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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경주 남산은 2000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1) 산 전체가
불국토라고 불릴 정도로 남산은 신라와 통일신라 문화유적의 보고이자 역사의
기념물이라 할 수 있다. 크게 나누어 남산은 미륵골·탑골·부처골 등 수많은 계곡

* 본고는 2020년 12월 11일 열린 <경주남산 세계문화유산 등재2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학술대회 주관기관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한국
미술사학회, 본고 심사와 합리적인 조언을 해준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를 전한다.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
1)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유네스코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들을
발굴 및 보호, 보존하고자 1972년에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약칭 ‘세계유산협
약’)을 채택하였고, 이 협약이 규정한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등재하는 제
도이다. 그 특성에 따라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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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유적이 가득한 동남산과 서남산으로 구분된다(부록 <그림 1>). 현재 알
려진 것만 해도 남산에는 절터 100여 군데, 석불 80여 구, 석탑 약 60여 기가 산
재한다. 조선 전 시기 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남산의 ‘발견’은 일제 강점기에
이뤄졌다.2) 하지만 남산이 문화유산의 측면에서 중요하고, 현지에 남아있는 유
적과 유물의 가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경주에 위치하는 산이라는 물리적
존재만으로 세계문화유산이 된 것은 아니다. 남산에 있는 유적이 훌륭하다는 것
만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기는 어려우며 한국은 물론이고 더 많은 세계인들이
남산의 유적과 유물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각 유적과 유물이 왜 중
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있으면 더 좋을 것이다. 하지만 글로는 간단해 보이는 그 어느 것도 개인 차원
에서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에 해당한다. 이 글은 경주 남산이 현재 갖추고 있
는 인프라가 제3공화국 시절에 형성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박정희 정권의 국가
주의가 어떻게 남산에서 시행되었는지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경주 남산 일대의 순환도로와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용하지만 인프라 건설의 기초는 1971년 본격적으로 추진된 ‘경주고도
개발사업(慶州古都開發事業)’ 수립과 시행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다. 사실상 경주
에 대한 박정희 정부의 관심은 경주 개발 이전부터 높았고 개발을 전제로 한 사
전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문제는 개발에 관한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본고는 개발과 관광의 본격적인 토대가
만들어진 제3공화국 당시 정책입안자와 시행자들이 경주 남산을 어떻게 생각하
고 인프라를 갖추려 했고, 그 과정과 성과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이 있는 몇 편의 선행연구
가 있지만 이 연구들은 남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박정희의 경주(慶州)
고도(古都) 개발 사업 자체를 검토한 것이거나 그의 전통문화 진흥정책, 경주에
서의 발굴과 고고학적 조사를 밝히려는 것이었다.3)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2) 조선총독부는 일찍이 경주 남산의 불교유적들을 조사하고 이를 책으로 발간했다. 朝鮮總
督府, 1940 뺷慶州南山の佛蹟뺸, 朝鮮總督府 참조.
3) 제목을 통해서도 충분히 주제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연구들이 있다. 주로 정치학, 역
사학 분야에서 이뤄진 연구들이다. 김원, 2014 ｢발굴의 시대: 경주 발굴, 개발, 그리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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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개인의 관심이 남산에 어떻게 투영되었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남산의 세
계문화유산 등재까지 이끌어내는 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권위주의 정부가 이끌어간 제3공화국의 정책이 소위 하이 모더
니즘의 구현이었으며, 남산의 오늘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4) 하이 모더니즘은
지배집단이 자신이 구상한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 과거의 전통을 단절하고,
피지배층에게는 희망적인 미래상을 강조하며 사회 질서를 자신들 방식에 따라
합리적, 공학적으로 설계하여 국가의 직접 관리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이다. 박정
희 정권이 주도한 경주 개발과 관광종합계획은 관리하고 통제하기 쉬운 방식으
로 과거의 유산을 자원화하고 보기 좋게 가공했다는 점에서 하이 모더니즘의 일
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제3공화국의 경주 개발
경주를 독립국가 한국의 자랑스러운 고도(古都)로 만들기 위한 경주고도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71년이고 이때부터 약 125억원의 자본이 투자
되었다. 그러나 그 구상은 1969년에 구체화되었고, 5.16 군사정변 이후인 1961년
경에 이미 배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간신히 벗어난
시기에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이미 ｢관광사업진흥법｣을 제정하여 한국이 관광산
업을 육성해야함을 명확하게 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경주 역시 중요한 관광
지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때 근본적인 경주고도 개발
화공동체｣ 뺷사학연구뺸 116, 480-518면; 은정태, 2005 ｢박정희 시대 성역화 사업의 추이와
성격｣ 뺷역사문제연구뺸 15, 241-277면; 전덕재, 2015 ｢1973년 천마총 발굴과 박정희 정권의
문화재 정책｣ 뺷역사비평뺸 115, 186-205면; 전재호, 1998 ｢민족주의와 역사의 이용: 박정
희 체제의 전통문화정책｣ 뺷사회과학연구뺸 7, 84-106면; 정호기, 2007 ｢박정희시대의 ‘동
상건립운동’과 애국주의: ‘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뺷정신문화연구뺸
30(1), 335-363면; 최광승, 2012 ｢박정희의 경주고도 개발사업｣ 뺷정신문화연구뺸 35(1),
183-214면.
4) 하이 모더니즘의 이념에 대해서는 제임스 C. 스콧(전상인 옮김), 2010 뺷국가처럼 보기뺸,
에코 리브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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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이디어가 이미 배태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전쟁으로 황폐한 당시 현실
에서 관광으로 외국인들을 적극 유치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는 길만이 나라의 부
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란 인식이었다. 하지만 경주 개발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었던 1961년 당시 경주시의 재정은 일반회계가 3400환에 불과했고, 공공 부채
가 이미 3천만환에 이른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구상을 실현에 옮길만한 수준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 구상은 눈에 띌 정도로 현실화되지 못했다.5) 이 시기는
여전히 한국전쟁이 종료된 지 20년이 채 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여전히 국
가 재건이라는 과제가 남아있었다. 그러므로 경주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대부분
은 훨씬 뒤에 IBRD 차관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경주, 특히 남산의
상황에 대해서는 1971년 7월 16일에 있었던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 보고회의>
녹음자료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정소영 당시
경제수석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박: 이런 관광개발계획이든지, 도시계획이든지 확정해서 공포하면 그 (계획한)
목적 외엔 일체 못 짓도록 막으면 될 텐데 이게 없으니 (주민들이)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짓는다고, (이걸) 막지도 못하고 그대로 뒀다가....지금 남산에
올라가는 길은 도로가 있어요? 자동차로 올라갑니까? 폭이 얼마나 돼요?
정: 한 5m 됩니다. (남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포장이 안 된 산길이어서 비가 오
면 황톳물이 넘칩니다.
박: 거기(남산)에 사적은 얼마나 있어요? 고적이 있는 곳에 불을 켜 보세요. 시
장, 남산에 길이 어떻게 나있나 대충 한 번 짚어보세요. 포석정 가는 도중에
무슨 사적이 있어요?
정: 남산 일대에 15개 정도의 사적이 있습니다. (남산 안으로)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계획적으로 개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남산 일대는 신라문화
의 발생지로 이곳저곳 문화재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산 일대
전체를 사적으로 지정하여 현재 보존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박: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것은 관광객에게 일일이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
니까. 유명한 몇 곳은 보게 하고, 그 밖의 것은 전문가들이 걸어 다닌다든지
하게하고. 다만 지금 우선 범위를 잡아놓은 그 일대를 일체 발굴도 못하게
하고, 허가 없이 나무도 베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6)
5) 당시 경주시장 최태진의 구술. 경주개발동우회, 1998 뺷그래도 우리는 신명바쳐 일했다뺸,
고려서적, 1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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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녹음자료를 보면 1971년 당시 정부에서 남산 일대는 중요한 사적이므로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남산으로 갈 수 있도록 도로를 놓아
야한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주개발 계획
이 구체화된 것은 1971년이라는 견해가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에 앞선 1969년
경주시에서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작성했다.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해
인 1970년에는 경주시에서 시가 일대를 측량하고 시가 설계를 했으며 이것이 사
실상 그대로 1971년의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에 그대로 반영됐다. 따라서 경주
개발은 1969년에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7) 이에 관하여 정기영 사적관리
사무소 제3대 소장은 1971년 8월에 확정된 경주 개발계획을 “선조들이 천년을
이어왔듯이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역사도시로 (경주를) 재정비하는
대단위 사업”이었다고 기억했다.8)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경주가 늘 같은
모습으로 천년을 이어온 것도 아니고, 이어왔다는 상태로 후손에게 물려준 것도
아니었다. 그의 말은 경주 역사 복원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수사에 불과하다.
잘 알려진 대로 ‘신라 고도’ 경주에 쏟은 박정희의 관심과 열의는 대단한 것이
었다. 그는 1971년 7월 13일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서 그
자리에서 “신라 고도(古都)는 웅대(雄大), 찬란, 정교, 활달, 진취, 여유, 우아,
유현(幽玄)의 감(感)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재개발할 것”을 지시하고 ㉠ 개발 대
상 지역 지정, ㉡ 지구별 세부계획 및 문화재/사적 지정, ㉢ 경주시 도시 계획,
㉣ 도로개발계획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계획안을 수정하도록 지시했다.9) 여기서
박정희가 지시한 ‘웅대, 찬란, 정교 등의 감’을 살리라고 한 형용어들은 사실상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들이나 지식층이 경주와 신라 문화에 대해 쓰던 말들이
다. 그가 과거에 받았던 문화유산 교육의 일면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일제기

6)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 보고회의> 녹음자료. 경주개발동우회, 1998 위의 책, 328-346면.
7) 정재훈 전 문화재관리국장(1969년 당시 문화재관리계장)의 회고에 의거하여 1969년에 실
질적으로 개발계획이 성립됐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은 최광승, 2012 앞의 글, 195-196면.
8) 정기영, 1998 ｢경주관광종합개발의 구상과 계획 수립｣ 앞의 책(경제개발동우회, 1998),
240-247면.
9) 청와대 관광계획개발단, 1971 뺷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뺸, 청와대 참조. 제일 앞 페이지에 박
정희 자신의 친필로 ‘신라고도는 웅대, 찬란.~’의 문구가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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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범에 재학하던 시절, 일본 교토 대신에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으며 경주에
서 김유신장군묘, 석굴암을 돌아보고 사진을 찍었고, 안압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10) 그의 지시에 따라서 이후 약 10년에 걸친 경주개발이 진
행되었다.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이전인 1961년에 제정된 ‘관광산업진흥
법’과 1970년에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는 경주 개발의 밑거름이 되었다. 경주개발
은 기본적으로 경주 시가를 중심으로 보문호 일대에 호텔과 골프장 등을 갖춘
새로운 휴양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경주 주변은 13곳의 사적지구로 지정하여 관
광하기에 적합하도록 건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부록 <그림 2>). 이때 13
개 사적지구는 토함산지구, 무열왕릉지구, 남산지구, 미추왕릉지구, 낭산지구, 괘
릉지구, 명활산지구, 오릉지구, 월성지구, 김유신장군묘지구, 황룡사지구, 문무대
왕지구, 금강산지구이며 각 지구별로 정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 지역을 연결
하는 교통로를 구축하거나 확충하는 것도 포함된다.
개발계획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세워졌다. 보고서에 의하면 도로,
철도, 공항, 치수사업은 물론이고 산림, 농업, 상수도와 하수도, 전력 확충, 전화
시설, 공원묘지, 그리고 각 재원별 투자계획까지 상세하게 세워졌다.11) 그러나
이 계획이 실현된 것은 1972년부터였다. 그 시행은 1972~1976년 1단계, 1977~
1981년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단계에는 경주 일대의 기반시설을 확충하
고 13개 사적지구를 정비하며, 1단계에 이뤄진 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2단계에는
경주를 문화관광도시로 부각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12) 그러나 문제는 자
금이었다. 1970년도 경주 관광객이 988만명이었는데 그 중 외국인은 22,000명에
불과했다고 하니 경주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보겠다는 목
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주 일대 관광을 위한 도로망을 구축하고, 주차장을 포
함하여 필수적인 인프라를 갖추는 게 전제조건이었다.13)
1969년에 세운 <관광개발기본계획>에 입각하여 박정희 정권은 IBRD(국제부흥

10) 김원, 2014 앞의 글, 493면.
11) 청와대 관광계획개발단, 1971 앞의 책 참조.
12) 위의 책 참조.
13) 경주시사편찬위원회, 2006 뺷경주시사 III뺸, 경주시사편찬위원회, 7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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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은행, 현재 세계은행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에서 차관을 받기 위해 차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할 평가조사단을
파견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정희는 경주관광 개발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공
사비 288억 1800만원의 약 31%에 해당하는 2394만불을 달라고 요구했고, 1973
년 IBRD 평가단의 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2500만불의 차관이 확정되었다.14)
오로지 관광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한 차관이었다. 정부는 실사 후에 IBRD의 요
구에 부응하여 경주관광기구(KTA)와 건설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무부,
농림부, 교통부, 문공부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경주개발위원회를 설치했다. 계획
을 실행에 옮길 차관도 확정이 됐으므로 정부의 경주개발계획은 일사천리로 시
행되었다. 13개 사적지구의 종합 복원과 정화작업이 실시되었고, 각 지역의 문화
재와 사적에서 유리되었던 문화재를 복원하고, 보수했다. 유물들을 제대로 보전
하고 더 나은 전시를 하기 위해 박물관을 새로 지었으며, 통일 정신을 숭앙하기
위한 터전으로 통일전과 화랑의 집을 건립하는 한편, 주변 환경을 정화했다.15)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에서 사적지 및 단위문화재 보수정비에 투자된 규모는
1972년부터 1981까지 약 10년 동안 국비 77억 6500만원, 지방비 4억 2700만, 민
간 7억 9천백만 총 89억 8천3백만 원에 이른다.16) 그런데 이 가운데 박정희 정
부가 심혈을 기울인 것은 무엇보다 남산을 포함하는 경주 내부와 인근 지역과
연결되는 도로교통망의 확충이었다. 이는 이미 1971년 개발 계획을 입안할 당시
부터 논의된 것이었다. 여기에는 박정희 개인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었다. 그는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 보고회의에서 “이렇게 (경주 개발을) 통제하여 (그) 목적
외에는 일체 다른 건축을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정부예산은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는데, 우선 문화재관리국에서는 200여 곳 사적 중 앞으로

14) 이 차관은 세계은행 세 번째로 개도국에 빌려준 차관이었다. 멕시코 지화타네호 지구, 유
고슬라비아 베빈쿡 지구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였으며 이 차관을 얻기 위해 당시 정부는
상당히 공을 들였다. 김학소 당시 경주개발건설사무소 초대소장의 증언. 당시 달로 환율
이 480원이었고 연리 7.25%의 금리였다. 지금으로 보면 매우 높은 금리이지만 당시에는
결코 높았다고 할 수 없다.
15) 경주개발동우회, 1998 앞의 책, 271면.
16) 위의 책, 290-2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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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들에게 꼭 보여야할 가치가 있는 곳을 선정하여 이를 연결하는 관광도로
를 설정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먼저 부산에서 경주를 경유하여 서울
로 갈 수 있는 도로, 서울에서 경주를 거쳐 부산으로 가고, 서울이나 대구에서
경주를 통과하여 포항 방면으로 가는 도로 등 기간도로를 먼저 건설해야 하는
데, 가급적 경주 중심가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17) 이에 대하여
당시 부총리는 “꼭 봐야할 장소, 그런 곳만을 묶어 한 코스로 설정하되, 어떻게
하면 가장 가까운 거리로 편하게 다닐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여기 적합한 도로
를 내야한다”고 대답했다. 경주시가와 외곽으로 이어지는 도로망이 어떻게 구상
되었는지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철저하게 경주에 오는 관광객을 좀 더 쉽게 모
객하고 그들로 인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겠다는 생각이 보인다. 그러면서도 경주
에서 봐야할 문화재를 사전에 선정하고 이를 관광코스에 포함시키는 치밀함이
보인다. 오래도록 규범화되어 많은 이들이 즐겨 찾도록 제시된 경주관광코스 모
범안은 경주관광개발계획의 시행과 함께 정착되었으며 그 뿌리는 일제강점기 경
주 관광의 부상과 맥을 같이 한다.

3. 점에서 면으로: 경주고도 개발과 남산지구
1) 경주 개발과 남산사적지구

제3공화국에서 추진한 경주고도 개발의 기본 방향은 첫째, 고도 재현에 노력
하여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여 민족문화를 선양하고, 국민정서를 순화시키
며, 관광자원 조성을 촉진한다. 둘째, 종합적 관광개발을 시행하여 국제적 문화
관광도시로서 경주의 위상을 정립한다. 셋째,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관련된 산업
을 개발하고 촉진하며 1972-1981년까지 10년을 개발기간으로 정한다는 것이었
다.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289불이었던 때이니 궁핍하고 절박한 시절에 해외에
서 차관을 얻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경주를 개발한 것이었다. 그러면 경주

17)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 보고회의 녹음자료>. 위의 책, 328-3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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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지구는 어떻게 정비됐으며 남산지구 개발 방향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추진
되었을까? 건설부와 문화재관리국, 경주시 등이 참여하여 총 8년이라는 공사 기
간 동안 760억원 가량의 공사비를 들인 당시의 사적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곳은 남산지구였다고 할 수 있다(부록 <그림 3>).
사적지구 정비사업에서 가장 우선시한 것은 문화재의 훼손을 막고 보수 및
정비하는 일이었는데 문화재야말로 경주의 존재 이유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나
아가 경주의 불교문화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국사, 석굴암과 남산 일대
이며 남산은 그 자체가 거대한 야외박물관이라고 했다.18) 개발계획을 실행에 옮
길 당시 남산지구에는 55군데의 사지와 60여구의 석불, 그리고 38기의 석탑이
알려져 있었고, 골짜기에서 무수한 골호가 출토되었다고 한다. 남산지구의 문화
재로는 석구(石構)만 남아 있었던 포석정(鮑石亭)과 서출지(書出池), 배반동 삼
체(三體) 석불, 삼릉(三陵), 경애왕릉 등이 알려져 있었다. 이 문화재들은 모두
일제강점기부터 잘 알려진 곳들이자 관광명소였다. 그 중 포석정과 왕릉들, 서출
지, 삼체석불을 정비하는 공사를 먼저 진행했는데, 이들 유적으로 연결되는 진입
로가 정비되지 않았던 상태였다. 남산지구는 남산이라고 하는 넓은 지역에 유적
과 유물, 유구가 흩어져 있으나 풍치림 조성이 충분하지 않았고, 주차장이나 안
내판도 없어서 어디서 어디로 가야할지, 어떤 유적과 유물이 있는지 알 길이 없
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포석정의 경역을 확장하고 담장을 축조하는 일부터 시
작하여 남산의 유명 유적지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개수 및 포장하고, 삼릉으로의
무분별한 출입을 막기 위해 왕릉 둘레에 보호 철책을 설치했으며, 서출지 일대
를 보수하고 미화작업을 진행했다.19) 이와 같이 유적과 유적 이외의 구역을 명
확히 구분하고 유적 일대의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데서 남산지구 개발은 시작되
었다.20)
흥미로운 일은 경주 개발이 진행되기 시작하던 초기에 경주 내외, 경주에서
주변 다른 지역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의 얼개를 짠 사람이 박정희였다는 점이다

18) 정기영의 회고. 경주개발동우회, 1998 위의 책, 248-249면.
19) 경주시사편찬위원회, 2006 ｢문화재정비｣ 앞의 책, 784-809면.
20) 경주사적관리사무소 3대 소장 정기영의 회고. 경주개발동우회, 1998 앞의 책, 256-2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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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4>) 그는 직접 지도에 표시를 해가며 경주 관광 코스를 예시했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가 그린대로 경주 주요 관광코스가 짜였으며, 각 유적과 사
적에는 관광코스에 맞춘 관광객의 동선을 고려하여 도로와 각종 편의시설이 설
치되었다.21) 박정희는 남산지구에 포함되는 포석정과 삼릉을 중요한 사적(史蹟)
이라고 했고, 당시 도로가 전혀 없었던 남산 내부, 그 자신이 정확히 이름을 알
지 못하는 몇몇 유적에도 표시를 했다. 대통령 박정희가 얼마나 경주 개발을 중
시하고 남산 사적지구에 관심이 높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마도 이 관광
코스는 일제강점기에 이미 널리 시행되고 있었던 경주 수학여행과 경주 관광에
서 애용되었던 코스였을 것이다.22) 일제강점기를 거쳐 제3공화국의 중요 요직에
있었던 엘리트 관료들에게는 결코 낯설지 않은 곳들이었으며, 가장 기억해야 할
역사적인 장소였을 것이다. 박정희 본인도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손수 지도를
그리고, 남산에서 어디를 가야한다고 지적할 수 있었다.
남산지구 정비는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1971년 대통령에게 <경주 개발을 위한
시행계획>을 보고하기 위하여 문공부는 각종 도면을 작성했다. 이때 사적지구
정비계획은 ‘3000분의 1’ 지적도와 국립지리원 항측 사진을 사용하고 전체 기본
계획은 ‘2만 5천분의 1’ 도면을 사용했다고 한다. 경주 정비 계획 입안자들은 개
발 계획안을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만들기 위해 경주로 가서 단석산, 금오
산, 남산의 불교유적을 사전 답사했다.23) 개발 당국은 먼저 유적 구역 내에 포
함되어 있었던 사유지를 매입하고 이를 사적지구에 맞게 정비했다. 또한 사적
주위 경역마다 필요하다면 각 사적지 외곽에 담장을 설치했고, 모든 유적에는
안내판을 정비했다. 그들은 진입로가 없는 곳에 도로를 새로 개설하거나 기존
도로와 연결하고 이를 정비했으며, 외곽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개설하기도 했다.
그와 동시에 차량을 이용해 경주관광을 하러 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하여 주차시
설을 마련하거나 주차장을 건립했다. 아울러 오래도록 정비되지 않은 채 버려진
21) 청와대 관광계획개발단, 1971 앞의 책 참조.
22) 경주 관광에 대해서는 강희정, 2009 ｢식민지 조선의 表象: 석굴암의 公論化｣ 뺷동악미술
사학뺸 10, 115-135면 참조.
23) 당시 건설부 도시계획과 토목기좌를 맡았던 심상훈의 회고이다. 경주개발동우회, 1998 앞
의 책, 223-2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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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나 다름없었던 서출지(書出池)의 연못을 준설하고, 퇴락해있던 건물을 보수
했다. 고도개발을 위한 문화재 보존에서 개발당국이 집중했던 것은 문화재 자체
보다는 일단 주변을 정비하여 미관을 만들고, 사람들이 드나들기에 적절한 시설
을 갖추는 일이었다. 물론 남산지구의 삼릉을 비롯하여 왕릉의 봉분을 다시 다
지고 정비하거나 능의 석물을 보수하고, 능역에 다시 잔디를 보식하기도 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관광객을 불러들이기 위한 포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포석정지 정비 사업은 남산지구 개발과 복원 사업 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 대표적인 사업에 해당한다고 평가된다.24) 이 시기까지 역사적인 기록과
실제 유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사례로 포석정만한 곳이 없었고, 그만큼 유명한
유적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보수와 복원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경주 종합개발이 소위 하드웨어에 속하는 유적 주변 지역 정비와 미화사업,
도로 건설에만 그친 것은 아니다. 남산을 포함하여 13개 사적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개별 단위문화재 가운데 원형 보존을 위해서는 보수가 시급한 것을 먼저
보수했다. 1972년부터 1976년 사이의 1단계 사업 기간 중에 석조 단위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손꼽을 수 있는 사업은 남산 탑곡(塔谷) 마애여래조상군과 서쪽
기슭에 있는 창림사지(昌林寺址)에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던 탑 2기를 복원한
일이었다(부록 <그림 5>).25) 남산지구와 관련이 있는 다른 석조 단위문화재 보
수사업을 통해 고선사지 3층석탑을 경주국립박물관 구내로 이전한 일도 기억할
만하다. 그 외의 석조문화재 주변 정비 사업으로 남산리 3층석탑, 남산 3지구 석
조물을 정비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제3공화국 시기에 이뤄진 경주고도 개발계획은 사실상 남산 일대가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남산에는 불곡, 미륵
곡, 삼릉계, 약수계, 용장계 등 계곡마다 불교유산이 흩어져 있다. 칠불암, 신선

24) 경주관광 종합개발계획 중 사적지 및 단위문화재 보수 및 정비에 투자된 액수는
1972~1981년까지 약 10년 동안 국비 77억6500만원, 지방비 4억2700만원, 민간 투자 7억
9천백만원으로 총액 89억8천3백만 원에 달한다. <사업지구 정비사업 추진실적>. 경주개
발동우회, 1998 앞의 책, 285-286·290-291면.
25) <사업지구 정비사업 추진실적>. 경주개발동우회, 1998 앞의 책, 290-291면. 창림사지 석탑
복원은 1976년에 이뤄졌다. 현재도 보수를 위해 새로 깎아 넣은 탑재는 석재 색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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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상선암 등지의 크고 작은 불상과 마애불은 물론이고 다양한 석탑과 사지, 당
간지주 등이 있다. 남산 산자락의 포석정, 삼릉, 경애왕릉, 헌강왕릉, 서출지까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유적이 없다. 신라의 역사유적으로서는 물론이고 미술
사적, 고고학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그러나 한국미술사, 고고학, 불교문화재로서
의의가 크다고 해서 이들 유적이 개별적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는 없다.
남산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야외박물관’이라 간주하고 그에 맞추어 일관성 있게
개발했기 때문에 남산이 200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다. 그런 의미
에서 본다면 1969년부터 시작된 제3공화국의 경주고도 개발은 남산을 하나의 사
적지구이자 한국불교유적의 보고인 ‘집합유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한 셈이다.
남산에 산재해 있는 유적 하나하나를 개별적인 ‘점’이라고 한다면 경주관광 개
발 이후 남산의 유적과 유물,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던 폐사지까지 ‘남산’이라고
하는 하나의 ‘면’으로 묶이게 되었다. 결국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든지 남산
의 문화유산은 10년에 걸쳐 각각 개별적인 미술로부터 그 배경이 되는 지역과
경관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었고, 그 결과가 세계문화유산 등재이다. 아마
도 경관고고학의 대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화재 관리와 보존에 있어서 단
일문화재 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거나 해석되기 어렵다는 점으로 인해 이처럼
개별 유적과 주위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문화재 보호와 보존 방향이 체계화되었
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고 정재훈 전 문화재관리국장은

“점의 문화재 관리에서 면의 문화재관리라고 하는 것으로 가게 되는 이유는 역사
적 유적을 넓게 문화재적으로 보존하고, 정비하겠다는 정책적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일본사람들은 일제 식민지사관에 의해서 우리 문화재를 본 것이
지.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이 아름답다, 무슨 토기가 하나 아름답다, 도자기
가 하나 아름답다, 그렇게 해서 공동적 사고방식으로 보기 때문에 점으로 보는 거란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은 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터가....(중략)......
자연히 경역(境域) 자체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라고 구술한 바 있다.26) 위의 구술은 관광산업이 중요한 국가산업으로 인식된
26) 정재훈의 구술자료(2006년 9월 11일, 국사편찬위원회). 김원, 2014 앞의 글, 488면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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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경제개발계획 기간(1972-1976년)에 문화재 관리 역시 ‘점’을 중심으로 하
던 기존 방향에서 ‘면’ 중심으로 바뀌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27) 결국 개
별 문화재를 부각시키고 관리하던 문화재 행정이 그를 둘러싼 전체 환경과 배경
을 포괄함으로써 개별 문화재 자체의 맥락과 역사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하
는 방향으로 전환을 한 셈이다.
‘점에서 면으로’ 전환한 문화재 행정의 변화에 주목한 것은 당시 홍대 교수였
던 박병주로 그는 박정희 정부 후기의 중앙도시계획위원이었다. 그는 1970년 7
월 경부고속도로 개통시 도시계획에서 고속도로와 간선도로를 연결시킨 것은 중
요한 성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주 인터체인지에서 경주 시내로 진입할 때 오
릉지구와 연계시킨 것, 포항 방면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남산 북단을 통과해
불국사 방면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둔 것이 경주 개발과 관광에 주효했다고 했
다.28) 한편으로 그가 지적한 ‘점에서 면’으로의 문화재 행정 변화는 현재의 천마
총과 같이 출토된 유물만을 박물관으로 옮겨 전시하고 개별화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발굴된 천마총 토층의 단면을 보여주고, 목곽의 위치와 금관의 위치를 보
여주는 방식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남산의 개별 유적 및 유물을 남산사적지구로
지정하여 남산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적인 ‘면’으로 관리하게 된 것은 남산에 그
치지 않고 이후 진행된 문화재 발굴과 복원, 이후 전시까지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점에서 면으로의 전환은 문화재를 존재 그 자체로, 감식과 감상
의 대상으로만 보았던 이전의 생각과 달리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길을
택함으로써 문화재의 ‘활용’이라는 측면에 방점을 찍었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활용으로의 변화라는 중심축의 이동에 대해 정재훈은 “(1972년 들어) ｢문화재보
호법｣ 자체가 보존의 원형의 목적에서 활용으로 바뀐다고. 활용이라는 게 관광
적 활용과 교육적 활용으로 크게 대별할 수가 있어요.”라고 회고했다.29) 원형

27)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베트남으로 파병되는 군인 수가 감소될 것을 대비하여 그로
인한 국가재정 악화에 대비하여 해외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 전력을 다하고자 했다.
28) 박병주, 1998 ｢경주도시계획의 기억｣ 앞의 책, 88-90면.
29) 주26)의 구술자료(정재훈 2006).

398·한국문화 93

그대로 보존해야 할 용장계, 삼릉계의 불교유적보다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을
염두에 둔 남산사적지구 지정과 경주 개발이 그 문화재 ‘활용’의 출발점이다.30)

2) 화랑의 집 및 통일전의 건립

경주 개발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화랑의 집과 통일전의 건립이다.
1973년 완공한 새남산길의 화랑교육원과 1977년 칠불암길에 세운 통일전은 박정
희 경주개발의 정신적인 지향을 분명히 드러낸다(부록 <그림 6>).31) 화랑의 집
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통일전은 화랑교육원보다 늦게 건립되었다. 이는
화랑정신 헌창이 먼저였고, 통일은 제3공화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계속 변하는
가운데 그 중요도가 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통일전은 1974년 1월 8일에 무열
왕, 문무왕, 김유신을 현창하기 위하여 조성했다. 그런데 통일전이라고 이름 붙
인 것은 이들이 신라 통일의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통일전은 1974년 강감찬의
탄신지로 알려진 서울 낙성대 일대를 정화하고 이를 기념하는 준공식에 참석한
박정희가 삼국통일을 이뤄낸 신라 위인의 유적을 조성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건립이 추진됐다. 그의 지시에 따라 건설된 통일전에는 무열왕, 문무왕, 김유신
의 영정을 모셨고, 그들의 위업을 묘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기록화를 걸었다. 당
시 문화공보부에서 내건 통일전 건립의 첫 번째 의의는 ‘자주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소망을 담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신적 지주로 삼았다’는데 있다.32) ‘민
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이은 자주통일의 이념이지만 민족주의와 식민사학을
모두 내재한 모순의 일면일 뿐이다.33) 통일전이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복원됐다
30)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남산을 찾았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닉슨의 특별보좌관 존 E. 니데커, 싱가포르 리콴유 수상 등 세계 유명 인사들이 적어도
불국사와 석굴암을 포함한 경주 관광길에 나섰던 것은 분명하다. 그 중 일부는 남산지구
에도 들렀을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유명 방문객 명단은 다음 책에 정리가 되어있다. 한
양대학교 박물관, 2013 뺷한국 건축문화재 복원과 창조의 경계(境界, 警戒)뺸, 한양대학교
박물관, 40-41면.
31) 화랑교육원의 건립과 배경, 지향에 대해서는 최광승, 2014 ｢유신체제기 박정희 정권의 애
국적 국민 생산 프로젝트: 화랑도와 화랑교육원을 중심으로｣ 뺷한국학연구뺸 33, 237-275면.
32) 문화공보부, 1977 뺷호국선현의 유적뺸, 문화공보부, 289면.
33) 1970년대 민족주의와 국가 통치 이념의 조우에 관해서는 김건우, 2012 ｢국학, 국문학, 국
사학과 세계사적 보편성｣ 뺷한국현대문학연구뺸 36, 525-5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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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중시한 연구도 있지만 통일전은 현대에 세워진 건물이기 때문에 전통적
인 목조건축 방식으로 건립한 건물이 아니라는 점은 큰 문제가 아니다.34) 다만
박정희의 지시로 통일전이 건립됐고, 다른 곳에 짓는 건물도 통일전을 모델로 지
으라는 지시는 그가 통일전을 신라의 전통을 계승한 기념물로 여겼음을 시사한다.
남산 동쪽 산록 아래 건립된 통일전과 화랑교육원은 남산지구를 화랑정신과
긴밀하게 결부시킨다. 1972년 10월 유신 이후, 박정희는 한국을 이끌어갈 민주정
신, 민족정신의 원류로 화랑정신을 꼽았다. 그는 북한과 대치한 상태에서 민족의
앞날을 이끌어갈 국난 극복의 정신을 신라의 화랑에서 찾았다.35) 박정희는 “찬
란한 신라의 문화라는 것은 신라 삼국통일 시대를 전후한 신라가 가장 국력이
충실하고 융성한 그러한 시기에 우리 신라문화의 전성시대를 이루었고....”라고
말했는데, 이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그리고 일부 조선인 엘리트들의 시각과 다르
지 않다. 이러한 입장에서 박정희는 통일을 위한 국민교육과 훈련을 위해 화랑
도를 현창하고자 했고, 화랑정신을 통해 일종의 ‘국민적 군사운동’을 전개했다.
그 자신의 말을 빌면 화랑도는 ‘진흥왕 때부터 약 120년에 걸쳐 만들었고, 국민
들에게 정신 교육을 하고 훈련하여 삼국 통일을 대비했다.’ 그가 화랑을 강조한
것이 남북통일을 염두에 두고 국민정신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36) 화랑
의 집, 현재의 화랑교육원은 1970년 IBRD 차관을 얻기 전에 이미 건립이 확정
되어 1973년에 준공되었으므로 차관을 들여온 것과는 관련이 없다. 화랑의 집
건립은 관광을 통한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진행한 경주개발과는 결이 다른 사업
으로 화랑정신을 교육하겠다는 박정희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산물이다. 그에 따
라 건립 이후, 화랑의 집은 주로 학생들의 집단집체훈련을 하는 수련기관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남산의 유적과 인근 인프라를 개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화랑교육원과 통일전을 정신문화의 고양과 교육의 현장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
두 현대의 기념관은 남산의 과거와 한반도의 미래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34) 최광승, 2012 앞의 글, 203면. 그는 여기서 콘크리트로 복원하면 건물 수명이 오래 갈 거
라는 박정희 개인의 생각에 따른 것이라며 광화문 복원과 통일전 건립을 동일선상에서
논의하고 있다. 양자의 건립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라 본다.
35) 박정희는 이선근, 박종홍, 이은상, 그 외에도 문화재위원 등을 통해 경주-신라-화랑을 중
심에 두는 민족사관을 세웠다. 김원, 2014 앞의 글, 492면.
36) 대통령비서실, 1973 뺷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뺸 9, 대통령비서실,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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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개발과 관광지화는 화랑도, 화랑정신의 강조를 통해 문화적․정신적으로
완성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화재 보수와 인근 환경 정비사업 역시
화려하고 웅혼한 신라 문화를 부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민
족의 얼로 추앙된 화랑도를 교육하기 위한 화랑교육원과 삼국 통일의 영웅을 추
숭하기 위한 통일전이 경주의 다른 중요문화재와 상당히 거리가 있는 남산에 세
워졌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37) 애초 통일전의 건립 역시 화랑도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화랑의 정신으로 통일을 이루자”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기 때
문에 남산 아래 화랑교육원과 통일전을 건립했다. 남산에 올라 금성을 내려다보
던 김유신의 화랑정신이 신라의 통일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에게 화랑도는 홍익인간과 함께 가장 중요한 민족의 정신이었다. “서구의 신조
이자 가치인 창조, 협동, 애국이 우리의 선조가 지켜온 역사적 유산이며 (그것
은) 홍익인간과 화랑도 정신에 남아있다”고 말할 정도였다.38) ‘통일의 대업’을
이루겠다는 박정희의 의지가 화랑의 집, 통일전 건립으로 구현된 것이다. 실제로
통일전 안내문에는 “이곳 남산은 화랑들이 몸과 마음을 닦던 신라의 성산이다.
골골이 남아있는 석불, 석탑, 사지 등은 서라벌의 찬연한 문화를 꿈처럼 간직하
고 있다.....(중략).... 우리는 신라 삼국통일의 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아 민족중흥
의 역사적 과업을 기어이 완수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하겠다”고 쓰였
다. 남산자락에 통일전을 지은 배경과 건립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박정희의
국가주의는 이러한 화랑정신 교육을 발판으로 삼아 그 토대를 강고하게 다졌다.
학생들은 화랑의 집에 매 기당 약 300명가량 입소했고, 3박4일 동안 하루 16시
간의 교육을 받았다. 군사집체훈련에 가까운 이 입소 교육에는 정신 교육과 태
권도, 궁도, 야영 외에도 남산을 포함한 경주 일대 답사가 포함되었다(부록 <그
림 7>).
김창곤 전 경주시장은 “화랑정신의 재현을 위한 화랑교육원 건립, 신라 통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통일전 건립 등은 민족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경주를 정
신 계발의 모태로 삼아 평화통일을 향한 웅보를 딛고자 했던 뚜렷한 국가 통치
37) 박정희는 문무왕, 무열왕, 김유신을 화랑의 정수로 간주하고, 이들을 기리는 통일전을 세
워 성역화했다. 6억 4900만 원이 소요된, 당시로서는 대사업이었다.
38) 박정희, 1971 뺷민족의 저력뺸, 광명출판사, 256-2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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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의 반영”이며 정부의 재원을 투입하여 경주를 개발하는 데는 분명 우리 민
족의 얼을 되찾는다는 큰 목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39) 실제로 정재훈은 “대통
령이, 그래서 화랑, 통일전이라는 거를 세워, 그 통일전의 개념은 ‘화랑의 정신으
로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런 의식이고, 그거를 사관학교나 지금 있는 육해공군 사
관학교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자고, 그거를 남산에 올라가 보고, 화랑의 그런 무슨
세속오계든지, 화랑이 어떤 태도와 정신으로 살아서 통일을 하는 주축이 되었는
지 봐라, 공부해라, 그런 거야”라고 회고했다.40) 화랑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화랑
의 집과 통일전을 남산에 건립했고, 거기 갔던 젊은 사람들이 남산에 올라가 둘
러보는 것을 당연한 과정으로 삼았음을 명확히 해주는 대목이다. 화랑정신의 구
현과 습득이 화랑이 주로 활동했던 남산에서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화랑의 집과
통일전을 세웠고, 이를 더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남산 일대에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했음이 분명하다.
박정희의 국가주의에 입각한 화랑정신의 강조와 화랑의 집 건립과는 별개로
한국 고대 역사상의 일대 변혁을 이끌어낸 화랑을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
하는 것은 미술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비쳤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불교조
각을 미륵으로 간주하거나 비정하는 것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 가능했다. 명확한
기록이나 명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미술의 명작인 반가사유상을 미륵보살
상에 비정하는 일도 그 중 하나이다. 한국미술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
나 한국의 대표미술로 반가사유상을 꼽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반가사유상을 미
륵보살이라고 믿는다. 더 나아가 미륵을 화랑의 화신으로 동일시하거나 화랑의
이념으로 미륵반가사유상을 조성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박정희는
자신의 관저로 문화재위원을 불러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강의를 듣거나 대담
을 했다. 경주개발을 주도하기 전인 1960년대는 일본과 한일협정을 맺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협의를 했다. 한일협정에는 일본과의 문화재 반환협상이 포함되
었는데 1965년 최종 협정이 맺어지기 전까지 문화재 반환 협상을 주도한 것은
이홍직, 황수영이었다. 특히 황수영은 미래의 구세주,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이

39) 1971년 경주시장을 역임한 김창곤의 증언. 김창곤, 1998 앞의 책, 202-204면.
40) 주26)의 구술자료(정재훈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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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갈 젊은 지도자로서 미륵과 화랑의 공통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미륵과 화랑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결부시켰다.41) 이는 화랑정신을 부각시킨 당시의 사회적 분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42)

4. 맺음말
경주개발은 ‘역사적 유산에 담긴 민족의 자질을 계발하고 통일의 기상과 화랑
의 얼을 계승 창달하는 계기를 마련하며 민족문화의 중흥에 크게 기여한다.’는
개발 당시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정신적 승화
작용’에 그 첫 번째 의의를 둔 대규모 사업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세계수준의
문화관광 도시로 비약적 발전을 가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문화를 선양하는 동
시에 관광수입을 크게 증대한다’는 현실적 문제에 두 번째 의의를 두었다. 한국
전쟁과 이승만 정권 이래 지속되었던 한국의 열악한 경제 상황에서 막대한 자본
이 소요되는 제3공화국 당시의 경주 관광개발은 세계은행(IBRD) 차관을 얻음으
로써 그에 상응하는 재정 운용이 가능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외화를
벌겠다는 의욕적인 목표 아래 경주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했다. 나아가 박정희는
남산 아래 화랑의 집과 통일전을 건립함으로써 신라의 화랑정신을 일깨우고, 교
육생으로 하여금 남산에 올라 계곡마다 남아있는 문화유적을 답사하며 화랑의
호연지기를 배우도록 했다. 이와 같은 그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경주 개발 당시 남산사적지구를 지정해 서출지에서 배리 삼체석불까지 정비하
고, 도로망을 구축했으며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경주 개발 이전까

41) 황수영, 1962 ｢德美 금동반가사유상의 左足과 蓮座｣ 뺷고고미술뺸 3(11), 1-6면; 1966 ｢奉
化發見의 半跏思惟石像｣ 뺷고고미술뺸 7(12); 1969 ｢新羅南山三花嶺彌勒世尊｣ 뺷金載元博
士回甲記念論叢뺸, 을유문화사; 1981 ｢한 일관계의 회고 : 한 일불교문화의 교류: 미륵반
가상을 중심으로｣ 뺷동국대학교 일본학뺸 1, 71-181면; 1986 ｢반가사유상의 재조명: 미륵
과 반가사유상｣ 뺷동국대학교 일본학뺸 5, 49-57면 등.
42) 화랑과 미륵을 적극적으로 연결시킨 데 대해서 황수영, 1998 ｢반가사유상｣ 뺷黃壽永全集
2 한국의 불상(하)뺸, 혜안, 58-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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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남산의 불적은 유물과 유적이 한 곳, 한 곳 분리된 별개의 점이었다. 하지만
제3공화국의 경주고도 관광개발로 인해 남산의 문화재는 사적지구 지정과 함께
‘점에서 면’으로 바뀌었고, 집합문화재로서 남산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다. 남산의 개별 문화재 한 건, 한 건으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어
려웠겠지만 “남산 지구”로서는 가능했다. 그런 의미에서 결과적으로 등재를 가
능하게 한 것은 제3공화국의 경주관광개발에서 시작된 남산 개발과 보존이었다.
박정희는 관광을 문화행정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문화재 관리와 보존 역시 관
광과 결부시켰다. 유신 체제 아래 국가 중심의 국민 통합을 꾀했던 그의 국가주
의가 문화재 보존과 관광을 통한 외화 획득이라는 형태로 빛을 발한 것이 경주
고도개발사업이었고 남산 유적 보존과 관리가 그 일환이었다. 박정희가 개발이
라는 이름으로 시행한 일들은 정치학에서 말하는 하이 모더니즘, 즉 과학과 기
술의 진보를 추앙하며 인간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변화시키는 사상이었다고 평
가할 수 있다. 이 글은 문화 유적이 산재한 경주 남산의 자연에 도로를 개설하
고 인위적으로 변형시킨 점, 그 안에 위치한 유적과 유물을 통제하고 관리하여
관광수입을 증대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여기에는 과
거에는 없었던 인프라를 구축하여 비계획적인 구조물을 건설하고, 활력을 부여
하는 공간으로 구성했으며, 인간의 관광 편의를 도모한 것도 포함된다. 박정희의
개발계획 자체는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있었지만 그 실행은 강
압적 권력과 실행력을 갖춘 권위주의 국가였기에 가능했다. 막대한 차관을 통한
자금 조달, 공권력의 개입, 미래에 대한 확신을 통한 희생의 정당화가 동시에 진
행되었다는 점에서 경주고도개발계획은 하이 모더니즘의 산물로 평가할 수 있
다. 남산사적지구 지정과 개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경주 개발과정에서 재산권
을 제약 당하고 통제당한 시민의 희생과 지지의 결과이자 수혜라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주제어 : 남산, 박정희, 제3공화국, 국가주의, 경주, 관광
투고일(2021. 1. 5), 심사시작일(2021. 1. 22), 심사완료일(2021.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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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그림 1> 남산 원경
(경주개발동우회, 1998 그래도 우리는 신명바쳐 일했다, 고려서적)

<그림 2> 관광시설계획도 (청와대 관광계획개발단, 1971 뺷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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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남산지구 계획도 (청와대 관광계획개발단, 1971
뺷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뺸)

<그림 4> 박정희 필, 관광코스 지도 (청와대
관광계획개발단, 1971 뺷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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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남산 탑곡마애조상군, 경주 (사진: 필자)

<그림 6> 화랑의 집과 통일전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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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화랑교육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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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om Dot to Face: The Third Republic and Cultural Heritage of
Namsan, Gyeongju
43)

Kang, Heejung *
In the era of the Third Republic, the government ambitiously promoted the Ancient
Capital Gyeongju Tourism Development Plan. President Park Jung-hee set out his goal
of developing the wise qualities of a nation and inheriting the spirit of Hwarang for the
unification of the country. However, due to the lack of funds to accomplish this goal,
the government tried to obtain a development loan from IBRD to promote Korean
culture and increase tourism revenue. To attract foreign tourists, President Park first built
the infrastructure of Gyeongju for the tourists’ convenience and conserved the cultural
properties in Namsan after the designation of it as a historic site. Park Jung-hee
awakened the spirit of Hwarang in Silla by erecting the Hwarang House and the Hall of
Unification(Tongiljeon) around the foot of Namsan. And he made the people learn the
spirit of Hwarang by exploring the cultural properties in Namsan. Before the completion
of the development of Gyeongju, the cultural remains of Namsan were separated things
one by one. However, tourism development of the Ancient Capital Gyeongju connected
the cultural assets in Namsan from the separated points to a side and set the foundation
for being registered as a Unesco World Cultural Heritage.
It was the Old City Gyeongju development project that Park Jung-hee's nationalism
was realized in the form of obtaining foreign currency through tourism by preserving
cultural properties. A High modernism is a concept of political elite groups admire the
progress of technology and change nature for the benefit of human beings. The
Gyeongju development project by Park Jung-hee can also be a kind of high modernism
in that nature and the relics of Namsan have been transformed into tourists' attractions.
The government emphasized the future of the city and tried to control all the traditions

* Professor, SIEAS, Sog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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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name of development. The project of Gyeongju development and the preservation
of the Namsan was ideal and reasonable at the time. Yet, at the same time, it was able
only because the government was an authoritarian state with coercive executive power. It
was the first successful case of managing cultural properties of Namsan as tourism
resources through building infrastructure by enormous loans and public power.

Key Words : Mt. Namsan, Rark Jung-hee, the Third Republic, Cultural Heritage,
Gyeongj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