concerns were addressed, 

always insisting on the necessary adoption by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of 

measures which would ensure the survival of the ideals of this unique tex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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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ng from ideas to action, in avoiding political pressure for inscription of 

sites, even if the Advisory Bodies ( ICOMOS and IUCN) have expressed negative 

recommendations. 

In 2012, on 2d and 3d of October, at the invitation of the Director General Mrs. 

Irina Bokova, a two days meetings were held at UNESCO Paris between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nd Representatives of the "three Advisory Bodies" in 

response to the rising call for an assessment of the future of the Convention" 

and "thinking ahead" in an open and very fruitful dialogue. 

My aim is to present some thoughts about key questions that will continue to be 

addressed, and I would like to make some suggestions that would be put on the 

table for discussion in view of ensuring practical replies for a positive futur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e of the main questions that come regularly in our meetings is how can this 

Convention continue to be efficient in the next decade for its main purpose, 

which is the conservation and the management of World Cultural and Natural 

properties? The issues discussed in several meetings remain basically the same 

since many years and the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The question of the credibility of the List, 

-The question of the representativity of the List, 

-The sustainability of the conservation and protection of the properties 

inscribed on the List, and in particular 

-The danger of politicization of the inscription process. 

Already in 1999, in his speech to the 12th General Assembly of States Parties, 

former Director General Koichiro Matsuura stated: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the sites, however, is but one aspect of the 

issue. Our quest for universal representation of all States must not ignore the 

fact that the endowments of nature and geopolitical realities have provided 

more diversity to some States than to others. More important and pertinent to 

the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is to enrich the categories of properties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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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through the inscription of sites representing the array of the ethno-cultural 

and bio-geographical heritage which form the wealth of the world. 

But before I leave this issue, let me point to the growing dangers of the 

politicization of the inscription process. I am aware of the multitude of 

pressures the government representatives of each State Party may be under to 

ensure the inscription of sites within its territory or those of allied states. 

The Committee is, indeed, sovereign in the decisions it takes. But when the 

recommendations of the Advisory Bodies are ignored, and the need for 

comparative studies on which to judge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a 

nominated site are challenged, and furthermore, when sites with no legal 

protection or management are pushed through to inscription, does it not signal 

a dysfunctioning of the very system the Convention represents? 

I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ts List and the Committee are to maintain 

their credibility into the future, we must respect the scientific rigor that the 

inscription process demands". 

During the opening session of the last World Heritage Committee meeting held 

on 25th June 2012 in Saint Petersburg, and during the last meeting organized on 

2nd and 3rd of October 2012 at UNESCO Headquarters between Representatives 

of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nd the Advisory Bodies, Director General 

Mrs. Irina Bokova intervened in the same way. She recalled, in particular, that 

''As we begin, it is worth remembering this is not the first time the Convention's 

future is critically examined. We have shared many ideas on how to improve the 

way we work. But our meetings now are especially important - not only in the 

context of the 40th anniversary of the Convention, but also because they occur as 

we elaborate UNESCO's Medium-Term Strategy. This is the time to translate 

ideas into actions'도 .. 

"More and more attention and higher and higher levels of technical and legal 

knowledge are required to address these problems responsibly". 

Meanwhile ICOMOS asked Architect Jade Tabet, as expert representativ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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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banon to prepare a Review of ICOMOS' working methods and procedures for 

the evaluation of cultural and mixed properties nominated for inscription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In his report, he wrote the following opinion, which is still valid in its totality: 

"Because of the considerable increase in the number of propertie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over recent years and the growing complexity of the 

categories of nominated properties, the evaluation process i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and requires ever higher standards of professionalism and 

rigorousness from the advisory bodies. Furthermore, since it has been 

transformed into a universally recognized label, World Heritage tends 

increasingly to take on political overtones. In this complex situation, it is the duty 

of ICOMOS to strive to achieve the highest possible levels of professionalism, 

impartiality, rigorousness and objectivity in its evaluation of nominated 

properties; while the final decision concerning the properties remains of course 

in the hands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In my own experience in dealing as facilitator designated by the UNESCO 

Director General, I would like to mention one example of negotiations with a 

very heavy political background about proposals for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where the role of ICOMOS was challenged by some Members of the 

Committee. 

The site of Preah Vihear submitted by Cambodia lies in a long-disputed border 

zone between Cambodia and Thailand. Situated on a plateau above the plain of 

Cambodia, the temple, dedicated to Shiva, includes a series of sanctuaries linked 

by a system of pavements and staircases that date back to the first half of the 

eleventh century. The quality of architecture at the site, the excellence of the 

carved stone ornamentation, and the way the complex is adapted to the natural 

environment, certainly make the site outstanding. 

The problem is that the landscape around the site lies in disputed national 

borders. The landscape became a highly politicized issue in the 2000's when 

Cambodia put the site forward for World Heritage inscription. UNESCO initially 

deferred debate of the nomination at its 2007 World Heritage Committee 

meeting, but the Committee inscribed Preah Vihear at its meeting on 8 Jul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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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Quebec: this was not a simple decision. The ICOMOS evaluation report 

submitted to that meeting raised substantial issues regarding the nomination. 

( see Christina Cameron and Mechtild Rossler book entitled : 

First, the report (finalized on 25 June 2008, just days before the 2008 WHC 

meeting) indicated that Thailand supported the Cambodian nomination: On 

22d of May 2008, the State Party of Cambodia and the State Party of Thailand 

submitted a common statement of which the first paragraph stated "The 

Kingdom of Thailand supports the inclusion at the 32nd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Quebec, Canada, July 2008), of the Temple of Preah Vihear 

on the World Heritage List proposed by the Kingdom of Cambodia ... " 

But at the 35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WHC), held at 

UNESCO Headquarters in Paris between 19-29 June 2011, several issues 

surrounding the World Heritage Site of Preah Vihear once again came to heating 

the debate ofthe Committee. 

Because ICOMOS considered that the nomination was a bit premature and 

because in the absence of an appropriate map and demarcation of certain areas, 

it would limit the recognition of all the cultural values of the property, and on 

the other hand because in the internal politics in Thailand, the situation since 

inscription has become even more complex and politicized and tension raised in 

the borders in the vicinity of the Temple which received bullets and where traces 

of fighting were visible . 

This political situation have unfortunately leading to human consequences : by 

April 2011 'at least 12 soldiers on both sides have been killed and 50,000 

villagers forced to flee'. 

It was evident for all that the territorial dispute has been used to fuel political 

issues within Thailand, at the time of preparation of general elections. 

I spent hours with the Thai delegation trying to find a compromise insisting on 

the non-political role of UNESCO having as only objective the protection and 

the proper management of the site and not be party or to be involved in 

boundaries issues which are normally discussed b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the Hag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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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all efforts made under the instructions of Mrs. Irina Bokova the newly 

elected member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Thailand walk out of the 

meeting. Following this, the Thai Minister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Suwit Khunkitti, announced his country's intention to withdraw 

from the 1972 World Heritage Convention! 

After few years we can see is that the two countries have returned to a more 

normal and peaceful relationships with, in particular the participation of 

Thailand in the meetings of the International Coordination Committee for the 

protec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site of Preah Vihear and that Thailand is 

also participating to the ICC Angkor in Cambodia. 

Other cases even more complicated and more politically sensitive were subject a 

qualification of "politicization" of the works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In their book entitled "Many Voices - One Vision: The Early years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published in 2013, the authors, my friends Christina 

Cameron and Mechtild Rossler explained that "During the period under study, 

the Committee evolved from a technical body to a more political one… When 

Poland proposed in 1979 to inscribe Auschwitz - Birkenau, Von Droste says "the 

secretariat was taken by surprise. … He confessed to a certain naivety in thinking 

that Auschwitz was a unique case. The secretariat believed that this would "be 

the only time where we inscribe such a politically laden property. The next year, 

the nomination of the Old City of Jerusalem plunged the Committee into a deep 

political quagmire….The pioneers who participated in the inscription of 

Jerusalem all recall the meeting as emotional and tense." 

"Pressouyre who presented the case for ICOMOS says : "If there is a site in the 

world which has universal value, it is Jerusalem!" ... With this inscription 

presented by Jordan on a territory considered by the United Nations as an 

occupied territory, de facto administered by Israel, the question of sovereignty is 

raised as a tense political issue up at every meeting of the Executive Board of 

UNESCO and since 2000 at eac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During the 34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held in 2011 in 

Brazilia, I was asked by Director general Koichiro Matsuura to act as facilitator 

between the delegation of Israel and the delegations of Jordan and Palestin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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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first time a consensus decision was adopted by the Committee (35 COM 

7A.22). Unfortunately the political evolution on the spot didn't permit since 

then the follow up and implementation of the terms of this decision and the 

harsh discussions are always unfortunately followed by a vote and a split 

between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The most recent nominations in Palestine : the Land of Olives and Vines -

Cultural Landscape of Southern Jerusalem, Battir (in 2014) and Hebron/Al-Khalil 

Old Town (2017) continue to give rise to very heated debates inside the 

Committee. We all have in memory the stormy discussion on Hebron/Al Khalil 

nomination in Krakow early July last year. 

Many other examples could be reminded, but there is not enough time to 

address them all. Let me, however recognize that politicization is not only the 

fact of the Member States willing to have the recognition of their sites at any 

price, one has to consider in looking at some of the files evaluated by the 

Advisory Bodies that in some cases that there should be also an effort from them 

to have an auto -evaluation of their statements. 

For those who remember the 19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in 

Santa Fe in December 1992, the site of Angkor was evaluated as follows by 

ICOMOS: 

"That the procedure for the inclusion of the nominated cultural properties on the 

World Heritage List be commenced, on the basis of criteria i, ii, iii, and iv. It is 

further recommended that final inscription be completed once the Committee has 

been satisfied on the following points: a b. c. d. e. 

a) a comprehensive and effective monuments law is in force in Cambodia: 

b) an adequate monuments protection agency has been established. is properly 

staffed and resourced. and is carrying out its work competently: 

c) the boundaries of the World Heritage Site are reconsidered in the light of the 

results ofthe UNDP Zoning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project: 

d) meaningful buffer zones which can be effectively managed are defined (also in the 

light ofthe Z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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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an effective mechanism has been set up to monitor and coordinate existing and 

projected international conservation and exploration projects in the Angkor area. 

This report was at the origin of a big debate and a part of the night before the 

opening of the session was dedicated to negotiations between the President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the former President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of 1991 session, the Director General of UNESCO, the Secretary 

General of ICOMOS and its rapporteur and evidently the Minister of Culture of 

Cambodia. I was present in all these discussions in my capacity as director of the 

division of Cultural Heritage. 

For this file ICOMOS didn't see the utmost importance of this inscription which 

was essential for the stability and reconciliation within a country ravaged by 

years of war, since the first decision of Prince Sihanouk, after the Paris Peace 

Agreement of 1991, was to consider Angkor as a priority in the new policy of the 

country. 

Finally a compromise was found and the site inscribed at Santa Fe session at the 

same time on both lists, on the World Heritage List an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Danger! 

As you all know, there are at present a large number of articles dealing with this 

matter and the latest one has exactly the title of our meeting here in Seoul : 

"The politicization of UNESCO World Heritage decision making" by Enrico 

Bertacchini · Claudia Liuzza · Lynn Meskell · Donatella Saccone. Article in PDF 

published on internet in December 2017. 

"So what we are witnessing now, stressed Prof. Lynn Meskel from Stanford 

University is not simply the politics of inscription, a topic of heightened 

factionalism and international pact, but a more fundamental concern with the 

cutting of the issue of conservation from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genda. Whether driven by the commercial interests of states and their effective 

blocking of negative decisions or a self-imposed softening of the Advisory 

Bodies decisions in the face of escalating criticism, the effect is the same

conserving the sites already inscribed on the List has become of secondary 

impor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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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is tendency is confirmed and if the General Assembly of States Parties takes 

no remedial measures to the 1972 Convention and by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it will be very unfortunate to forget the huge achievements 

produced in the world by the implementation of 1972 Convention, and it would 

be a pity that these efforts could not to be pursued and reinf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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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Challenges of the implementation and governance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Tamas FEJERDY(President, ICOMOS Hungary) 

Festive occasions and events, like the 30th anniversary of joining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ESCO's 1972 Convention, provide a good opportunity to 

evaluate where we are (in this very moment)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outstanding international tool of cooperation in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Changing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f we stay with an outsider's 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we 

find a positive picture of what appears to have been a real success story. It is 

sure that the 1972 Convention on World Heritage has become the most visible 

and widely known activity of UNESCO. Now, after more than four decades of the 

history of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we are in a position to evaluate 

some of its results : a widening of the identification of heritage to include 

different and more or less recently recognised categories such as cultural 

landscapes (with their specific sub-types), industrial heritage, sites representing 

transhumance, the heritage of 20th Century architecture (and more recently also 

urban planning), and now, the newest, the heritage of science has already 

appeared on the scene. This process has certainly not ended, but we can also 

identify some of disturbing phenomena, too. 

Looking back at its origins, it is clear that UNESCO in adopting this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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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targeting mainly, if not exclusively, the protection (conservation) of those 

properties that hav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Therefore, the central 

thought and goal were to create and sustain a tool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in order to facilitate common actions of urgent intervention to help 

preserve properties that were already damaged or seriously threatened by 

different dangers, regardless of their natural or man-made origins. I do not want 

to state that during the four past decades this very important role of the 

Convention has disappeared but certainly it is no longer its dominating priority 

- of course not as a declared policy but undoubtedly so in practice. Underlying 

this change in approach there are several reasons which are worth to deal with 

them. 

The current situation is paradoxical to some extent, because this change in 

practice seems to be connected to the success of the Convention. In other words, 

the Convention in a way could be seen as a victim of its own success (as do 

several particular WH properties, but I will not deal with this phenomenon). 

Another factor which could be blamed for some of the unforeseen changes to 

the original conception of the Convention stems from the financial weakness of 

the whole WH system. The World Heritage Fund was established by the 

Convention itself to make possible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problem has 

been that the Fund, right from the start, has never had satisfactory resources. 

I think it not too strong to say that the current situation has become in some 

ways alarming, because the system has remained almost the same, without 

being strengthened or subjected to the fundamental renewal that was needed, 

while the number of State Parties, inscribed properties and, more 

generally, every sphere of WH activity has multiplied considerably. 

Combining this situation with a lack of financial resources, the expected level of 

international participation based on funding by the WH Fund has never been 

reached. As a result, larger operations, for instance necessary interventions on 

endangered WH properties, have been made possible only thanks to so-called 

extra-budgetary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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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these difficulties the huge potential of the WH List to guarantee for 

inscribed properties a worldwide visibility has had enormous importance in 

stimulating financial resources. This effect could hardly have been reproduced 

by any other means. However the challenge also raise: those resources which are 

not always directly dedicated to the preservation how going to be used? Because, 

also in order to complete this controversial picture, we should add that WH sites 

have become the main tourism targets, with all the advantages and, 

unfortunately, also disadvantages of this status. The advantages are mostly - but 

not exclusively- on the investors' side and favour a new heritage-based tourism 

industry. The disadvantages for conservation emerge when the carrying capacity 

(and/or sustainability) of those properties - many of them really fragile - is not 

respected. Recalling the change in priorities of the main lines of the 

Convention's implementation, nowadays there is usually no doubt that the 

nomination of new properties to the WH List by State Parties is initiated 

because of the properties' (national) prestige and no less for their potential as 

tourist attractions. 

Nevertheless, the WH Convention still has the capacity to promote and 

strengthen heritage preservation but using different tools and means than those 

foreseen when it was adopted; for instance, developing new forms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partnership and cooperation between different branches of 

local, regional and even global players in the economy. After 46 years, the 

questions is really valid: what old or new challenges are facing us in the 

implementation and governance of the Convention? 

General tendencies-trends in the field of cultural heritage 

The process of 'Heritagization' of our cultural environment has been a long, 

spectacular and accelerating evolution. We can add, that not least to the 

continuously increasing impact of the WH Convention. Today one can feel that 

almost "everything is heritage" or going to be recognized soon as such. Because 

of the growing quantity of recognized heritage items, the principle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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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of existing heritage are also challenged by the pragmatic approach : 

easier to reproduce than conserve. This idea also supported by a growing 

temptation : the "seek of the perfect" - supported by the contemporary 

technology which suggests that we are able to "recreate" the perished past. Not 

only "conserve" but also "keep alive" the heritage and make it accessible for… 

everyone. This idea is also can be understood - as a possible answer to the 

challenges created by the globalization. 

The main challenge to assure the sustainability of Heritage, not only in a physic 

sense but also regarding the creating dynamism of human answers given to the 

environmental challenges. The heritage should remain an integral part of the 

life of "owner" community, with sustainability of functions - changes. Seeking 

authenticity, it does not mean that changes are precluded - it should also be 

resolved how to conserve heritage without deprive persons or communities from 

the possibility to improve their life-condition. Another relevant question is: 

where are the limits between living heritage and the artificial tourist-attraction? 

The tourism "per se" is neither good, nor bad, but service rendered to tourism 

must and should not be an objective, only a tool, or one of the elements put into 

the service of the sustainability of the conservation of the heritage. Integrated 

approach on the basis of balances of conservation and creation: renewal is 

indispensable for the heritage properties. Interventions in an integrated 

approach, equally serving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All those trends-tendencies are valid more or less in the contex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WH Convention but in the framework of its 

implementation special challenges are also present. 

Challenges in the implementation and governance of the WH Convention 

1. Continual and seemingly even accelerating politiciz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1.1. The credibili~ before the conservation -

introduction of the Global Strategy 

129 



In order to sketch out tentative answers, I think it would be useful to take the 

model put forward by the 2002 Budapest Declaration. The fact that the 

Credibility (of the World Heritage list) is the first of "the four C's" mentioned in 

that Declaration already says something about the changed priorities in the 

original goals of the Convention. I am personally convinced that Conservation 

should have been by a long way the first one to be listed. There is no space nor 

need to address here the issue of the Global Strategy, only to mention it as the 

origin of this worry about a "balanced representativeness" being a key 

requirement in order to reach a credible WH List. In my view, the responsible 

bodies of the Convention were introducing a new - and political - requirement 

with this idea since such a prescription cannot be identified in the Convention 

itself (nor can one concerning the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but that is 

clearly a different issue). 

I also detect a certain contradiction when seeking "balance" and at the same 

time "representivity", particularly when balance requires looking at numbers. 

Comparing numbers of natural and cultural properties or of properties in 

different UNESCO regions of the world makes me feel really uncomfortable. I 

will come later to the question of a possible upper limit of inscriptions, but here 

I only suggest how artificial it was to create an a priori fixed framework, which 

might work for reaching a numerical balance but, as a professional approach, has 

almost nothing to do with the representation of different features of cultural 

and/or natural regions. Regions which are, of course, of the same 

importance should not be evaluated as being equally or unequally 

represented only on the basis of numbers (because they may or may not have 

the same number of properties having OUV). 

Furthermore, I strongly believe that if we do decide continue to proceed on the 

basis of numerical balance, we should refine the system in at least two 

directions. One is to make a fine-tuning of cultural regions, and develop a new 

approach based upon about 12-15 sub-regions instead ofthe five UNESCO world 

regions. This would certainly offer us a more realistic picture. The second would 

be to assess balance with regard to natural and cultural sites (if this is really 

necessary?) on the basis not of numbers but of another measure such as square 

kilometres. A third, and perhaps the most realistic refinement, might be to apply 

the 1972 Convention always together with the 2003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Heritage), thus giving recognition to whatever may be 

the "stronger" qualities or specificities of different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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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 more optimistic note, it is worth recognizing the positive results arising 

from the credibility issue, namely the effort made to enlarge the scope of 

heritage that can be considered for possible WH nomination. The concept of a 

cultural landscape (CL) received a boost because of this effort and has been 

extremely important even though it has not proved an effective enough tool for 

reaching a better balance in the WH list (the cultural landscape category was 

introduced with so-called under-represented regions in mind, but with only 

limited success since the European region has taken most advantage of this 

category too). 

One of the important outcomes of this effort is the so-called "Gap Report" 

produced by ICOMOS as a tool for balancing the List. The idea of using three 

complementary frameworks is a really fresh and helpful approach, giving 

support equally to State Parties and to WH organisations. The fact that the Gap 

Report is to be subject to cyclic renewal does nothing to diminish the extremely 

high value of the first edition. On the contrary, its existence gives us already a 

solid basis for future enhancements. 

Studying the Gap Report brings out the growing importance of national 

Tentative Lists. But these are difficult to influence given that ownership of 

Tentative Lists is exclusively for State Parties. I personally do not believe that 

this situation could be changed by creating a higher level of participation by the 

Advisory Bodies i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and maintaining national 

Tentative Lists. The decision to do so was a dangerous one especially for the 

Advisory Bodies, since it increased their responsibility without giving them the 

necessary powers or any guarantee concerning the final decision of the WH 

Committee. In other words, the Advisory Bodies were potentially to be open to 

blame both by the State Parties if the "pre-filtered" Tentative List property did 

not qualify as the basis for a successful nomination, and by the Committee for 

having acted in advance of its sovereign decision. With that, I do not want to 

state that Tentative Lists could not have an important role in balancing 

representation on the List but in a different way: namely, in providing ideas to 

the Committee and to the Advisory Bodies about the Global Studies that might 

be needed in order to help revise Tentative Lists. 

A final comment on the issue of credibility of the WH List: the existing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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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ready contains a lot of information on successful nominations and the 

Advisory Bodies have experience of those nominations which were less 

successful or not at all. It is not by chance that research on OUV as a key factor 

for inscription has now became so urgent. 

1.2 Political intentions-asoirations and conflicts undermininl2" the credibilit 

and the harmonious imQlementation of the WH Convention 

It cannot be left without mentioning that in some specific cases political 

tensions existing between countries and/or regions also appeared in the sessions 

of the WF Committee, in spite that the Convention itself contains no mandate to 

address this kind of issues. This phenomenon does not help to exploit 

advantages and benefits offered by the Convention and, undermining the 

cooperative atmosphere in the Committee, could produce controversial effects 

against the purely scientific-professional approach and unbiased decision 

making. 

1.3 Chan-e Committee on the basis of 

reduction of term of membershio from 6 vears to 4 vears 

It seems like a simple technical question but in the reality the change 

introduced in relation with the duration of the term of Committee Members has 

serious impact on the level of the Committee's work. It is fully understandable 

that because of the unprecedented high number of the State Parties joined to 

the Convention the new term, only for 4 years has been introduced, although it 

was possible only in a voluntary basis, because the Convention has a different 

regulation: 'Jlrticle 9 

1. The term of office of States members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shall 

extend from the end of the ordinary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during which 

they are elected until the end ofits third subsequent ordinary session. 

2. The term of office of one-third of the members designated at the time of the first 

election shall, however, cease at the end of the first ordinary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following that at which they were elected; and the term ofoffice 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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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 third of the members designated at -the same time shall cease at the end of 

the second ordinary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following that at which they 

were elected. The names of these members shall be chosen by lot by the President of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fter the first election. 

3. States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choose as their representatives persons 

qualified in the field ofthe cultural or natural heritage." 

On the basis of the above quoted original regulation, each second year only a 

third of the Committee had to be changed, instead of a half of it like nowadays. 

In other words the Committee Members during their longer mandate had the 

possibility to become more experienced and less "impatient" if they has the task 

from their State Party's ambitions realizing some changes-enhancement in the 

WH cooperation. 

1.4 Decrease or even loss of reco~ the 

ooin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Advisorv Bodies. decision can be made 

not. or not onlv on the basis of evaluatin!l criteria bv a ourelv orofessional wav. 

Let me quote the intervention I made as an Observer, during the 34st session of 

the WH Committee, held in Brasilia, 2010, which reads as follows : 

"HUNGARY as a State Party is committed to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I would 

also like to make this observation in my personal capacity as former chairpers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and as a heritage conservator who has been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for the last 20 years. In this spirit that we 

would like to make the following observation and suggestion: A lot of reflection and 

work has been done recently on the future of the Convention. I would, however, like 

to reflect on the present of the Convention. It seems to us that a certain "climate 

change" has occurred during the present session ofthe Committee with regard to the 

way Committee decisions are reached. I cannot recall any previous session of the 

Committee where in such a great number ofcases and such a degree the Committee 

overturned the recommendation ofthe Advisory Bodies ofthe Convention. We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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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like to offer for the consideration of the Committee the possibility of 

carrying out an evaluation ofthe Committee's current decisions taken under 7 and 8 

agenda items. 

This evaluation should assess how these decisions of the Committee advanced the 

SCs ofthe Strategic Objectives. We suggest this evaluation in order to ensure that the 

World Heritage List and decisions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remain a 

reliable reference point and guidance for conservation for all stakeholders and 

partners. 

We are committed that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as a committee of experts in 

the different fields of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is and will be able to meet its 

present andfuture challenges." 

As far as I know this phenomenon occurred repeatedly since then during the 

Commission's successive sessions, which, in my opinion,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letter and spirit of the Convention. Without describing here the 

conclusions already reached, I think it is important to highlight the 

responsibility of the Committee in its decisions about inscription. It is true that 

there are the ten criteria, the test of authenticity and/or integrity, and all kind of 

evaluations of success in managing nominated properties. But, in spite of all of 

these checks, the Committee is free to accept nominations. Its inscription means 

automatically that the property in question has OUV. In other words, the 

Committee creates case law by virtue of its decisions. 

Here the decision-makers are faced with a further characteristic of the 

construction of the WH List, namely that it has a time-dimension. This evolving 

process has no final result that is already defined. It has only a more or less open 

goal, which might possibly be a holistic and balanced representation of the 

common heritage of humankind. But there is no definition of the meaning of 

"holistic", so there is no picture of what the final List might look like. At present, 

the picture is still an evolving one. I do not believe that it is a real problem, but I 

do think that is a challenge. Since the final picture is not yet identified, we 

cannot of course fix an eventual limit to the number of inscriptions of sites on 

the List, even if such a limit should exist. If with regard to a balanced 

representation we seek a numerical balance between natural and cultural sites, 

might we not have to reduce the cultural ones because an (unofficial, of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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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 for the final number of natural sites is around 300? This does not seem 

a good way forward. There are, however, new trends towards serial and 

transnational nominations, and it may be possible to imagine grouping similar 

sites that are at present individually inscribed. Considering the current 

dynamism and tendencies of nominations, I have a personal conviction that the 

final number of inscriptions on the WH List could be placed at a little under two 

thousand - shall we say 1972? 

2. Growing economic, inclusive touristic expectations regarding the World 

Heritage Status of the inscribed properties 

2.1 Endless effort to ~erties on the List in order to reach economic 

benefits 

It widely known that in the preparation of the Convention experts estimated at 

around 100 items to be inscribed on the WH List - and we all are aware that the 

today's 1073 item is not yet the final quantity… This fundamental difference 

among others it is due to the fantastic success of the convention and worldwide 

visibility of the List, more precisely of the items inscribed. State Parties 

expectations to have inscribed properties just as much as possible is 

understandable but this endeavor getting more and more away from the original 

goals of the Convention. The World Heritage "label" is desirable because it is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efficient economic promotion. It puts a property 

on the map, attracts investments - primarily but not exclusively in the field of 

tourism. Another, quite common phenomenon when in the context of federal or 

quasi-federal countries the State Party seeks to reach at least one WH property 

in each of its units of the federation or for each more or less autonomous self

governed units of it. Studying Tentative Lists it becomes clear what role local (or 

better, regional) expectations play in the selection process. There are many local 

initiatives to have sites included, certainly not because the local communities 

are looking for more restrictions of the kind required by conservationists, but 

because they hope for economic benefits from WH recognition. It looks 

necessary also to underline that in the field of Communication also there is a 

need for change. Until now the emphasis - at least in my experience - has been 

given to new inscriptions, and it is not by chance that the media's interest i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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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st when the Committee decides on inscriptions. A true and transparent 

communication could help alot in promoting better understanding and large

scale participation in conserving values. This communication should not be only 

one-way, mostly focusing on successes and spectacular events or even on 

scandals if Properties are seriously threatened, but should present the real 

meaning, challenges and best practice in saving our common heritage. 

2.2 Non-resoect of the carrvinll caoacitv of WH orooerties and their buffer 

zones:-erties 

As it was already mentioned earlier, possibly the most important of "the 4C's" is 

Conservation, since this is the core goal of the Convention that aims to protect 

the common heritage of humankind. This was and should remain the highest 

priority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he challenge is really huge 

and adequate answers might not have been identified yet. The growing 

importance of the requirement of an efficient management of Properties 

emerged during the last decade because of this expectation. However, there are 

some alarming signs : the first deletions of a site from the List (so far the only 

two, fortunately) and the removal of certain sites from the List of WH Sites in 

Danger. The conservation of heritage in general, and not exclusively of WH, 

seems to be in a period in which the ruling paradigm is being challenged, 

highlighting the need for changes and adequate tools to manage them. 

In the WH field, one of the problems for successful protection of WH properties 

lies precisely in the transformed meaning or use of the Convention. The 

properties on the List are now the hotspots for international mass tourism, at 

least (but not exclusively) the cultural sites. They therefore become in many 

cases the most attractive places for investment. WH properties, fragile and 

vulnerable by definition, are exposed to exploitation and, instead of a peaceful 

and protective environment, they find themselves subjected to different 

pressures resulting from overuse. It is true that we have the tool of Buffer Zones 

to reduce the impact of those uses on the WH property (the core zone) but this 

tool is not always effective and may not exist in many cases. I strongly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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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it is fundamental to underline that Buffer Zones, while not part of the WH 

property, are also under the protection of the Convention, as indispensable and 

inseparable zones for its protection. 

In recent sessions of the WH Committee, the presentations by the Advisory 

Bodies on new nominations gave rise to a number of complex issues. It is 

becoming clearer that, in the search for "sustainable authenticity and/or 

integrity", people or their communities can easily be put in a situation that will 

affect their future and where development can be seen as a threat to the 

preservation of the site's OUV. 

3.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underfunding situation of the whole World 

Heritage system 

3.1. There is no source and ~ects for 

international acts of WH solidarity 

For the more efficient preservation of WH properties, the main issue really is : 

How to deal with Properties put on the List of the Endangered WH? We should 

recall that this was the first and foremost goal of the Convention. Very 

unfortunately the necessary tools are not in the possession of the Committee 

nor of other bodies of UNESCO. The situation has not changed much since the 

start, but the ratio between financial resources and the need for help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worsened. Extra budgetary action and co

operation have been highly appreciated but there is still no functioning system 

with satisfactory funding resources, nor any process that is launched almost 

automatically w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shes to make an immediate 

intervention. This is something to be established, strengthened and kept 

updated, and should be strong enough at least to help solve the problems of 

properties on the Endangered WH List. 

3.2. Non-satisfacto~acities because the lack of a 

sufficient and predictable, continuous financing 

Concerning the Capacity-building activities, it is worth underlining that the 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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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ment" itself has already made good progress in identifying domains where 

capacity-building is needed. One of the greatest achievements of the 1972 

Convention has been to highlight the needs and possible solutions of 

conservation; WH work could be seen as a kind of laboratory in that respect. 

However a possible adverse effect arises if a concentration on WH sites results in 

less attention (and fewer resources) being devoted to other, non-WH listed 

properties. 

Looking in more focused manner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WH convention, 

it is clear that both in the UNESCO WH Centre and in the large majority of the 

State Parties there is need to increase considerably the human capacities in 

order to carry out significantly increased tasks. 

4. The need to preserve and enhance the results already achieved 

•-emergingfromthe 

world heritage experiences and properly formulated by the Nara Conference on 

the Authenticity (1994). It is also an excellent tasting-tool for any intervention 

on the site. The inviolate conservation and continuation of the intangible and of 

the tangible elements, and the unity between them, defining the identity of the 

property is, maybe, what materializes this integrity. 

4.2 Keen exemolarv reauirements for a successful manas:!"ement of a WH site: 

tools for a better protection. Within the execu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UNESCO 1972), the existence of an appropriate Management Plan 

became a guarantee of the conservation of the properties in the World Heritage 

List, together with the Managing Body responsible for its implementation. This 

is the guarantee for an appropriate management for all kind of heritage. For 

most heritage items the solution is able to integrate organically rather well into 

the traditional "management" system of the given property, at the most 

updating th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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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Reco - learning 

from PERREP exercises. The Periodic Reporting exercise shows the necessity and 

usefulness of a cyclical evaluation system. It is exemplary not only for WH items, 

but also in the case of all kind and level of heritage. 

4.4 Continue the use of develooed WH tools like as the Statement of OUV 

(Significance), Buffer Zones, etc. Management issues (including monitoring and 

conservation-indicators) creates a support for heritage in large sense. 

~ - steps forward a more holistic 

approach. The development of WH cooperation has opened new lines and 

helped to identify new kind of cultural heritage such as Cultural Landscapes, 

heritage of transhumance activity, the 20th century heritage, industrial heritage 

and heritage of science-history, etc. 

• WH properties as centers of 

radiation; "Heritage axes" ; serial nominations, trans-boundary and trans

national properties, itineraries-heritage routes 

5. Wise "use" of the emerging phenomena: 

5 .1 Involvement of the .YQ.!!!1&TI._generations 

One of the most progressive and promising development is the introduction of 

the Youth Forum and its use in the enhanced form. However it is not enough if 

the participants after the one week of intense work have no established system 

how to remain active in the field of WH cooperation. 

5.2 Involvement of local communities and NGO-s 

The large-scale participation of peoples and communities is possible only if 

genuinely information-based and taking into consideration bottom-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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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es. This is a very delicate issue, how to reach reconciliation between 

the local and global values and interests. Local and national pride is important 

but of course not enough to support OUV. Two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when dealing with communities' involvement: the first is to underline the long

term character of the impact of WH inscription on their property and life. It is 

important not to give them false hopes about immediate benefits and success, 

and also to be very clear that success can be guaranteed only if they (the locals) 

are ready to preserve values and not change their traditional activities when 

exposed to the tourism industry (as is the case in a number of current WH sites, 

some of them now placed on the endangered WH list). The second is that 

community involvement should be much broader than only with communities 

living inside the WH properties. The attraction power of WH sites could serve a 

larger area, enhancing possibilities for all communities in the neighbourhood. It 

is beneficial also for increasing the carrying-capacity of a WH site, since 

supporting tourism with all its additional requirements will also help in the 

conservation of WH sites. 

6. Conclusions and J!Ossible recommendations 

The World Heritage, as the most visible conservation tool helps to identify 

problems. Tools and methods developed by implementing WH convention are 

valid for all kind of heritage. WH cooperation has opened new lines and helped 

to identify new kind of cultural heritage, also initiated an innovative network

approach. 

It is not arguable that the Convention has become a unique and irreplaceable 

too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conservation of the common 

heritage of humankind. But, after more than four decades, there is a need to re

think, or more precisely renew its original, main goals and to identify solutions,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its implementation. 

The Periodic Reporting exercise has already shown the importance of reaching a 

more or less global and holistic review of the status of conservation of WH 

properties and how it might be done. But it has also indicated that the current 

situation and trends are not really reassuring.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he professional approach has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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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ined and reinforc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Credibility - not only the 

credibility of the WH List but the overall credibility of the Convention. The best 

way to do so is a re-reading of the Convention, in order to get back to the 

original spirit and letters of the Convention, considering seriously the role of the 

Advisory Bodies and the professional representation of State Parties, especially 

when they are elected members of the WH Committee. 

The priority has to be given to the conservation of WH properties instead of 

urging inscription new properties, unless (or until that) the whole system is 

strengthened as a means to a properly functioning, solidarity-based 

international cooperation. Namely there is no urgency to "complete" or 

"balance" the list but in many cases urgency is present in the conservation 

matters. In order to be able to fulfil this vocation of the Convention, the whole 

financial system has to be strengthened and focused/directed to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first of all being ready and able to solve alarming 

situation of the properties inscribed to the Endangered WH List. 

Another proposal for consideration is to deal with nominated properties for 

inscription only in each second year (See in part 2 in the Article 11 of the 

Convention: "…An updated list shall be distributed at least every two years.'') - and 

to concentrate on the conservation issues - as it is the main purpose of the 

Convention expressed in the 'i\.rticle 7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international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shall be understood to mean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ssistance designed to support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in their efforts to conserve and identify that heritage. " 

Note : this lecture, prepared exclusively for this event, is a substantially revised, enhanced, 
completed and updated version of a previous text of the same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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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Shadie 
Senior Adviser, IUCN World Heritage Programme 

Peter Sahdie is Senior Adviser on World Heritage, based in IUCN's headquarters in 
Switzerland. He has been a longstanding member of the IUCN World Heritage Panel, 
which reviews World Heritage nominations and provides technical advice to IUCN. 

Mr. Sahdie has more than 35 years' experience working in conservation. He began his 
career as a park ranger with Australia's New South Wales National Parks and Wildlife 
Service. He first joined IUCN in 1999 as part of its Global Protected Areas Programme 
and took up the role of Executive Director for the 2003 IUCN World Parks Congress. 
From 2006 to 2010 he led the Union's work on protected areas across 23 countries as 
Head of its Protected Areas Programme in Asia. He then returned to his homeland 
Australia to establish his own consulting business specialised in protected areas and 
World Heritage, based in the Blue Mountains where he stayed until 2017. 

Mr. Sahdie is also a former CEO and Director of the Blue Mountains World Heritage 
Institute and a member of the IUCN World Commission on Protected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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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Challenges of the implementation and governance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n perspectives of natural heritage 

7GN 

Peter Shadie 

How can we ensure conservation of the world's 
best natural real estate? 

What does a complete, balanced and credible 
World Heritage list look like for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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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have reflected a lot alrea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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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locking the promise of the WH 
Convention as drivers of change and 
models of excellence 

► Shift from quantity to quality 

► Contribution to the 2030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the post 201 5 
development agenda) 

► Six recommendations for change 

7e 

► Models of good practice 
► Targeted gap filling 
► Credible decisions based on science and 

objectivity 
► Stronger engagement with civil society 
► Stronger recognition of rights based 

conservation 
► Stronger nature-culture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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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ing conservation prospects for all natural WH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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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protection &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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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pointing capacity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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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ng success and scaling up… 

PAH雪RAMA
SOLUTIONS FOR A HEALTHY PLANET 

7e 11 

What's our vision to 2020 and beyond? 

7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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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ook as a metric to pursue targets? 

A BRIGHTER OUTLOOK FOR NATURAL WH SITES 
THAN WE HAVE SEEN TO DATE (2014 AND 2017 

ASSESSMENTS) AND A FOCUS ON SITES MOST IN 
NEED 

1 . Increase in % of sites with a positive conservation outlook (in the 
green). 64% had a positive outlook in 2017 to say 75% in 2020 
and 90% in 2024? 

2. 20% of the sites see an improved outlook by 2024 (not 
necessarily al l into the green as above) Would mean seeing 48 
sites improve - an ambitious jump from 14 in 2017) 

3. No more critical WH sites by 2024 - moving them all out of the 
red would require an ambitious and concerted effort but surely a 
priority target? 

4. Campaign around 70 of the world's wonders deserve a brighter 
conservation outlook linked to IUCN's 70th 

宅:N

High impact launch of Outlook 2… ..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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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 I"il! 

Ir-1·-

ti #t

)3 
· 

! 

. 

. ’1·`’ 
n

!l 

ZSL LmTulgRK §g5UF AFRICAN 

WILDLIFE 

F0
CND

A
TI
Oz 

151 

Knowledge 

and 

tools 

-

IUCN 

generates 

and 

consolidates 

data

, 
inform

ation 

and 

tools 

rele

vant 
to 

conserv

ing 
nature 

a
nd 
de
ve
lopin

g 

3
0

『esusta

in
ab
ly 

꿍
m
e
e
•
·

m

p
l
e
s
c
 

·
안
 

O
盆
P.

, .. ' ’ 

.. ,'.,,'
'.' 

-------

+5

g.
,., .• i 

`
2
.
－M
,
．
I
U
H

K
포

2
널

C
O
M
m

n
‘
터
m
u

0

i
 

i'l,i!

! 

!'IJI'I'I'.'lil 
II't:'-I ',.l!!!'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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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our niche? 

• Why is Outlook different? 
• Full global report card taken at one 

point in time 
• Forward looking 

• Proactive 
• Defendable 

, _ -̀
• Simple messaging 

• Creates impact on the ground 

• A guide to investment efficacy 

7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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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approach to date… 

IUCN -Tem~strial_ B_i09iversity and 
the World Heritag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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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Id Heritage Thematic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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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giona l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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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analysis methodology 
for World Heritage nominations 

,nder biodive,sity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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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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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nefits of Natural World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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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esh water 

■ Fish ing 

■ Wi ld goods 

■ Carbon sequestration 

■ Soil erosion p『evention

■ Scenic beauty/aesthetic values 

Regulating Cu ltu 『al services 
serv,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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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reach and to what end? 
... … …………………………… .. World Heritage as an emotional catalyst for conservation 

WE BELIEVE 
IN MAKING 
DIFFER1ENCE 

7G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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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izing change Me 
u0HQ©3J©d 

Give me a reason to do it Show me how to do it 
(Evidence & Inspiration) (Demonstration & abil ity) 

Show me others doing it Make it easy for me to do 
(Trend & Recommend) (Policy & Infrastructure) 

` 

JJea

—ity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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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righter 
Outlook for 

WH 

Combatting 
WH Threats 

A Credible 
WH List 

WH in our 
Bloodstream 

Global/regional 

?eN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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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2 : 
Interpretation of Sites of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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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n-Louis Luxen 
Treasurer, 

International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 I 

Former Secretary General, ICOMOS 

International 

Jean-Louis Luxen has high level responsibilities in the field of Heritage preservation 
(1973-2006) in Belgium and a member of the Royal Commission on Monuments and 
Sites (Brussels) until 2012. Between 1992- 2002, he worked as a Secretary General of 
ICOMOS, Paris. He was also a Representative of ICOMOS to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of UNESCO. Previously, Dr. Luxen had been a Secretary General of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ofBelgium (1981-2006). 

Dr. Luxen holds a Master in Economics from Stanford and a Ph.D. in Laws from Catholic 
University of Louvain. He is an Emeritus Professor of the Catholic University of Louvain 
and a Lecturer at ICCROM, at the Sharjah University (UAE) and at several universities. 

Dr. Luxen had been a President of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of the Council of 
Europe (1989-1993) and has been a President of Culture, Heritage and Development 
since 2002. He is also a board member of International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 
(New York) since 2007. 

He was a consultant for the Management Plan of historic towns, namely: Jeddah (2006), 
Rabat (2011), Bethlehem (2012), Chefchaouen (2014), Casablanc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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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of the study on 'Interpretation of Sites of Memory' 

Jean-Louis Luxen 

Seminar on the 30th Anniversary of 
Korea's Accession to 

the UNESCO World Heritage Convention 

Seoul May 2 2018 

INTERPRETATION OF SITES OF MEMORY 

Study commissioned by the World Heritage Centre 

and funded by 
the Permanent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Jean-Louis Luxen 
Former Secretary General of ICOMOS 

Board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 

A. Preparation of the Report 
- Terms of Reference 
- Working Group 

- Methodology 

B. Contents of the Report 

C. Main Issues 
- Wide range of Sites of Memory 
- Associative values and criterion (vi) of Operational Guidelines 
- Interpretation - multiple narratives - conflicting claims 
- Human rights and memorialisation - alternative recognitions 

D. Sites of Conscience 

E.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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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RMS OF REFERENCE. 

1. Review existin~and models of heritage interpretation 

2. ~ relevant not only for WH properties, but also 
any significant cultural site 

3. Potential ~in the interpretation of 
sensitive cultural sites related to memory 

4 . ~on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sites of memory, given the varied range of approaches 

5. Clarify ways in which ~may affect the interpretation 

6. Focus on best ~of interpretation of Sites of Memory 

A. EXPERT WORKING GROUP 

- Jean-Louis LUXEN - ICSC - Coordinator - Belgium 
- Christopher YOUNG - Former English Heritage - Rapporteur - UK 
- Eloi COLY - Head Curator- Maison des Esclaves - Goree - Senegal 
-Alissandra CUMMINS - Director Barbados Museum - Barbados 
- Sue HODGES - Chair ICOMOS ISC on Interpretation - Australia 
- Khet LONG - Director Youth for Peace - Cambodia 
- Alya SAADA - Philosopher - former UNESCO staff - Tunisia 
- Elisabeth SILKES - Executive Director ICSC - USA 
- Julio SOLOR乙O.NO FOPPA - Memorial para la Concordia - Guatemala 
- Boguslaw SZMYGIN - ICOMOS ISC on Theoretical issues - Poland 

Number of "correspondents" 
Members of the ICOMOS ISC on Interpretation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 

Numerous contributions: 
- sometimes divergent >> focus on interpretation 
- some repetitions to be reduced in the final report 
- difficulty in collecting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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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THODOLOGY 

- Successive circulations of a "discussion paper". 4th draft 
- Several meetings Chair and Rapporteur 
- Informal meeting in Krakow - 14th of July 
- Working group meeting in Paris - 25126th of July 
- Presentation to the WH Centre and to the Korean Delegation 17th November 
- Final document : end of January 2018 - posted on internet 
- Presentation to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 May 17 and July 23 

- Heritage 민~ (cultural & natural) 
- All heritage properties, special attention to ~ories 
- Impact on ~. given the international dimension 
- Permanent reference to ~ and principles, 

1972, 2003, 2005 Conventions, Recommendations and Programmes 

B. CONTENTS OF THE REPORT 

1. Introduction 
2. Growing importance of intangible dimension and of interpretation 
3. Diversity of Sites of Memory 
4 . Interpretation for sharing the multiple narratives of heritage places 
5. Impact of designation of Sites of Memory on their interpretation 
6. Recommendations 

Annex 1. Membership of Expert Working Group 

Annex 2. ICOM and "Difficult Issues" 

Annex 3. 12 Examples of Good Practice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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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AIN ISSUES 

A Site of Memory: a specific property with evidence of memorial aspects 

"Positive" examples 
- Grave or home of illustrious personalities (Confucius) 
- Places associated with famous artists of scientists (Cervantes, Mozart) 
- Human rights affirmation (Statue of Liberty) 
- First landing in New Zealand (Tongariro) 
-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Negative" examples (memories of recent conflicts) 
- War sites (battlefields, war cemeteries) 
- Places of human rights abuse (discrimination, slavery, ethnic cleansing, 

forced labour, colonial repression, crimes under dictatorship, crimes against 
humanity,…) 

- Places that celebrate accomplishments of war or resistance leaders. 
- Places that record the deliberate destruction of heritage (Bamiyan, Palmyra) 

The Study paying special attention to these conflicting examples 

C. MAIN ISSUES 

lmQortant distinction between: 

- Heritage places recognised primarily as Sites of Memory, when the 
memorial aspects are clearly dominant. 
(Auschwitz - Hiroshima) 

- Sites of Memory which have a memorial dimension accompanying other 
significant heritage values. 
(Volklingen, Zollverein - Zanzibar) 

In both situations, importance of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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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AIN ISSUES 

Associative values according to criterion (vi) of the Operational Guidelines 
(which states, since 2005): 

"to be directly or tangibly associated with events or living traditions, with ideas 
or with beliefs, with artistic and literary works or outstanding universal 
significance.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this criterion should preferably be 
used in conjunction with other criteria) " 

As far back as 1979, concern to the WH Committee (CC-79/CONF.003/13): 
1. Parent's report about "positive" and "negative" associated values. 
Recommending a cautious approach in applying criterion (vi) 
2. Statement of the WH Committee: 
"Patticular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cases which fall under criterion (vi) so 
that the net result would not be a reduction in the value of the List, due to the 
large potential number of nominations as well as to political difficulties. 
Nominations concerning, in patticular, historical events or famous people 
could be strongly influenced by nationalism or other patticularisms, in 
contradiction with the objectives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See 2 parallel reports: 
- Working Group on Criterion (vi) 
- ICOMOS Discussion Paper 

C. MAIN ISSUES 

~ in interpretation and sharing multiple narratives of a heritage site 
- ICOMOS Charter on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 ICOMOS Surra Charter and "Practice Note on Interpretation" 
- ICOM Code of Ethics and recent work on "Difficult Issues" 
- ICSC Experience in post conflict situations and in contemporary implications 
avoiding "presentism" (anachronistic present-day ideas interpreting the past) 

~and interpretation (Nara+20, 4.): Process to mediate 
heritage disputes, which requires that communities in conflict agree to 
participate in the conservation of the heritage, even when a shared 
understanding of its significance is unattainable. 

Range of potential ~(on or off site) 

Important part of the ~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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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AIN ISSUES 

~of Sites of Memory on their interpretation 
- Official recognition of a Site of Memory will also tend to give official status 

to the interpretation of that site. 
- Bringing a site to the attention of the world can bring into play sensitivities 

and alternative viewpoints much more than at the national level. 

~of the Human Rights Council of UN on "Writing of History" 
and on "Memorialisation" point out the risks of manipulation and the necessity 
of independent academic research and debate. 

~nition: 
- World Heritage properties 
-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Unesco Slave Route Project 
- Unesco Memory of the World 
- International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 (NGO network) 
- Regional schemes (ex: European Heritage Label) 

D. INTERNATIONAL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 

Places of memory - historic sites, museums, memorials and memory 
initiatives - that confront dramatic past events and their present legacies. 

N. Mandela reference to "Truth, Justice and Reconciliation" 

"From Memory to Action": activating history with dynamic public dialogue on 
related contemporary issues, and on what can be done. 

An worldwide network of over 230 members in 55 countries. 
- ESMA Victims of State terrorism - Argentina (WH Tentative List) 
- Tuol Sleng Genocide Museum - Cambodia 
- La Maison des Esclaves - Senegal (WH site) 
- Le Bois du easier - Belgium (WH site) 
- Terezin Memorial - Czech Republic 
- Museum of Free Derry - Ireland 
- Liberation War Museum - Bangladesh 
- Gulag Museum at Perm-36 - Russia 
- Japanese American National Museum - USA 
- Eastern State Penitentiary - Philadelphia -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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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RECOMMENDATIONS 

Concerning all heritage sites (12) 

- Approaches to Interpretation 

- Principles 

- Communication 

- Conservation 

- Intellectual Development and Capacity Building 

Concerning World Heritage Properties and Nominated Properties (5) 

CONCERNING WH PROPERTIES AND NOMINATED PROPERTIES 

13. Make~in interpreting WH 
properties, particularly if they have memorial aspects, in terms of cultural 
dialogue, mutual understanding and respect. 

14. Interpretation of ~should follow the 
guidelines set for all SoM, with a global, international perspective and 
demonstrates its outstanding universal significance. 

15. Some WH properties and nominated ~ 
~which need to be interpreted as part of or in 
addition to their OUV. If there are memorial aspects which may hurt some 
communities, whether at national or at international level, this dimension 
should be particularly taken into account when developing the interpretation. 

16. In order to allow the development of inclusive interpretative frameworks, 
avoid WH nomination of a property with potential divisive memories within 
some la~(for instance 50 years of 2 generations after the events). 

17. In developing interpretive frameworks for WH properties or nominated 
properties which have memorial aspects, take into account any ~ 
inde~of interpretation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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曰
International Coalition of 

SITES ofCONSCIENCE 
From past to present, 

What Is a Site of Conscience? 
: … … • • memory to action 

A Sit e of Conscience is a place of memory - a museum, h i st oric sit e, memorial or memory ini t iati ve 

- that confronts both the hist ory of what h appened there and i t s contemporary legacies. 

Whet'h er remem bering an era centuries or decades ago. Sites ol Conscience beg in by fac ing all 
aspects of our histoff: stories ol great cruelty. g,eat courage or weryday life. Then they go a 
step furthet, activa ting the histot ical persp.ective with dynamic public dialogue on related issues 
we lace toc:iay and what we can do about the 

Sit.es of Co:nscience are places that: 

• I nte,pret hi story throu gh s ite; 

• Engage t'h e public in programs tilat stimulate dialogue on pfessing social issues; 

• Share opportunities fo r public involvement and positive ac겁on on the issues ra ised at the sjte: 

• Pm mote justice and universal cultures of human rights. 

What Is the lnternati.onal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 
The Int ernat ional Coaliti on of Sites of Consci ence i s the only worldwide network 

dedicated to tr ansforming places t hat preserve t he past i nt o spaces t hat promote 

civic action. 

he Coalition recognizes that the power of sites of memory is not inherent it must be harn essed 
as a de\jberate tactic in the s.ervice of human rights and citizen engagement_ This conscious 
effort to connect past to pr,esent and memory to action is the hallmark ,of the Sites of 
Gonsci,enoe movement. As a netwon.\ o f more than 230 Sites of Comcience in 55 countries, we 
engage tem of mimons of people eve아 year in using the lessons ol history to take action on 
challe'1 ges to d은mocra cy and human rights today_ Through powerfu l participatory programs. that 
bring peop le together across difference, we advocate fo r every community 's right to pres.erve 
places where struggles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have occurred. to talk open ly about 
what happened there. and to harness the strengths of mem ory, herita ge, arts and culture to 
build ethical societies that envision and shape a more just and huma'1 e future 

........ · · · · · 

.,a , sa이 des =:s.cla"85, _,,...,,.향 

G,1ag M,seum at P°effl'-젝 RuSSIa . . 

What Does the Coalition Do? 
The C oalition beli eves that by transforming places of memory into places of civi c 

act ion, we can help build 1ast ing cultures of peace and universal human righ ts. 

We support Sites of Conscience in creating bold. original and effective pmgrams that connect 
the history o f the ir communities with critical social and human rights issues in thejr reg ion today 
And by lin!dng these efforts across the world. we are advancing the globa l movement so ·Never 
Again" can be realized. We clo this thmugh• 

• Member grants that support the crea tion or rel inement of innovative and scalable Sjtes of 
Consc ience programs 

Technical support such as providing Sites of Conscience program moclels for uealing 
dialogue acmss difference 

• Advocacy in support of m emory il"l itiatives in peace-builcling and transjtiona l j ustice efforts. 

• Connecting, m em bers around the world to one another th rough new technologies and networks o 
Sites o f Conscience so they may collaborate. share best prac tices and ao'v,o.cate for comm on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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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emory to action • … … . . . 
PUBLIC P'R,Q,GRAMS AT THE COALITION 
Sites of Conscience create innovative public programs that bring people together across d i fference 

to t alk openly about what happened then and decide what they can do now. 

Ai Sites of Consc ience, visitors !earn wlhai happened there: the assassl11atio11 o/ Martin Luther King Jr., deten tion 
under Latin American dictatorsh ips, l1ile in a Russ ian Gulag. transiting to death camps during the Holocaust 
and many ob1ler histories_ Using dialogue. art. film, education and other participatory approaches, visitors are 
then invited to 캅 on contemporary local and global issues from reproductive rights and state repression io 
xenophobia. The Interna tional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 supports each of its 230+ membe『s - and often 
brings them together - to develop these public programs. We provide funding. technica l expertise a11d 
methodolog1ica l resources that help Sites of Conscience c reate bold. o riginal and effective programs around the 
world. Below is a selection of recent and ongoing proj ects 

ART, MEMORY AND JUSTICE 
"Witness - Remem ber - Create" 
Liberi1a Media Center & Civic !init iative, LIBERIA 
Hum an Right.s Media Center. SOUTH AFRIICA 

How do survivors come be terms w ith the t rauma of wa r? In a pioneering initiative 
designed to remember the personal and public histori es o f Liberia"s 14-year civi 
war. Liberian:s from cliffereni communities - war widows. amputation survivors 
and those who were children during the oontlict - came together to share their 
diverse experiences and create a visua l public reoord ot their stories. Using the 

틀 body-mapp in g·· techn ique in which one te lls a story through a life -size drawing 
of her or his body. partJic ipants reflected on their painful histories and how they 
see themselves now. Participants added their body maps to a survivor-curated 
traveling exhibit. Breaking the Silence: A .l.uta Continua, which addresses South 
Africa's Apartheid government The project was hailed by fo rmer Liberian Trut'h 
Commissioners and the media as a crit ica l step in implementing the Liberian Truth 
and ReconciLia tion Commiss io n동 reoommendation for memorializabion 

PROJECT INCUBATION 

"Voices from the Vau lt" 
Divers ity Challenges, NORTHERN IR.ELAND 

Commonly known as "The Trouble업 the 30-year co11/l ict in Northern Ireland - over 
whether the country should remain part of the primari ly P-roiestan! United l(ingdom 
or join the mostly Cathol.ic Republic of Ire land - has left over 3500 dead since 
1968. While a peace accord was signed in 1998. the country rema ins in many ways 
a divided society. w ith more so-ca l1ed "peace wa lls' - border barriers in Northern 
Ireland separating Ca tholic and Pm-testant oommunities - now than before the 
aocord. Coalition member Diverslty Challenges confronts this d ivide through 
storytell ing and oral history p rojects. In 2016, they received a Project Support Fund 
grant from the Coalit ion to fund 'Voices from the Vault." a project that collects 
stories firom former police officers in two police forces on either side of the confli ct 
The work is groundbreaking in that it is uncommon for sta te agents. who fear they 
w ill not be afforded a lair hearing. to talk about their experi ences. As part of the 
project Diversity Challenges will produce a toolkit that w ill be ava ilable on the 
Coalit ion's Resourc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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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times one sees it as 
something that has already 
happened, thatis far away as 
history and that's it. But being 
there one sees that there are 
people still involved because 
their children are still missing 
and they se야 the remains of 
them ... it makes me reflect 
more and put myselfin the 
place of those families.· 

- Stu dent who visited 
\/"Illa Grimaldi Peace Park. 
a site or detention und은r ti1e 
Pinochet reg:me. now a Site 
of Conscience ·n C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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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 PROGRAMS 

"A Tale t o Learn" 
Museo de la Pa labra y la !Imagen (MUPI), EL SALVADOR 

As E! Salvador tackles increasing problems w ith g.angs and youth violence. the Museo de la Pa labra y la 
I magen's pro g ra m. "A Ta le to Le.a rin: uses stori es from El S a lva d or's c ivil war (1980-1992) to deter youth lrom 
violence and io reinforce the need for peace and tolerance. MUPI has 갑a i ned teachers and parents to use 
stories to spark reflection about the war's origins and to explore how the past m ight relate to the intolerance, 
hostility and gang violence that Sa lvadorans experience today. MUPI also published a book and produced 
a traveling exhibit about the lives of these ' ch ildren of the war.· Both use personal stories to illustrate the 
cha llenges and horrors faced by young people. 

COALITION-SPONSORED PROJECTS 

"Brown v,. Board to Ferguson: 

Fostering Dialogue on Youth, Incarceration and C ivil Right s" 

Over sixty years after Brown v. Board of Education. which ended legal 
segregation in US public schools., education equity remains elusive. with minority 
students facing striking disadvantages such as being suspended and expel,ed 
at higher rates than w hite studenis. Some are even arrested on school girounds. 
referred to the juvenile just ice system. and sent to correctional i ns갑tu tion s - a 
trend so common it is know,n as the ·school to prison pipeline." In October 2015. 
the Coalit ion launched From Brown v. Boaro' to Ferguson: Fos-!ering Dialogue 
on Education. Incarceration and Civil Rights-. a three -year program that brings 
together 11 members and 'theJr community partners from across the US to 
create dynamic public programs focused on youth with the goal o f lostering 
community dialogue on race_, educiition equity and incarceration in the context 
o f civil rights history. Addi겁ona lly. the project trains and works w ith young people {ages il.5-25) to assist ihem in 
establishing their own civic engagement pro grams at loca l museums. equipping them with cu rrent organizing 
strateg ies so that they can engage their c,ommunities beyond their dialogue sess ions. 
Thi5 E.ojecI wlls made po5sib1은 in pll(t by the In5 [I.w!e of Musam and Library 5ewices [MG-20-15-00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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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TH AND JUSTICE 

"Truth, Justi ce and Reconciliation i n Sri Lanka: 

C oming to Terms with the Past" 
Global. Initiat ive fo『 Just ice, Tru th arid Reconciliat ion (G,IJTR) 

Nearly 40.000 Tamil civilians were disappeared or killed and another 300.000 
were interna lly displaced during Sri Lanka's c ivil war (1983-2009) This proj ect 
addresses the reconciliation and accountability needs ol the country. w ith a 
particu lar focus on missing persons, through loca l and high-level consultations 
and p.articipatory needs assessments, c,;;ipac ity building workshops and funding 
to provlde targeted technica l assistance to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s) 
in transit ional justice policy and practice_ Through its Global Init iative for Justice. 
Truth and ReconciUation {GIJTR). the Coalit ion and GIJTR partners work closely w ith CSOs to fa cilitaie 
communic,;;ition between loca l communities and the government of Sri Lanka as it em barks on it s 
transitional just ice process .. In supporting a loca lly-led .and sustainable approach to transitional justice 
in Sri Lanka, partners undertake activit ies io com plement and support government transit iona l justice 
activit ies_ The project represents !he Coalition's unique approach to t ransitional justice work. focusing on 
the experiences of marginalized individuals - vic tims. survivors. families of the missing. women and youth 

- Who often fi nd themselves stigmat ized and excluded from formal channels to engage in rebuilding and 
reconciliation efforts. but all o/ whom are essential to ensur ing lasting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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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 nfo『mation on how to get involved, 
pIease contact coa1hion@sitesofconsc ie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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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야l~ion of 

SITES ofCONSCIENCE 
www.sit"ofconscienc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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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ihisa Matsuno 
Professor, Osaka University 

Akihisa Matsuno is a Professor and Vice Dean of Osaka School of International Public 
Policy (OSIPP) of Osaka University. He is a member of National Center Public Institute 
of Timor-Leste. He's research fields are International Politics, Conflict Studies, 
Politicide, Occupation, East Timor, Indonesia, Palestine and Western Sahara. 

Dr. Matsuno holds a Master's Degree in Indonesian Studies from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e also studied Cultural Anthropology from Udayana University 
(Indonesia) as a Special Auditor under Indonesian Government Scholarship. He was a 
Professor at Osaka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04-2007). 

Dr. Matsuno was a District Electoral Officer (UN Volunteer) at the United Nations 
Mission in East Timor (UNAMET). He was also a Senior Historical Research Advisor 
(2003-2004) and a Member of the draft writing team of the final report (2004-2005) to 
the Commission for Reception, Truth and Reconciliation of Timor-Leste (CAVR). He 
also had been a short-term expert on vulnerable people to the Ministry of Social 
Solidarity of the Government of Timor-Leste. 

He is the author of a number of publications and conference papers related to Asian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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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ation of sites of memory and the right to truth 

Akihisa Matsuno 

Introduction 

Please allow me to introduce myself first, as I think it will be helpful for you to 
properly place my presentation in the context of today's discussion. I'm teaching 
international politics at a Japanese university with a special focus on 
contemporary conflict. The conflict I have intensively researched is one in East 
Timar, or the country currently more often referred to with its official name, 
Timor-Leste. My experiences as an electoral officer of the UN referendum 
mission in 1999 and as a historical research advisor to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after the conflict largely shaped my perspective and 
approach to war and conflict. I was exposed to an extreme violent atmosphere of 
the last phase of the conflict, and observed serious consequences of both 
physical and psychological torture that people had to endure for many years, 
even for the whole life. From this perspective, I alway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ransitional justice in resolving conflict, in achieving 
reconciliation, and very importantly, in addressing actual human needs to 
recover from the wounds to move forward to the future. This is a basic human 
need. I am neither an expert on human rights nor legal expert by any sense, but 
human rights are at the center of my approach to politics. 

In transitional justice, preservation of sites of memory, particularly places wher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red, is an important topic. By preserving 
such places as museums or parks and organizing memorials, we remember the 
past, restore the dignity of the victims and learn that such human rights 
violation must not be repeated. The demand to preserve sites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s a legitimate demand, and the State has political and moral 
responsibility to respond to this demand. The victim-centered approach is the 
guiding principle in transition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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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in this short presentation, I would like to refl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ervation of sites of memory and the right to truth. My talk is by 
no means presentation of an established theory about this emerging category of 
human right. Rather, my presentation is an exploratory one, which may have 
provocative elements in it. In that sense, I would welcome inputs from other 
speakers as well as the audience. 

Development of the right to truth 

It was the 2004 report of the UN Secretary General (S/2004/616), The rule oflaw 
and transitional justice in conflict and post-conflict societies, that presented key 
issues and lessons learned in the UN's engagement in transitional justice. Its 
paragraph 4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the causes of conflict to 
prevent a return to conflict in the future. It states: 

Peace and stability can only prevail if the population perceives that 
politically charged issues, such as ethnic discrimination, unequal 
distribution of wealth and social services, abuse of power, denial of the 
right to property or citizenship and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States, can 
be addressed in a legitimate and fair manner. (para. 4) 

Paragraph 50 and 51 write about truth telling. The report describes the truth 
commission's potential in the following manner. 

Truth commissions have the potential to be of great benefit in helping 
post-conflict societies establish the facts about past human rights 
violations, foster accountability, ~' identify perpetrators 
and recommend reparations and institutional reforms. They can also 
provide a public platform for victims to address the nation directly with 
their personal stories and can facilitate public debate about how to come to 
terms with the past. (para. 50) 

I would like to draw your attention to the phrase, "preserve evidence", in this 
paragraph. In a legal approach, "evidence" means "evidence" that can be us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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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als such as archival records of human rights abuses and forensic evidences. A 
site where such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red may or may not be "evidence" 
by itself. If it can be "evidence", its preservation becomes imperative. Even if it is 
not "evidence" by itself, the site is a focal point of testimonies and is a visualized 
reference of many "evidences". In that sense, its preservation is of central 
importance in the victim-centered approach that characterizes the truth telling 
process. 

The origine of the right to know or the right to truth can be traced to Latin 
America in the 1980s. In some Latin American countries, where the society was 
in transition from military dictatorship to democracy, impunity of former elites 
became a serious problem. In Argentina, well-known Mothers of the Plaza de 
Mayo (May Plaza) and other human rights organizations demanded that justice 
be done. As a result of their long struggle, "truth trials" emerged as a way to find 
truth about the missing people or "the disappeared". "Truth trials" were not to 
prosecute but were to investigate cases of disappearance by using courts' 
authorities to summon military officers or to order them to gather information 
in their archives. The judicial process to fight against impunity in Argentina is 
still going on today. 

In 2004 a former notorious clandestine detention and torture center in Buenos 
Aires was turned into the Space of Memory and Human Rights (Espacio Memoria 
y Derechos Humanos). It was the premise of former Navy School of Mechanics 
(ESMA in Spanish abbreviation). Today it stands there as a hard-evidence of the 
existence of a torture center, and visualizes what happened through rooms, 
objects and displays. Here, pursuit of justice and preservation of sites of memory 
went hand in hand to achieve the goal oftransitional justice. 

The right to the truth in debates at the UN possibly goes back to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s report on the question of impunity of perpetrators of human 
rights violations (civil and political) in 1977 (E/CN.4/Sub.2/1997/20 Rev.1). Its 
Annex II, Set of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human rights through 
action to combat impunity, sets out "the inalienable right to the truth" as the first 
principle and "the State's duty to remember" as the second. 

The Principles were updated in February 2005 in Report ofthe independent expert 
to update the Set of principles to combat impunity, Diane Orlentlicher, Addendum, 
Updated Set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hrough act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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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at impunity (E/CN.4/2005/102/Add.l). In the section of "The Right to Know", 
the report defined the principle of "the duty to preserve memory" : 

PRINCIPLE 3. THE DUTY TO PRESERVE MEMORY 

A people's knowledge of the history of its oppression is part of its heritage 
and, as such, must be ensured by appropriate measures in fulfillment of the 
State's duty to preserve archives and other evidence concerning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and to facilitate knowledge of those 
violations. Such measures shall be aimed at preserving the collective 
memory from extinction and, in particular, at guarding against the 
development of revisionist and negationist arguments. (page 7) 

I want to draw your attention to the last phrase of the paragraph that says that 
such measures should aim "at preserving collective memory from extinction and, 
in particular, at guarding against the development of revisionist and negationist 
arguments." In fact, the phrase expresses the essential nature of transitional 
justice that embodies a certain political and moral judgment on the previous 
regime as the cause of a systematic oppression. 

Subsequently, in the same month of the same year,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its resolution 2005/66 (para. 6) requested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to prepare a study on the right to the truth. The 
report, Study on the right to the truth, was submitted to the Commission in 
February 2006 (E/CN.4/2006/91). The report extensively discusses the nature 
and the scope of the right. It acknowledges that historically the concept of the 
right to truth typically meant the right of the victims or families or community 
of the victims of enforced disappearance, extrajudicial executions or torture 
about the facts of those human rights violations. Then, it writes that "as 
international law on the right to the truth has evolved to apply in all situations 
of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the material scope of the right to the truth 
has also expanded to include other elements (p. 11)". The report writes: 

These may be summarized as the entitlement to seek and obtain 
information on: the causes leading to the person's victimization; the 
causes and conditions pertaining to the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progress and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the circumstances and 
reasons for the perpetration of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g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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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violations ; the circumstances in which violations took place ; 
in the event of death, missing or enforced disappearance, the fate and 
whereabouts ofthe victims; and the identity ofperpetrators. (p. 11) 

The OHCHR's Study on the right to truth was updated in August 2009 (A/HRC/ 
12/19). The updated study focuses on records archives and extensively discusses 
protection of witnesses, but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a much broader 
variety of records support the asser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para. 
8)". 

Finally, the Human Rights Council in October 2009 adopted a resolution on the 
right to truth (A/HRC/RES/12/12). The resolution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respecting and ensuring the right to the truth", and encourages States to 
"consider establishing specific judicial mechanisms and, where appropriat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s" and to "disseminate, implement and 
monitor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of non-judicial mechanisms 
such as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s". 

Reflections on interpretation of sites of memory and the right to truth 

After exploring the path of development of the right to truth, now we come back 
to the topic of this session, that is, interpretation of sites of memory. We 
understood that sites of memory themselves may or may not be "evidence" of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but we did understand the centrality of sites of 
memory for testimonies and many other "evidences" in the context of 
transitional justice. The preservation of sites of memory becomes absolutely 
important when the destruction or alteration of these sites has intent to negate 
or deny past atrocities. The State has duty to remember, and to remember the 
State has duty to preserve. 

Then, interpreting sites of memory should be placed in the context of the right 
to truth of the society concerned. We understood that the right to truth is not 
only the right of an individual but also a collective right. The society has the 
right to know where, how and under what circumstances the atrocities occurred, 
and the collective right to truth can be well served with preserving sites of 
memory and transforming them into facilities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that sense, destroying a site of memory or significantly altering it to the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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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 meaning given by transitional justice is lost is a threat to the right to 
truth. In some cases, it might be equivalent to negation or denial of what 
happened there in the past. I want to conclude that not only archives or record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re important to preserve but also other objects such 
as buildings, facilities, things related to the suffering of victims must be 
preserved to fulfil the right to truth of th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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