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학술세미나 일정

11:40~13:40

점심식사
주제발표2 중국 성곽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사례

13:40~14:20

발표 위존성 중국 길림대학 교수
魏存成 中國 吉林大學 敎授

주제발표3 일본 성곽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사례
14:20~15:00

1부

등

10:00~10:20

개회사 및
최 성 고양시장
인사말

10:20~11:00

11:00~11:40

15:00~15:40

록 사회 : 이종수 단국대학교 교수

09:30~10:00

2부

발표 이근호 명지대학교 연구교수

휴식 및 장내 정리

16:00~17:00

종합토론
좌 장 : 채미옥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위원회 문화재위원
토 론 : 허 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융합대학원 연구위원
이성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심광주 토지주택박물관 관장
나경준 청주시청 학예연구사

주제발표1 아시아 성곽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현황과
등재 경향 분석
발표 이상해 성균관대 명예교수

주제발표4 아시아 성곽유산과 북한산성의 비교연구

15:40~16:00

기조강연 세계 성곽유산 속에 북한산성의 가치와 의의
발표 차용걸 충북대학교 교수

발표 무라가미 야스미치 일본 효고현교육위원회 문화재과장
村上裕道 日本 兵庫縣敎育委員會 文化財課長

폐

17:10

회

+ 오시는 길
일산서구청

6
대화역
3
1
2
고양종합
운동장

지하철3호선
일산백병원

킨텍스길

버스 이용시
•킨텍스 정류소 도착 : 97, 33번
•대화역 정류소 도착 : 9701, 9707, 9714, 8407, 1500, 1100, 1000, 2000,
200, 8109, 707, 97, 55, 66, 80, 900, 70, 150, 92, 600, 56, 10, 88, 33번

5

4

※고양시 출발버스 : 대화역 하차 후(도보 15분)
· 고양시청 - 고양시청 덕양구 보건소 정류소 → 대화역 : 550번
- 신 원당마을 7단지 정류소 → 대화역 : 9701번
· 일산 동구청 중앙차로 정류소 → 대화역 : 150, 56, 66, 80, 33, 707번

대화동
레포츠공원

1홀
2홀
3홀
4홀
5홀

주차장

킨텍스제1전시장

지하철 이용시
•3호선 대화역 1번출구(도보 15분)

주차장

대화마을

문의 : (재)겨레문화유산연구원
(412-82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 24, 6층(행신동, 골드프라자)
031)973-2961~2, http://www.gyeore.or.kr

6홀
10홀
9홀

7홀
8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408
킨텍스 제1전시장 2층 212호 회의실

일시 2014.12.17(수) 09:30~17:00
장소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2층
212호 회의실
주최
주관

초대의 글
북한산성은 단위유적으로 세계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탁월한 가치와 유구한 역사를 지닌 유적입니다.
한반도의 진산인 북한산 자연지형 위에 고대로부터 축적된 수준 높은 성곽 기술이 결합되어 축조된 북한산성은 18세기 동아시아의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산성의
축성술 및 공학기술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유적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이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과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북한산성의 잃어버린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북한산성 및 북한산성 행궁지 학술조사와 산영루 복원 등 북한산성의
옛 흔적을 찾기 위한 역사복원사업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1월 북한산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산성의 세계
유산적 가치정립’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학술세미나를 통해 북한산성의 역사적, 문화적, 학술적 가치를 재확인하였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유산의 진정성 확
인 및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번 ‘2014 고양 북한산성 국제학술세미나’는 국내ㆍ외 세계문화유산 및 성곽전문가 등의 조언을 듣고, 세계적 기준에 맞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하
였습니다.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ㆍ일본의 주요산성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을 살펴보고, 북한산성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북한산성만의 고유하면서도 독
특한 가치를 조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0만 행복도시, 600년 문화도시 고양의 북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학술세미나에 시민 여러분과 관련 연구자
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104. 12

고양시장

북한산성은 우리나라의 대표 산성으로

북한산성 및 북한산성 행궁지 학술조사

사적 제162호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탐방객이
찾는 국립공원’이라는 기네스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산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궁ㆍ사찰ㆍ명승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성벽안 99%가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북한산성은 삼국시대부터 중요한 군사요충지로 전해오며, 고려시대에도
성을 개축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의 산성은 조선시대 숙종
(1711)대 축조하였고, 역할분담과 책임시공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시와 경기도, 그리고 (재)경기문화재단은
2011년 북한산성의 연구ㆍ보호ㆍ활용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2
년부터 북한산성과 북한산성 행궁지에 대한 지표ㆍ발굴조사 등 다양한
학술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학술조사를 통해 북한산성과 북한산성 행궁지가 갖고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발굴하고, 나아가 유적의 진정성과
올바른 보존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북한산성은 18세기 동아시아의 급변하는 국제정세가 산성의
축성술과 공학기술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증명하는 관방유적이며,
유사시 산성을 방어하기 위한 13개의 승병 사찰이 있어 한국 불교문화의
전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명승 삼각산을 그대로 이용한 방어전술을
살펴볼 수 있는 포곡식 산성이라는 점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등재요건이 충분합니다.
고양시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문화유산을 지니고 있는 북한
산성을 전 세계인이 보존하고 향유해야 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산영루 복원
북한산 산영루는 북한산성 내에 위치했던
누각으로 조선후기에 설치된 중앙 군영인 총융청에서 관리를 담당했던
중요한 건물이지만, 안타깝게도 북한산 일대를 휩쓴 1925년 ‘을축년(乙
丑年)’ 대홍수로 소실되었습니다.
우리시는 고양600년 역사복원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터만 남아있던
산영루지에 원형을 충실히 반영하여 산영루를 복원하여 시민의 품에 안겨
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