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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반구대암각화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반구대암각화군이 갖는 진정성과 완전성을 세

계유산 등재기준에 맞게 입증하는 일과 함께 세계유산 협약에서 요구하는 보존․관리 및 활용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본고에서는 반구대암각화군의 원활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하여 세계유산 

협약과 운영지침의 내용 및 ICOMOS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현재 부족한 

상항이나 추진해야 할 과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Abstract> 

 

In order for the Bangudae petroglyphs to be listed as a World Heritage Site, they must meet the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requirements required by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long with proving the authenticity and completeness of the Bangudae petroglyphs. 

In this paper, for the smooth registration of the Bangudae Petroglyphs Group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we will review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operational guidelines 

and ICOMOS' guidelines for petroglyphs World Heritage to identify the current shortage or 

tasks to be purs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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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반구대암각화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반구대암각화군이 갖는 진정성과 완전성을 세

계유산 등재기준에 맞게 입증하는 일과 함께 세계유산 협약에서 요구하는 보존․관리 및 활용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과 세계유산 협약 운영지침에서는 모든 협약가입국이 자국 

내에 위치하는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에서는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지침을 세부적으로 다듬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이 가이드라인은 반

구대암각화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주요한 지침이다.  

본고에서는 반구대암각화군의 원활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하여 세계유산 협약의 주요내

용과 세계유산 운영지침 내용 및 ICOMOS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현재 부

족한 상항이나 추진해야 할 과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제2장에서는 

세계유산 협약과 세계유산 협약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제3장에서는 ICOMOS에서 작성

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상기 세계유산 협약과 운영지

침 및 ICOMOS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확인하고 반구대암각화군의 세계유산 

등재 준비과정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2. 세계유산 협약과 협약 운영지침 

 

1) 세계유산 협약  

세계유산 협약은 1972년 제17차 UNESCO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975년 이 협약이 처음 시행

되었다. 세계유산 협약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정의, 국내 및 국제적 보호, 보호를 위한 정부간 

위원회, 보호기금, 교육사업 등 총 3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다(http:// 

whc.unesco.org/en/). 

세계유산 협약 제4조는 모든 협약가입국이 자국의 문화 및 자연유산을 식별하고 이를 보호, 보존, 

활용하고 자라나는 세대에 전승시키는 것이 자국에 주어진 최우선의 의무임을 천명하고 있다. 세계

유산 협약 제5조에서는 첫째,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유산의 보호를 우선적으로 반영한 정책과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수

행에 합당한 기관의 설치를 주문하고 있다. 셋째, 자국의 문화 및 자연유산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처

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넷째, 문화 및 자연유산의 지정, 보호, 보존, 활용 

및 기능 회복에 필요한 법적, 과학적, 기술적, 행정적 및 재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국적 또는 지역적 훈련기구의 설치 또는 확충을 촉진하고 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 연

구를 장려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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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유산 협약 운영지침 

1977년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 협약 실행을 위한 최초의 운영지침을 제정하였으며, 여러 차

례 개정되어 2015년에 최종 버전이 출판되었다. 세계유산 협약이 채택된 이후 본문이 수정되지는 

않았지만 운영 지침은 세계유산의 개념, 등재기준에 관한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을 반영해 왔고, 세계

유산목록에 특성을 명시하는 과정 및 단계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요건들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세계유산 등재 시, 유산 보호에 관한 법적, 행정적 보호 제도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도 구체적

으로 제시하고 있다(이달희 외, 2015). 이에 의하면 세계유산의 OUV와 등재 당시 진정성 및 완전성

에 대한 보호 차원으로써 세계유산 등재신청 시 중장기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등재 

이후에도 유산의 보호를 위해 등재 전 수립된 관리계획의 이행과 함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리계획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유산에 대한 인적, 물적 자원 등 유산 보호에 필요한 

여러 조건들을 계획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운영지침에서는 이러한 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① 법률, 규제, 계약상의 보호 대책, ② 효과적

인 보호를 위한 지리적 경계, ③ 완충구역, ④ 관리계획, ⑤ 지속가능한 사용 등 다섯 가지의 해당기

준을 마련하였다(이달희 외, 2015). 

첫째 기준에 의하면, 국가 및 지역차원의 보호대책은 유산의 OUV와 진정성 및 완전성에 대한 부

정적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여 유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항을 담고 있다. 둘째, 해당유산에 대한 

OUV와 진정성 및 완전성을 모두 포함한 경계표시는 유산의 보호체계 구축에 있어 필수조건으로 규

정하고 있다. 셋째, 유산의 보존이 필요한 곳이라면 충분한 완충구역을 설치한다. 넷째, OUV 보존을 

위한 적절한 관리체계 및 문서화된 관리계획을 구비토록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계획은 특정 대상 또

는 특정 기관에 의한 관리가 아닌 해당유산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공동이해와 계획, 시행, 모니터

링, 평가 및 피드백의 순환, 파트너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한 자금의 충당, 역량구축 

및 관리계획의 적용방식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설명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다섯째, 유산

의 지속가능한 사용에 있어 OUV와 진정성 및 완전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가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 세계유산 협약 운영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의 <표 1>에 요약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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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계유산 운영지침의 유산보호·관리 및 활용 주요 내용(2015) 

구 분 항 주 요 내 용 

목적 및 

원칙 

제96항 ~ 

제97항 

- 세계유산의 보호 관리는 OUV와 등재 당시 완전성 및 진정성의 수준

이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유지 또는 향상되도록 보장되어야 하고, 

유산의 보존을 위해 정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운영지침에 명

시된 반응적 모니터링 참조) 

제 도 제98항 

- 등재 유산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인 유산 보호체계의 완비 

- 유산에 대한 ‘OUV + 완전성 + 진정성’에 부정적 영향(개발, 변화 등)

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 

경 계 
제99항 ~ 

제102항 

- 유산의 경계표시는 유산의 보호를 위한 필수조건 

- 경계선은 해당 유산의 ‘OUV + 완전성 + 진정성’을 모두 포함 

- 문화(ⅰ-ⅵ) 및 자연(ⅶ-ⅹ)유산 기준을 적용하여 신청하는 유산은, 

‘OUV’를 표현하는 속성 및 지역을 모두 포함 

완충구역 

제103항 

~ 

제107항 

- 유산의 보존을 위해 완충 구역 설치 

- 완충구역이 유산을 보호하는 방식 등에 관한 설명 

- 완충구역 제외 시 이유와 타당성 제시 

* 보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이후 완충지대에 가해지는 사소한 범위

의 경계 변경 작업 시에도 세계유산위원회 승인 득함 

지속가능한 

사용(활용) 
제119항 

- 세계유산은 생태‧문화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필요 

- 체약국 및 관련 파트너들은 지속가능한 사용에 있어 ‘OUV + 진정성 + 

완전성’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보장 

- 어떠한 용도든 생태, 문화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함 

- 일부 유산의 경우 사람의 이용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 

- 세계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정책과 전략은 자연과 문화유산에 관

한 보호를 보장 

- 유산의 보호, 보존,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와 이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관리체계 

제108항 

~ 

제118항 

- 해당 유산의 ‘OUV’ 보존방식 기술 

- 현 세대 및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및 

통제 메카니즘에 대한 영향평가는 세계유산 등록 시 필수임 

- 세계유산위원회 평가전 관리계획(체계) 미제출 시 체약국은 관리계획에 

대한 예정 수립일 및 자원 확보, 관리지침(운영 계획)을 문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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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현황과 등재 가이드라인 

1)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현황과 등재 기준 특징 

2020년 1월 기준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산 163개국 1,121건이며 문화유산 869건, 

자연유산 213건, 복합유산 39점이며, 이 중 암각화는 48건이 등재되어 있다. 세계유산협약 조항 1에 

명시된 문화유산 분류에 따르면 암각화는 기념비적인 조각 및 그림 작품, 고고학적 성격의 요소 또

는 구조물, 비문 및 동굴을 포함하는 기념물 범주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고고학적 유적물을 포

함하여 여러 가지 인간의 작품이나 자연과 인간의 합작품을 포함하는 범주에도 포함시킬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암각화와 관련된 유산이 기념물로 지정되는 반면, 다른 경우에는 문화 경관과 

같은 유적지에 포함될 수도 있다. 

2020년 현재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광의의 암각화 유적은 모두 48개 정도가 있으며 <표 2>에서는 

2019년까지 등재된 주요 암각화 유산을 소개하고 있다. 암각화 세계유산은 단지 암각화뿐만 아니라 

물감으로 그린 암채화를 비롯하여 동굴벽화나 바위그늘유적, 보다 복합적 유산으로서 자연경관이나 

고고유적을 포함한다. 하지만 반구대암각화군과 같이 바위에 새긴 그림으로서(Petroglyph, Rock-

Carving Art) 암각화에만 한정해서 살펴본다면 다소 제한적으로 순수 암각화로 구성된 다음과 같은 

11개 유적으로 한정할 수가 있다. 그것은 노르웨이의 알타 암각화, 스웨덴의 타눔 암각화, 카자흐스

탄의 탐갈리 암각화, 포르투갈 코아 암각화, 아제르바이잔의 고부스탄 암각화를 비롯하여, 서몽골의 

알타이 암각화 군, 이탈리아의 발카모니카 암각화,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트위펠폰테인 암각화, 2015

년 등재된 사우디아라비아의 하일암각화, 2016년 등재된 차드의 에네디 마싶 암각화, 2019년 등재된 

스페인의 리스코 카이도암각화 등이다((http://www.bradshawfoundation.com/index.php). 

1979년 제 3차 세계유산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프랑스의 베르제강 계곡의 동굴벽화와 이태리 발

카모니카 계곡의 암각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라스코 동굴이 포함된 베제르강 계곡의 경우 

동굴 벽화 때문에 예술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인종적, 인류학적 관점에서 특히 많은 관심을 받았다. 

발카모니카 암각화의 경우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사시대 암면 조각의 컬렉션 중 하나

"를 구성하고, 8천 년 동안 인물화가 조각되었다는 사실이 강조되었다. 이후에 세계 많은 지역에서 

여러 개의 암각화 유적지가 목록에 등재되었다. 

특히, 1970년대 말 두 번의 등재 이후, 목록에 등재된 암각화 유적지의 수가 점차 증가되었고, 암

각화와 주변 환경 간에 긴밀한 관계가 존재하지만 카카투, 타씰리, 레소토 등 세 개의 유적만이 복

합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전체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요소 중 하나는 점점 지리적 대표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1980년대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북아메리카 그리고 북유럽에서 매우 다른 지리-문화

적 맥락을 대변하는 유적이, 1990년대에는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을 포함한 암각화, 라틴 아메리카 

국가인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의 유적지 세 개가 목록에 등재되었다. 21세기에 와서는 대표성 

확장 측면에서,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의 유적지가 등재되었다. 하지만 몽골을 제외한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암각화유적은 등재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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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주요 암각화 유적 

번호 연도 유 적 명 국 가 

1 1979 Vézères Valley 프랑스 

2 1979 Valcamonica 이탈리아 

3 1981 Kakadu National Park 오스트레일리아 

4 1982 Tassili n'Ajjer 알제리 

5 1985 Tadrart Acacus 리비아 

6 1985 Alta 노르웨이 

7 1991 Serra da Capivara 브라질 

8 1993 Sierra de San Francisco 멕시코 

9 1994 Tanum 스웨덴 

10 1995 Altamira 스페인 

11 1998 Côa Valle, Siega Verde 포르투갈/스페인 

12 1998 Mediterranean Basin Iberian Peninsula 스페인 

13 1999 Cueva de las Manos 아르헨티나 

14 2000 Maloti-Drakensberg Park 레소토/남아프리카 

15 2003 Bhimbetka 인도 

16 2004 Tamgaly 카자흐스탄 

17 2006 Chongoni 말라위 

18 2007 Kondoa 탄자니아 

19 2007 Gobustan  아제르바이잔 

20 2007 Twyfelfontein or /Ui-//aes  나미비아 

21 2009 Sulaiman-Too 키르기스스탄 

22 2011 Mongolian Altai 몽골 

23 2014 Grotte Chauvet-Pont d’Arc 프랑스 

24 2015 Hail Region 사우디아라비아 

25 2016 Ennedi Massif 차드 

26 2019 Risco Caido 스페인(카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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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가이드라인 

2010년 ICOMOS는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지침을 세부적으로 다듬어서 가이드라인을 만

들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반구대암각화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지난 

2012년 문화재청과 ICOMOS 한국위원회가 개최한 “대곡천 암각화군의 유산적 가치 국제세미나”에

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부소장을 지낸 벨기에 루뱅 가톨릭대학교 국제보존센터의 양민자 교수에 의

하여 처음으로 소개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제시한다. 

가이드라인은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작성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암각화 유적에서 보여 주듯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하는 능력은 등재 신청을 하여 평가 받고자 

하는 암각화의 배경상황, 우수성, 독창성, 유적의 범위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문헌 조사연구를 요

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세계유산위원회를 설득시키기는 어렵다. 

해당 암각화가 왜 동일 지리, 문화권 혹은 그 밖의 세계의 암각화와 그 의미나 관계성 또는 예외적

인 속성, 혹은 중심부 환경의 특징적인 가치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는지 증명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암각화에 새겨진 그림들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등재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등재유적은 2008년 유

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제정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적절한 문서, 법률적 보호, 그리고 명확한 

관리체계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각 국가들이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일련의 서류작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가이드라인은 결론에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다음과 같은 점을 분

명히 하고 있다. 

“암각화는 북극과 남극을 제외한 전 세계에 걸쳐 지리적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 그 수가 40만점 

이상에 달할 정도로 많은 유적이라는 점, 최소 40,000년에 달하는 그 시간적 깊이에서 다른 인류유

산의 구성요소들과는 명백하게 차별화 된다. 앞으로 수년 내에 수많은 암각화 유적들의 세계유산 등

재신청이 이어질 것이며, 등재될 것이다. 하지만 최고의 암각화 유적을 선정하는 일은 엄격할 필요

가 있다. 이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등재신청을 한 암각화 유적이 다음 사항을 확실히 한다면 세계유

산으로 등재될 기회를 높일 수 있음을 분명히 주지시키고자 함이다. 암각화 유적이 가능하다면 한 

개의 기준이 아닌 여러 개의 선정 기준을 만족하고,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영역에서 충분한 연구조

사가 이루어지고 유적과 관련된 광범위한 데이터가 DB화되고 접근이 허용될 것. 보존과 관리상의 

제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있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것이 유산 등재 신청 시 분명하여야 하고, 

이들 문제를 전 방위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관련 문서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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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 반구대암각화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시사점 및 과제 

1) 보존.관리 및 활용 측면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산들은 2000년부터 약 6년 주기로 정기보고라는 절차를 거친다. 대륙별로 

순서가 돌아가는 이 과정에서 각 국가는 국가 차원에서의 유산 보존 조치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등재된 유산별로 현재의 물리적 보존 상태와 보존관리 체계 측면에서의 현황 등을 보고해서 그에 따

른 향후 필요사업을 진단해보는 과정이다. 정기보고 질문지의 점검사항은 문화, 자연, 복합유산의 종

류를 가리지 않고, 또한 대륙별, 지역별 세계유산 모두에 해당될 수 있는 항목들이기에 세계유산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유산의 보존관리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항목들은 세계유산의 등재신청서에도 기본적으로 수록되어야 하는 정보들이기도 하다. 

정기보고는 기본적인 사항들 이외에는 2개 분야로 질문이 나뉘는데 유산의 물리적 보존현황에 대한 

사항과 유산의 유지, 관리, 교육, 활용에 대한 사항으로 구분된다.  

1972년 시작된 세계유산협약은 2012년에 40주년을 기념하였고, 이를 계기로 등재된 세계유산 중

에서 보존, 활용을 잘하고 있는 사례들을 일회성으로 공모, 선정해서 수상을 한 바 있다. 1,121건에 

달하는 세계유산 목록인 만큼 그 종류도 다양하고 유산 성격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취한 구

체적인 보존 및 활용 방안들이 우리나라 실정 또는 반구대암각화군의 실정에 정확하게 맞지는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어떤 항목을 주로 평가했는지, 그리고 좋은 사례로 뽑힌 유산의 경우 공

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수사례에 대한 질문 항목은 정기보고에서의 보존관리 

항목과 유산의 관리, 교육, 활용에 관한 사항들과 거의 유사하다. 질문 항목은 다음 <표 3>과 같다. 

장기적인 보존관리계획 내에서 유산의 물리적인 보존과 연구에 대한 사항이 한 축을 형성한다면 

유산의 활용, 해설, 그리고 관광계획 등과 같은 사항이 다른 한 축을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하나의 

큰 틀 안에서 보존과 활용이 같은 방향을 향해 가지 않으면 별도로 세워진 관광계획에서는 유산의 

가치와 무관한 일반적인 관광 활성화만을 추구하게 되고 보존과 연구를 통해서 수집한 해당 유산에

서만이 나올 수 있는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관광 메커니즘을 활용

할 수밖에 없다. 

반구대암각화군의 보존에 관한 논의는 아직 진행형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연댐 수문설치 등 

수위조절에 대한 사항은 유산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본 보존대책이다. 이와 더불어 같이 병

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보존관리이다. 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체계를 세우

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그런 연구 활동에 기반을 두어 새로운 콘텐츠로 유

산을 표출하고 공유하는 것이 소프트웨어적인 보존관리이자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활동이 우

리나라에서는 흔히 활용이라고 지칭되면서 관광과 연계한 활동으로 등치되는 경우가 많고, 보존관리

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지만 활용은 오히려 일상적인 관리와 유산에 관한 연구의 

해석, 발표와 깊게 연관되어 있는 보존관리의 중요한 축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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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우수사례 질문항목 

1. 보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창의적인 관리 방법과 전략을 적용하였는

가? (예: 자원의 효율적 관리, 복원, 활용, 인적‧자연적 위협요소에 대한 대응 등) 

2. 지역주민: 지역 관계자들의 필요성에 응대하기 위해서 유산의 관리체계 안에서 어떤 방법을 취

하고 있으며 이들이 직접적이고 전폭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보장하는가? 

3. 법적 체계: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법적 체계를 구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가? 

4. 유산 경계: 유산 또는 완충구역의 경계를 지정하거나 경계 내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유산 자

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창의적인 방법을 도입했는가? 

5. 지속가능한 재원: 유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 조치들을 행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떤 효율적인 전략을 세우고 이행하였는가? 

6. 직원 교육과 발전: 세계유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인적 자원의 교육에 대한 어떤 전략과 접근

을 시행하고 있는가? 

7. 지속가능한 발전: 유산 지역 내와 경계 외부에서 일어나는 자원 사용 행위들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게 통제하는 효율적인 장치가 있는가? 

8. 교육과 해설 프로그램: 유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 해설, 인식 제고 프로그램들이 지역 관계

자들 사이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 이해를 현저히 증진시켰는가? 

9. 관광과 해설: 방문객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관리에 저해하지 않도록 어떤 창의적인 

방문객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였는가? 

자료: 이달희 외(2015) 

 

2) 보존. 관리 역량강화 측면 

하나의 유산이 어떠한 가치를 가졌는지를 규명하여 이를 끊임없이 대중에 알리고, 공유해서 그 연

구 결과 뿐 아니라 대중의 체험과 경험치 축적으로도 새로운 가치를 더해나가는 활동 자체를 활용으

로 보고 보존관리 계획의 일부로 포함해서 큰 틀을 세워나가야 한다. 반구대암각화군은 그런 면에서 

오히려 무수한 콘텐츠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 반구대암각화군은 많은 시선집

중을 받았고 이로 인해서 최근 몇 년간 문화재청,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등 많은 부처와 기관들이 

주축이 되어 다양한 연구를 한 바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학계의 연구도 과거의 미술사적인 연구 위주

에서 인근의 지질·지형, 수계 변화, 수문학, 공룡발자국 화석이나 골각기에 대한 고생물학, 암각화 

제작 주체, 암각화의 고고학적 유적과의 연계, 외국 유산과의 비교 등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이것은 

분명 긍정적인 발전이고 중요한 성과이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쌓여가는 연구 성과가 지속적으

로 대중에게 공유되고 이를 바탕으로 계속 발전하는 유산 활용 계획을 짜는 것도 대곡천 계곡에서만

이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이 산발적이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년, 30년 주기의 연구 마스터플랜 

하에서 서로 연계되면서 진행이 되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활용프로그램이 구성되는 것이 가

장 바람직하다. 특히 연구가 꼭 단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내용이 공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연구 또는 보존 조치의 중간 과정에 대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사항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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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고 있다는 것을 일반 대중에게 세밀하게 알려줄 수 있다면 그 또한 이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

는 콘텐츠이자 자원이 될 수 있다. 

세계유산 관리에 있어 우수한 사례 공유하기 (Sharing best practices in World Heritage 

Management, http://whc.unesco.org/en/recognition-of-best-practices/)를 통해 2012년 세계

유산협약 40주년에 총 26건의 우수 사례가 선정되었다. 기본적으로는 해당 국가가 공모에 응해서 

수집된 사례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어떠한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는지, 그리고 어떤 항목에

서 우수한 사례인가를 살펴보면 세계유산적 관점에서 어떤 보존관리 요소를 중요하게 보는지를 알 

수 있다. 선정된 사례들은 문화, 자연유산을 모두 아우르고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거의 모든 사례들

은 공통적으로 종합연구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우수한 보존관리의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꼽았다. 

중국의 둔황 유적과 같은 경우 둔황연구원이 별도로 설립되어 있어서 장기적인 연구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통합적인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20

년 단위의 장기 연구계획을 세운 이후에는 고도의 전문 인력이 자체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국내

외의 유수한 연구기관과 협력해서 연구 결과를 집적해 나가는 것이 보존관리의 가장 기초적인 항목

으로 꼽혔다. 미국의 게티 연구소나 일본의 동경문화재연구소 등과 연구교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서 해당 분야의 연구 성과를 쌓아갔다. 연구 진행과 결과에 따라 보존관리 기법이 바뀌고 방문객과 

관련된 정책이 수정되기도 하였다. 유산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이해 없이는 그 어떤 보존 정책이나 

활용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각 동굴별 방문인원에 대한 제한이나 방문 가능한 동굴의 로

테이션 등은 모두 유산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과 분석에 따른 것이다. 둔황에서는 여러 연구에 기

반을 두어 상세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한 뒤 디지털 모형을 만들어 방문객을 분산시키는 정책

도 도입하고 있다. 이런 종합적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의 활용 콘텐츠 집적 문제와도 연계

하여 이미 언급하였다. 

아르헨티나의 꾸에바 데 라스 마노스(리오 핀투라스 암각화)의 경우는 유산의 종류도 반구대암각

화군과 흡사하다. 이 유산은 초기에 관리 인력 부재, 일반의 무관심 속에 거의 방치되었던 유산이었

으나 1995년부터 암각화 보존 연구 프로젝트가 국가 차원에서 시작되면서 암각화의 기록, 보존, 관

리에 대한 총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학계 간 연구를 위해서 이미 암각화 연구에 선행 성과를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실제로 이런 연구 성과에 따라서 지

속적인 보존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20여년째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유산의 철저한 보존을 위

해서 한 번에 20명 이상 방문하지 못하도록 방문객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신 방문객들에게

는 유산에 대한 확실한 정보와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방문의 내실을 기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연구 다음으로 꼽힌 중요 항목으로는 지역 협력이 있다. 대부분의 유산들은 지역 자체에서 처음에

는 환영받지 못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으나 유산이 개방되고, 유산의 가치에 대한 주민들의 인

식이 체계적으로 증진되면서 보존관리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곳들이 많았다. 특히 일본의 시

레토코(자연유산)와 같은 경우는 시레토코 학술위원회를 발족시켜 이 안에서 인근 어민들의 어로 활

동의 유효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어획 자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어민협동조합의 참여 

하에 진행하였다. 또한 에코관광을 추구하는 관광회사들이 직접적으로 관광계획 수립에 참여함으로

서 지속가능한 관광이 가능하도록 역할을 한 것도 좋은 사례이다. 

그리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의 경우에는 ‘아크로폴리스의 친구들’이라는 비영리조직을 1988년에 

발족하여 지금까지 운영 중이다. 이 조직은 지역 주민들과 유산을 보존 관리하는 기관 사이의 완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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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면서 담당 기관의 보존관리 정책을 최대한 지원하고 매달 유산과 관련된 강의, 가이드 투

어, 연간지 발간 등 유산과 관련된 활용 사업들을 추진한다. 

대다수의 유산들이 자체 인력의 역량강화와 지역 인식을 제고하고 유산이 지속가능하도록 보존관

리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둔황연구소의 경우 거의 100명에 육박하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보존관리에 대한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와 연계

하여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유산에 찾아올 수 있도록 초청을 하고 유산에 대한 체험기회와 설명을 제

공해준다. 또한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서 방문객 숫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방문예약시

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시레토고의 경우에도 인근 지역의 산림, 해양 등에 대한 다양한 환경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위해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환경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반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을 중요한 활용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3) 반구대암각화군을 위한 제언 

현재 반구대암각화군에 가장 필요한 사항은 우선은 유산의 접근성 확보이다. 유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실질적으로 그 유산을 봤는지 여부에 따라 확연히 갈린다. 지금은 일반인이 해당 지역에 와

도 암각화를 실제로 보고 감동을 느낄 수가 없는 환경이라서 많은 아쉬움이 있다. 모형이나 탁본이

나 인근 박물관에서의 콘텐츠는 이차 자료이기 때문에 원작이 주는 감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김재

홍‧도수관, 2020). 

이와 더불어 반구대암각화의 현재 주어진 환경 자체에 대한 연구를 차근차근히 집적해 나가는 것

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지질학·지형학, 수계 변화, 수문학, 공룡발자국 화석이나 골각기

에 관한 고생물학, 암각화 제작 주체, 암각화의 고고학적 유적과의 연계, 외국 유산과의 비교연구 등 

반구대암각화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연구 과제는 산적해 있다. 이를 산발적으로 서

로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 보다는 서로 결과를 공유해가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연구 로드맵을 

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대곡천에서는 암각화나 지형 뿐 아니라 댐과 관련한 수문학 관련 정

보 등 다른 곳에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가 제공된다. 언론은 새롭게 시도되

는 첨단의 보존관리 방법들에 대한 소개를 하는 장소로서 기능할 필요가 있다.  

축적되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유산의 물리적인 보존관리에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그리고 방문

객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질이 결정될 수 있다. 꼭 모든 연구에서 확실한 결론이 나야지만 이를 

방문객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해서 반구대암각화군에서만 들

을 수 있는 설명과 정보, 그리고 암각화 관련 실험고고학에서의 체험기회가 제공된다면 이는 그 자

체만으로도 좋은 활용 콘텐츠가 될 수 있다. 또한 연구 결과에 따라서 반구대암각화군의 다른 지형

학적, 지질학적 정보나 고생물학적 정보가 확보가 된다면 이에 관한 내용도 방문객을 위한 활용 콘

텐츠로 축적을 시킬 수 있다. 반구대암각화군에 관련된 전문적인 정보가 많아질수록 이를 보존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시민의식을 제고할 수 있다. 

현재 반구대암각화군 인근에는 울산대곡박물관과 울산암각화박물관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

고 있다. 한 곳은 울산 대곡천에 관한 지역 역사를 모두 포괄하고, 한 곳은 암각화에 관한 정보를 

특화한 박물관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유산의 규모에 비해서는 박물관의 위치나 지향하는 전시·교

육 프로그램의 콘텐츠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에 두 박물관의 실질적인 역할과 

연구 역량에 대한 분담계획을 잘 수립해서 서로 보완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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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국제적인 협력도 중요한 분야이다.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서 저명한 학자들과의 교류를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며, 암각화의 보존과 연구에 있어서 이미 선행 연구 성과가 많이 쌓인 국외의 유수한 기

관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관련된 연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를 통해서 세계

유산적 가치를 도출하는 데에 필요한 국외 유산의 상세한 자료도 확보할 수 있다. 세계유산의 등재

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연구 성과는 바로 유사한 유산과의 비교 연구를 통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확보이다. 이미 유사한 형태의 암각화 유산이 다수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만큼 반구대암각화에

서만 볼 수 있는 특징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가치를 발굴해야 하는데 이는 다른 유산에 대한 비교연

구를 통해서만이 획득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내에서의 중국, 일본과의 협력 체

계 구축도 중요하고 알타이 계통으로 연계된다는 학설이 있는 만큼 분포 상으로 많은 수의 암각화가 

산재해 있는 몽골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체계 구축도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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