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2 2019년 7월 8일 월요일

조선성리학산실 한국의서원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됐다
장성필암서원 정읍무성서원 영주소수서원 안동도산서원등 9곳동시

지방지식인교육 제향어우러진공간…한차례반려뒤새로신청서작성

호남에서는유일하게문묘에위패가안치된장성필암서원(筆巖書院사적제242호)이유네스코세계유산에최종등재됐다.필암서원은조

선중기문신하서(河西)김인후(1510~1560)선생의학덕을기리기위해선조23년(1590) 그의고향인전남장성군장성읍기산리에건립

했으나1597년정유재란으로불타없어진것을인조2년(1624)자리를옮겨장성군황룡면필암리에다시세웠다. /문화재청제공

조선시대핵심이념인성리학을보급하

고구현한장소인서원(書院) 9곳을묶은

한국의 서원 (Seowon, Korean Neo-

Confucian Academies)이 유네스코세

계유산이됐다.

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를결정하는세

계유산위원회(WHC)는 6일 아제르바이

잔수도바쿠에서진행중인제43차회의

에서한국의서원을세계유산중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으로등재했다.

서원은공립학교인향교(鄕校)와달리

지방지식인이설립한사립학교로,성리학

가치에부합하는지식인을양성하고지역

을대표하는성리학자를사표(師表)로삼

아배향했다.

세계유산에등재된한국의서원은모두

9곳이다. 풍기군수 주세붕이 중종 38년

(1543)에 백운동서원이라는 명칭으로

건립한 조선 첫 서원인 영주 소수서원을

비롯해 안동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경주

옥산서원, 달성도동서원, 함양남계서원,

정읍무성서원,장성필암서원, 논산돈암

서원으로구성된다.

16∼17세기에건립한이서원들은조선

후기흥선대원군이서원철폐령을내렸을

때훼철되지않았고, 2009년이전에모두

국가지정문화재사적으로지정돼원형을

비교적잘유지했다는평가를받는다.

병산서원과옥산서원은2010년세계유

산에등재된 한국의역사마을:하회와양

동에도포함돼세계유산2관왕이됐다.

세계유산위원회는한국의서원에대해

오늘날까지 교육과 사회적 관습 형태로

지속하는한국성리학과관련된문화적전

통의증거라며 성리학개념이여건에따

라변화하는역사적과정을보여준다는점

에서세계유산필수조건인 탁월한보편

적 가치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인정된다고평가했다.

앞서세계문화유산후보지를사전심사

하는 자문기구 이코모스(ICOMOS국제

기념물유적협의회)는지난5월한국의서

원을 등재권고 유산으로분류해세계유

산등재가확실시됐다.

한국의서원은2011년세계유산잠정목

록에등재됐다. 2015년 세계유산도전에

나섰으나, 이듬해 이코모스가 서원 주변

경관이문화재구역에포함되지않았고연

속유산연계성에대한설명이충분하지않

다는점을들어 반려 (Defer)판정을했

다.

이에문화재청은등재신청을자진철회

했고,국내외전문가의견을종합해비교

연구를보완하고연속유산논리를강화한

신청서를새롭게작성해작년1월유네스

코에제출했다.

다만세계유산위원회는한국의서원이

지닌탁월한보편적가치와진정성, 완전

성은인정하면서도9개서원에대한통합

보존관리방안을수립하라고권고했다.

정재숙문화재청장은 불교유산이나기

독교유산에비해유교유산은세계유산에

등재된사례가적다며 한국의서원이조

선시대에보편화한성리학의지역적전파

에이바지한점이인정됐다고말했다.

정청장은이어 지방정부와적극적으로

협력해 보존관리를 빈틈없이 하겠다며

연속유산의세계유산등재추진에어려움

을겪는나라가많은데,이번에이코모스

와대화하면서축적한경험을공유하고자

한다고덧붙였다.

한국의서원을등재하면서우리나라는

석굴암불국사,해인사장경판전,종묘(이

상 1995년), 창덕궁, 수원 화성(이상

1997년),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

강화고인돌유적(이상 2000년),제주화

산섬과 용암동굴(2007년), 조선왕릉

(2009년),한국의역사마을:하회와양동

(2010년), 남한산성(2014년), 백제역사

유적지구(2015년),산사, 한국의산지승

원(2018년)을 포함해 세계유산 14건을

보유하게됐다.

북한에 있는 고구려 고분군(2004년),

개성역사유적지구(2013년),그리고중국

동북지방 일대 고대 고구려 왕국 수도와

묘지(2004년)를합치면한민족관련세계

유산은17건에달하게됐다.

이가운데제주화산섬과용암동굴만자

연유산이고, 나머지는 모두 문화유산이

다.내년에는서남해안일부갯벌을묶은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이자연유산등재심사를받는다.

한편한국의서원은세계유산,인류무형

문화유산,세계기록유산을통틀어유네스

코가 인정한 우리나라의 50번째 유산이

됐다. 한국은인류무형문화유산20건,세

계기록유산16건을보유중이다. 다만인

류무형문화유산과 세계기록유산은 세계

유산과규모와성격이다르며,세계기록유

산 영문 명칭은 메모리 오브 더 월드

(Memory of theWorld)로유산을뜻하

는 헤리티지 (Heritage)가들어가지않

는다.

/김태엽기자esaca@

서원 (書院)이라는 단어는 한국뿐 아

니라중국과일본,베트남에도존재한다.

기원은중국당나라말기로거슬러올라

가지만,어느정도제도화한서원은주자

(朱子, 1130∼1200)가 운영한 장시(江

西)성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이시초로

알려졌다.

6일한국의 14번째유네스코세계유산

으로등재된 한국의서원은중국서원의

영향을 받았지만, 여러 면에서 다르다는

평가를받는다.

우선한국서원은민간인인사림이중심

이돼건립한사설학교이지만,초기에사

립학교였던중국서원은시간이흐르면서

점차관이주도하는관학(官學)이됐다는

점에서구별된다.또중국서원이관인을

양성하는 학교 기능을 중시했다면, 한국

서원은향촌사회에깊숙이침투해교육과

교화를모두추구했다.

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관계자는

서원목적이중국은입신과출세,한국은

심신수양이었다며 중국서원이마을중

심에있었다면,한국은서원을자연속에

건립했다고설명했다.

한국건축사를전공한조재모경북대건

축학부 교수는 중국 서원에서는 공자를

제향했지만,한국서원은지역스승을모

시고학파를만들어갔다며 중국서원은

역사가길고넓은지역에분포하나,우리

서원은조선을성리학적사회로만든다는

이념에따라통일되고정돈된모습을보였

다고평가했다.

이에따라중국서원에서는공자를제향

하는문묘(文廟)를갖춘곳이많지만,한

국 서원에는 지역이나 학파를 빛낸 학자

신위를모신사당이있다.

이상해성균관대건축학과명예교수는

중국에서는성리학이후에도양명학, 훈

고학같은다른유학이발전했지만,조선

은줄곧성리학을깊이연구했다며 현대

에와서중국은문화대혁명등을거치면서

서원제사가거의단절됐지만,우리나라는

지금도전통을계승하고있다고말했다.

이어 일본에는가신을대상으로한사

숙이있었지만,지역에뿌리를둔서원같

은교육기관은사실상없었다며 한국의

서원이세계유산에등재되면서우리서원

이외국서원과차별화한유산이라는점이

인정됐다고덧붙였다.

/김태엽기자esaca@

중국과는다른한국서원…고유한유산가치인정받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