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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협약	40년을	맞이해	간행된	이	책은	

세계유산지역의	사례연구를	주제별로	모은	것

이다.	이	책에	소개된	연구	사례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맥락	속에서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본	사례	연구는	유산이	지역사회와	생태계에	가

져다	준	혜택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26개의	세계	유산지역을	주제별,	

유형별,	지역별로	분류했다.	

이	책은	세계유산에	대한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세계유산의	관리와	

보호를	지역사회의	역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생물다양성,	언어다양성,	문화다양성의	

보존과	연결시켜	다루고	있다.	

여러	학문	분야에	걸친	연구물로서	이	책은	유산	

종사자,	연구자,	지역사회	대표자	및	일반	대중	모

두에게	만남의	장을	제공할	것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주요	매개	수단으로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을	촉진할	것이다.	

Published on the 40th anniversary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thisx thematic collection of 
case studies provides a thorough understanding 
of World Heritage sites and their Outstanding 
Universal Value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case studies describe twenty-six thematically, 
typologically and regionally diverse World Heritage 
sites illustrating their benefits to local communities 
and ecosystems and sharing the lessons learned with 
the diverse range of stakeholders involved. 

The volume emphasises a holistic and integrated 
view of World Heritage, linking it to the role local 
communities play in management and protection, 
and to issues of ecosystem sustainability, and the 
maintenance of biological, linguistic and cultural 
diversity.

Cross-disciplinary in its scope, this book will provide 
a meeting point for researchers, practitioners, 
community representatives and the wider public 
and will promot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s a key vector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cial cohesion.

세계유산
인류를 위한 혜택
국제	연구소	인클루시브박물관,	
덴마크	코펜하겐

World Heritage
Benefits Beyond Border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Inclusive Museum, 
Copenhagen, Denmark

목차
제1장 자연과 문화사이의 가교
1.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의 세계유산 보전과 지역사회의 참여: 주지 국립 조류 보호 구역(세네갈)
2. 세계 최대 산호초 보호와 지역사회의 참여: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호주)
3. 살아있는 세계유산: 슈코치안 동굴(슬로베니아)
4. 섬 생태계 보호의 과제들: 소코트라 군도(예멘)
5. 문화 경관: 도전 과제와 가능성: 베가연-베가제도(노르웨이) 

제2장 도시주의와 유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 
6. 군소도서개발도상국의 유산과 지역사회: 브리지타문과 요새(바베이도스)
7. 붉은 도시: 마라케시의 메디나(모로코)
8.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 루앙프라방(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9. 세계유산과 빈곤 완화: 호미안 고대 도시(베트남)
10. 역사적 도심 지역의 책임 있는 지역사회: 탈린 역사 지구, 옛 시가지(에스토니아)

제3장 통합적 계획과 원주민 참여
12. 미지켄다 부족들의 고향: 미지켄다 부족의 신성한 카야 숲(케냐)
13. 캐나다 로키 산맥 공원에서의 관계 회복과 화해: 재스퍼 국립공원(캐나다)
14. 추장의 유산: 로이 마타 추장 영지(비누아투)
15. 살아있는 문화경관: 코느딜레라스의 계단식 논(필리핀)
16. 문화적 체계의 힘: 반디아가라 절벽, 도곤족의 땅(말리)

제4장 살아있는 요산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보호 
17. 국가의 우선순위와 세계유산 보전의 일치: 이시망갈리소 습지 공원(남아프리카공화국)
18. 참여적 방법론과 원주민 지역사회-사업을 기반으로 한 학습: 시인 카안(멕시코)
19. 굽이 흐르는 강가의 마을: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대한민국)
20. 세계유산과 중국인의 디아스포라: 카이핑 다오러우 건축물과 마을(중국)
21. 어업과 생태계 기반 관리의 역할: 시레토코(일본)

제5장 기념물을 넘어서
22. 다슈르 천락들과 지역사회 발전: 
       멤피스와 네크로폴리스-기자에서 다슈르까지의 피라미드 지역(이집트)
23. 네덜란드-독일 세계유산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바덴 해(독일과 네덜란드)
24. 세계유산의 지위-유산 중심의 지속 가능한 재생의 촉매제: 블래나번 산업 경관(영국)
25. 빈곤을 완화하는 세계유산: 세라 다 카피바라 국립공원(브라질)
26. 앙코르 고고학 공원과 지역사회: 앙코르(캄보디아)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르는 길 

Contents

Foreword by the UNESCO Director-General; List of acronyms; Introduction; 

Part I. Bridging Nature and Culture: 
1. Conservation of World Heritage and community engagement in a 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Djoudj National Bird Sanctuary, Senegal 
2. Community engagement in safeguarding the world's largest reef: Great Barrier Reef, Australia 
3. Living World Heritage: Škocjan Caves, Slovenia 
4. Challenges of protecting island ecosystems: Socotra Archipelago, Yemen 
5. Cultural landscapes: challenges and possibilities: Vegaøyan – the Vega Archipelago, Norway    

Part II. Urbanism and Sustainable Heritage Development
6. Heritage and communities in a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 historic Bridgetown and its garrison, Barbados
7. The Red City: Medina of Marrakesh, Morocco
8. Capacity-building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town of Luang Prabang,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9. World Heritage in poverty alleviation: Hoi an ancient town, Vietnam
10. Responsible local community in historic centres: historic centre (Old Town) of Tallinn, Estonia
11. An exceptional picture of a Spanish colonial city: historic centre of Santa Cruz de Mompox, Colombia 

Part III. Integrated Planning and Indigenous Engagement
12. Homelands of the Mijikenda people: sacred Mijikenda Kaya forests, Kenya
13. Reconnection and reconciliation in Canadian Rocky Mountain parks: Jasper National Park, Canada
14. Legacy of a chief: Chief Roi Mata's Domain, Vanuatu
15. Living cultural landscape: rice terraces of the Philippine Cordilleras; 
16. The strength of a cultural system: Cliff of Bandiagara (Land of the Dogons), Mali

Part IV. Living Heritage and  afeguarding Outstanding Universal Value
17. Aligning national priorities and World Heritage conservation: iSimangaliso Wetland Park, South Africa
18. Participatory methodologies and indigenous communities – project-based learning: Sian Ka'an, Mexico
19. Village on the winding river: historic villages of Korea – Hahoe and Yangdong
20. World Heritage and Chinese diasporas: Kaiping Diaolou and villages, China
21. Role of fisheries and ecosystem-based management: Shiretoko, Japan

Part V. More than the Monumental
22. Dahshur villages in community development: Memphis and its necropolis – the pyramid fields   
  from Giza to Dahshur, Egypt
23. Sustainable development in a Dutch-German World Heritage site: the Wadden Sea
24. World Heritage site status – a catalyst for heritage-led sustainable regeneration: Blaenavon   
  industrial landscape, United Kingdom
25. World Heritage in poverty alleviation: Serra da Capivara National Park, Brazil
26. Angkor Archaeological Park and communities: Angkor, Cambodia
Pathways to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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