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S

유네스코 역사도시, 개성

개성(開城), 통일을 여는 도시

유네스코 역사도시, 개성
박성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1. 머리말
고려의 수도 개성1) 은 고려 건국 이듬해인 919
년부터 1394년 조선의 건국으로 수도를 한양으로
옮길 때까지 한반도 통치의 중심이었다. 약 470
여년간 수도로 이용된 개성은 당시 고려를 비롯
한 동아시아 각국의 문물이 모여들었던 곳으로 개
성 일대에는 현재까지도 당시의 다양한 유적이 곳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그 주변에서는 다양한 유물
들도 많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개성은 2013년 6월 ‘개성

었다. 개성지역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
한 작업은 2000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면
서부터 시작되어 2005년 11월에는 ‘개성역사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지원을 위한 남‧북공동학술대
회’2) 가 개성 현지에서 개최되었다. 이후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개성의 역사유적을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하고 보존관리 하기 위한 남‧북간
협력 합의에 이르렀다3). 이와 같은 남‧북간 합의는
2007년부터 추진된 고려 정궁(正宮)4) 에 대한 남‧
북공동발굴조사로 이어져 남‧북관계의 긴장국면
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졌다5) .

역사유적지구’라는 명칭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

이 글에서는 동아시아 중세도시 개성의 역사

1) ‘개성’은 고려시대 당시 개경(開京)·송도(松都)·송경(松京) 등의 명칭으로 불렸다.
2) 2005년 11월 개성에서 열린 ‘개성역사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 지원을 위한 남북공동학술대회’에서 개성 역사유적의 유
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남북공동발굴조사가 제안되었다.
3)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바탕으로 2006년 1월, 남북은 개성 역사유적 발굴에 대한 포괄적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후
같은해 2월에는 북한이 발굴조사 대상으로 고려궁성[속칭 만월대]을 제안하였고 다음해인 2007년부터 2011년 까지 고려
궁성에 대한 남북공동발굴조사와 복구조사가 추진되었다.
4) 속칭 ‘만월대(滿月臺)’로 불리나 이는 조선시대에 붙여진 오기이며 고려시대 당시에는 고정된 명칭이 아닌 대내(大內), 황
거(皇居), 자성(紫城) 등으로 불렸다. 이는 고려가 내적으로는 황제국을 자처하였기 때문으로 이러한 의식은 ‘개경도성’
을 구성하는 성곽에도 반영되어 고려 현종(顯宗) 이후 궁성(정궁)-황성-나성(외성)으로 이루어진 3중 성곽의 도성체계가
완성되게 된다.
5) 개성 고려궁성에 대한 남북공동 발굴조사는 남측의 남북역사학자협의회-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와 북측의 민족화
해협의회-문화보존지도국(현 민족문화유산보호지도국)-조선중앙역사박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2011년 12월에 종
료된 6차 조사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현재까지 조사가 재개되지는 않은 상황이나 남북관계 개선 시 남북공동조사가 가능
하도록 매년 관련 예산과 조사·연구 인력 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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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곳에 자리하는 역사유적들에 대해 살펴보며,

(豊德)·김포(金浦)평야는 당시의 집권세력을 비롯

아울러 당시 한·중·일 수도[都城]와의 비교를 통해

한 다양한 계층의 백성들에게 경제생활에 필요한

동아시아 역사도시로서 개성의 위치를 고찰한다.

물자를 충분히 공급해 주었으며, 임진강(臨津江)·

또한 역사도시 개성이 지니고 있는 세계유산으로

사천강(沙川江)을 비롯한 벽란도와 통하는 예성강

의 가치와 등재 과정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보존과

에서는 전국에서 들어오는 각종 세공과 물자들이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구상하고자 한다.

모일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들
어오는 상선들이 머물면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

2. 동아시아 중세도시 개성

루어졌다. 그렇지만 개경이 고려의 수도가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왕건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의 근

송악군(松嶽郡)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개경(開

거지였기 때문이다.

京)은 태조 2년(919년) 철원으로부터 수도가 옮
겨지면서 고려 왕조의 수도로 정해졌다. 통일신라
의 패강진(浿江鎭)에 속한 작은 지역이던 송악군
은 이 지역 출신의 왕건(王建)이 역사의 전면에 등
장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개경은 백두대간에서 출발한 ‘임진북예성남정
맥(臨津北禮成南正脈)’의 끝자락에 위치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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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경 부근에서는 얕은 구릉으로 바뀌어 분지형태
를 이루고 있다.
<그림 2> 개성 인근 지역의 경사도

<그림 1> 개성 주변의 경사도 및 측선 단면

주변이 산들로 둘러싸인 개경은 예로부터 부소
명당(扶蘇明堂)·송악명당(松嶽明堂)이라 불려왔
는데 명당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믿음은 개경을 수
도로 정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또한 개경과 인접한 지역인 예성강 유역의 신광
(新光)·연백(延白)평야, 사천강 유역의 사천평야,
임진강 하류의 장단(長端)평야, 한강하류의 풍덕

<그림 3> 개성의 지형과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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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성의 문화유적
개성에는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의 당시 모습
을 잘 볼 수 있는 다양한 유적들이 곳곳에 자리하
고 있다. 이러한 개성의 문화유적은 고려시대 문
화유산의 축소판으로 민족문화의 고유성과 우수
성, 전통적인 계승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어 한반
도 중세 문화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뿐 아니
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인류 공동의
문화재적 재보(財寶)로서의 세계적 가치를 가진
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
산으로 등재된 ‘개성역사유적지구 The 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에 포함된
12개 유적군인 개성 성곽, 개성 남대문, 만월대,
개성 첨성대, 고려 성균관, 숭양서원, 선죽교, 표
충비, 왕건릉, 7릉군, 명릉, 공민왕릉은 고려시대
이전부터 한반도에 존재하였던 다양한 문화적·정
치적 가치들을 주변국들과 교류하였던 고려의 문
화적 전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공민왕릉은 고려왕릉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조
선왕조 왕릉 제도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유적이
다. 북한의 국보유적 제123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공민왕릉은 공민왕의 현릉(玄陵)과 노국대장
공주의 정릉(正陵)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성 남대
문은 북한의 국보유적 제124호로 지정되어 있으
며 개성시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개성 남대문은
우리 역사의 격동기인 고려말과 조선초의 당시 상
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유적이다. 고려의 도성체
계는 궁성-황성-나성의 3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
는데 이는 ‘천자국’을 지향하였던 고려인들의 세
계관이 반영된 것이었다.
북한 국보유적 제127호인 성균관(成均館)은 개
성시 동북쪽에 위치한 고려 최초의 교육기관으로
지금의 국립대학에 해당한다. 본래 성균관의 자리
는 고려 경종 때 별궁이 있던 곳으로 이후 송宋과
금金의 사신을 위한 객관인 순천관(順天館)과 유

교 경전에 관한 사무를 보는 숭문전(崇文殿)으로
사용되었다가 1089년 국자감(國子監)이 이곳으
로 옮겨온 후부터 정식 교육기관으로의 역할을 수
행하게 되었다. 개성에는 정몽주와 관련된 유적이
다수 자리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선죽
교・숭양서원・표충비가 있다. 숭양서원(崇陽書
院)은 개성시 선죽동에 위치하며 선조 6년인 1573
년 건립되었다.『중경지』에 의하면 1573년 개성유
수인 남응운(南應雲)이 정몽주와 서경덕을 추모하
기 위해 정몽주가 살던 집자리에 숭양서원의 전신
인 문충당(文忠堂)을 짓고 정몽주를 주향(主享)으
로 두었는데 ‘문충당’이라는 명칭은 정몽주의 시
호인 ‘문충’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런데 이 ‘문충’
이라는 시호는 정작 정몽주 자신을 살해한 이방원
이 보위에 오른 태종 5년인 1405년에 내려진 것으
로 당시 태종은 그를 영의정에 추증하고 익양부원
군(益陽府院君)에 추봉하였다. 표충비는 숭양서
원과 마찬가지로 정몽주를 기리기 위해 조선시대
에 조성된 유적이다. 개성시 선죽동에 위치한 선
죽교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
표충비는 비각의 내부에 건립연대가 각기 다른 두
개의 비석이 자리한다.
왕건왕릉은 고려 태조 왕건과 왕비 신혜왕후(神
惠王后)가 함께 안장된 합장분으로 본래의 명칭은
현릉(顯陵)이다. 송악산의 지맥인 만수산 기슭에
위치하며 943년에 조성되었다. 고려시대에는 나
라에 전란이 있을 때마다 묘를 옮겼으며 지금의
능은 1994년에 대대적으로 개건・정비한 것이다.
영통사(靈通寺)는 고려 현종 18년(1027)에 창건된
사찰로 고려 태조 왕건이 건립한 승복원 자리에 새
롭게 지은 사찰이다. 본래 승복원은 태조의 증조
부가 살던 암자를 확장한 사찰이었기 때문에, 영
통사는 고려 왕실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찰로 고
려의 역대 왕들이 자주 행차하였다. 또한 대각국
사 의천은 영통사에서 출가하여 천태종을 열었다.
목청전(穆淸殿)은 조선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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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에 살던 집으로 태종 18년(1418)부터 태조
의 초상화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으로 이용
되었다. 명릉군(明陵群)은 고려 29대 충목왕(忠穆
王)의 능으로 알려진 만수산 중턱에 자리하는 세
개의 능으로 어느 것이 명릉인지 명확하지 않다.
능은 약 40~50m의 간격으로 나란히 위치하는데
서쪽에 위치한 순서대로 제1릉, 제2릉, 제3릉으로

<그림 1> 개성의 문화유적(고려궁성-만월대)

불린다. 칠릉군(七陵群)은 태조 현릉의 서북쪽 능
선인 만수산 서남쪽 언덕 기슭에 위치하는 왕릉급
에 해당하는 7기의 능으로 무덤의 피장자는 명확
하지 않으나 문헌 및 출토 유물로 미루어 볼 때 고
려 후기에 조성된 능으로 추정된다.
<표 1> 개성의 문화유적

<그림 2> 개성의 문화유적(개성 남대문)

지정현황

유적명칭

국보유적 제122호

고려궁성(高麗宮城)

국보유적 제123호

공민왕릉(恭愍王陵)

국보유적 제124호

개성 남대문
(開城 南大門)

4.‘개성역사유적지구’의 세계
유산 등재과정
‘개성역사유적지구’는 2000년 5월 세계유산 잠

국보유적 제125호

관음사(觀音寺)

국보유적 제126호

대흥산성(大興山城)

정목록에 등록되었다. 이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보유적 제127호

고려 성균관
(高麗 成均館)

남북간 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2005년 11

국보유적 제128호

숭양서원(崧陽書院)

국보유적 제131호

개성 첨성(대開城 瞻星臺)

국보유적 제138호

표충비(表忠碑)

이른다6). 이후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개성

국보유적 제159호

선죽교(善竹橋)

의 역사유적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고 보존관

국보유적 제179호

왕건왕릉(王建王陵)

국보유적 제192호

영통사(靈通寺)

리하기 위해 남과 북이 협력하는 것에 합의하였

국보유적 제528호

목청전(穆淸殿)

-

서경덕묘(徐敬德 墓)

국보유적 제549호

명릉군(明陵群)

국보유적 제528호

칠릉군(七陵群)

월 개성 현지에서 ‘개성역사유적 세계문화유산 등
재 지원을 위한 남북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되기에

으며, 2006년 1월, 개성 역사유적 발굴에 대한 포
괄적 합의서가 남과 북 사이에 체결되었다7). 같
은 해 2월에는 북측이 발굴조사 대상으로 송악산
자락에 위치한 고려궁성[속칭 만월대]을 제안하여

6) ‘개성력사지구의 세계유산 등록을 위한 북남공동 학술토론회와 유적답사’ 학술대회 자료집, 2005.
2005년 11월 18일 개성 자남산호텔에서 ‘개성력사지구의 세계유산 등록을 위한 북남공동 학술토론회와 유적답사’라는
주제로 답사를 겸한 학술회의가 진행되었다.
7) 박성진, “‘개성역사유적지구’ 한반도 중세문화의 정수, 세계가 인정하다”,『통일한국』제355호(2013), 66~67쪽.8) 이혜은
(2013),“개성 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등재(추진) 과정”,『2013 제주 세계유산포럼 자료집』(문화재청·제주특별자치도·(
사)이코모스한국위원회, pp. 33~37.

41

JES

유네스코 역사도시, 개성

개성(開城), 통일을 여는 도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고려궁성에 대한 남북공

파주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개성지역 일대의 문

동 발굴조사와 복구조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후

화유산은 현재의 개성시가지를 중심으로 나성으

2007년 1월 북한은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제출

로 둘러진 지역 까지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으나

하였으나 2008년 제2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

나성 바깥으로도 다수 분포하고 있다. 개성 일대

재 반려(deferral) 판정을 받았다. 반려 이유는 세

에는 약 127개소9)의 문화유적이 분포하고 있는데

가지로 첫째 고려왕조의 수도인 개성의 유산에 대

행정구역상으로 개성특급시·개풍군·장풍군에 포

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는

함되어 있다. 127개소의 문화유적은 각각 무덤유

유적에 대한 재고 필요, 둘째 신청유산의 문화 및

적·정치국방유적·궁궐유적·불교관련유적·유교관

자연환경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도록 유적지역 경

련유적·기타유적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자세한 현

계 재설정, 셋째 향후 개발 등으로 유적의 가치를

황은 표 2와 같다10).

훼손할 수 있을 잠정적인 위협에서 보호할 수 있는
완충지역 설정 등이 그것이다8).

2)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보존과 활용

5. 유네스코 역사도시
‘개성’의 보존과 활용

북한문화재 전반에 대한 보존을 위해 현실적으
로 가장 필요한 사항은 국제적 수준의 보호ㆍ관리
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2000년 이후 개선된 남‧북관계와 함께 진행

1) 개성의 문화유적 현황

된 남‧북협력사업으로 일부나마 진행된 바 있다.

개성지역은 현재의 개성특급시 일원으로 주변

남한의 전문인력에게 개방된 북한문화재는 그 존

으로 북쪽의 금천군과 토산군, 서쪽과 동쪽으로

재가 확실하게 알려졌으며 비공식적이지만 남한

각각 개풍군과 장풍군이 자리하며 남쪽은 남한의

학계의 모니터링 대상이 되어 간헐적으로라도 보

<표 2> 개성의 문화유적 현황

무덤
유적

정치
국방
유적

궁궐
유적

불교
유적

유교
유적

기타
유적

127

45

22

5

30

6

19

국보
유적

26

3

6

1

12

2

2

보존
유적

87

33

15

4

16

3

16

비지정문화재

14

9

1

-

2

1

1

구분
계
지정
문화재

8) 이혜은 (2013),“개성 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등재(추진) 과정”,『2013 제주 세계유산포럼 자료집』(문화재청·제주특별자
치도·(사)이코모스한국위원회, pp. 33~37.
9) 총 127개소의 문화유적 중 지정문화재는 113개소, 비지정문화재는 14개소이다. 지정문화재 113개소는 국보유적은 26개
소와 보존유적 87개소로 이루어져 있다.
10) 국립문화재연구소(2012),『개성지역 지정·비지정 문화유적 연혁자료집』, 대전 : 국립문화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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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업무를 함

국가 간의 문화재분야 교류와 협력이 가시화 될

께 추진한 북한 측 전문가들도 남한의 학자들을 통

시점을 대비하여 남‧북이 공통으로 사용 할 수 있

해 문화재 보존과 연구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간

는 통일된 문화재 분류기준안의 마련이 시급하게

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되었다 . 하지만 이러한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한 정책연구가 절실하다

문화재 분야의 남‧북협력사업은 2008년 이후 소

고 판단된다.

11)

강기로 접어들었으며 2011년 이후에는 완전히 중
단되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

6. 결론

은 남‧북간 문화재 분야의 안정적 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하여 앞으로의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다. 따라

한반도 중세 통일왕조인 고려국의 수도였던 개

서 남‧북문화재 교류 성과물의 집적과 활용을 위한

성은 고려시대 당시 개경(開京)·송도(松都)·송경(

전담기구인 ‘북한문화재연구센터’(가칭)의 건립

松京) 등으로 불리며 고려가 건국된 다음해인 919

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북한문화재와 관련된 다양

년부터 조선이 건국된 후 한양으로 천도한 1394

한 정책의 개발과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년까지 한반도의 정치적·문화적 중심의 역할을 수

더 나아가 이러한 북한 내부의 문화재 관련 환

행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정권은 개성지역의

경의 변화를 고려하고 특히 향후 남‧북협력사업에

문화유산에 대해 건국 당시부터 관심을 가져왔으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개성역

며 2005년 이후부터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

사유적지구’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지침을 감안하

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금년 6월 23일

여 개성일대의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성역사유적지구(The Historic Monuments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and Sites in Kaesong)’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북한의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유적 193건 이며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개성특급시와 개풍군의 경

세계유산 등재는 2004년 등재된 ‘고구려 고분군

우 총 26건의 국보유적이 자리하고 있다 . 하지

(The Complex of the Koguryo Tombs)’에 이

만 북한의 국보유적은 일부 우리의 문화재청에서

은 북한의 두 번째 세계유산 등재로 북한문화재의

정한 분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도 확인되고 있

보존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의미를 가진다.

어 민간 주도의 협력사업의 추진뿐만 아니라 향후

특히 이번 등재는 이미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12)

13)

11) 남‧북간 문화재 분야 협력사업 외에도 평양일대에서 이루어진 고구려 고분에 대한 북-중, 북-일 공동발굴조사를 비롯하
여 북-중 접경지대의 발해 유적에 대한 북-중 공동발굴조사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구려 벽화고분의 보존을 위해 유네
스코에서 파견된 문화재 전문가들과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개성역사유적지구’의 성곽
에 대해서 프랑스-캄보디아 연합발굴팀과 북한의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와의 공동발굴조사가 진행된바 있다. 향후 이
러한 형태의 문화재조사와 관련된 교류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12) 북한의 국보유적을 문화재청 유적분류기준으로 구분하면 주거유적 1건, 무덤유적 20건, 생산유적 4건, 정치국방유적 36
건, 교통통신유적 3건, 종교신앙유적 32건, 제사유적 1건, 주거건축 23건, 관아건축 6건, 종교건축 1건, 불교건축 39건,
유교건축 9건, 비갈(碑碣) 11건, 거석기념물 4건, 동산문화재(공예) 3건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부 이러한 분류기준에 적합하
지 않은 것도 확인 되는 등 향후 북한 지정문화재를 분류하는데 보다 세분화된 분류기준안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
된다.
13)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북한국보유적 연혁자료집』, 대전 : 국립문화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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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과 함께 한반도 전체에 총 12건의 세계유산을
등재하게 된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개성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일련의 추진 경과를 살펴
본 뒤 등재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들을 검토하였다.
북한의 문화재 전반에 대한 보존은 경제적 빈곤과
이로 인한 문화재 조사와 복구에 있어 전반적인
부실화가 초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과학적
장비와 기술의 부족은 가장 큰 현실적 문제로 이
로 인해 관련 사업의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
다. 또한 전문 지식을 가진 기술자의 부족 및 관련
교육이 미흡한 점 역시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며 복
원 등 조사 이후의 활용 단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
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관련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북한의 문
화재 보존 역량은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에서 상당부분 개선되어졌으나 최근 남‧북관계 경
색으로 인해 이러한 흐름은 단절된 상태이다. ‘개
성역사유적지구’를 비롯한 북한소재 문화재에 대
한 세계기준의 보존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남‧북간 협력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등의 국제기구와 연계한 다양한 보존·연구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남‧북협력사업의 성과와 과오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된 형태를 갖추어 남‧북간 문화
재 분야의 안정적 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하여 앞으
로의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문화재에 대한 정부차원의 체계적 관리와 보존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며 관계부처간
의 ‘업무협의체’ 구성과 민간과 정부를 아우르는 ‘
남‧북민관협력체계’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앞서 설명한 일련의 작업들이 가능하기 위해
서는 남북문화재 교류 성과물의 집적과 활용을 위
한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북한문화
재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의 개발과 연구가 추진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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