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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행사 개요

1. 배경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문화와 유산은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적 

가치와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자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등재는 각국의 문화적 역량뿐 아니라 문화 강국으로서 관광산업을 

유치하고 자국의 문화 우수성을 세계에 홍보하는 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 많은 

국가들이 유네스코 등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세계유산에는 처음부터 인간의 부정적 측면을 중심으로 

등록된 것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이유로 등록된 세계유산을 ‘부의 세계유

산(World Heritage Sites of Conscience)’이라 부르는데 주로 인류역사의 부정

적 측면 즉, 남겨야 하는 역사적 전통이나 건축적 가치를 인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멸실된 인류의 가치를 기억하고 우리의 후속 세대에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하고자 하는 기념물이다.

 

 이에 우리 연구소는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맞이하여, ‘부의 세계

유산’을 통해 역사 기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산이 가진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인정과 언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정신 구현에 주는 긍정적 의미를 알아보

고자, 세계 각국의 역사 인식 정립을 위해 활동하는 NGO들과 연계하여 사진전 

및 이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2. 목적

 � ‘부의 세계유산’(아우슈비츠, 히로시마 원폭돔, 비키니 핵실험지 등)을 통

한 역사 기억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홍보

 � 유산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언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정신 구현에 가지는 

긍정적 의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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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내용

1 전시 구성 소개

2-9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 ‘부의 세계유산’ 관련 사진 및 설명
 � 폴란드 - 아우슈비츠 수용소 관련 사진 및 설명 자료

 � 독일 - 루르박물관 관련 사진 및 설명 자료

 � 마셜제도 - 비키니 핵실험지 관련 사진 및 설명 자료

 � 일본 - 히로시마 원폭 돔 관련 사진 및 설명 자료

 � 바베이도스 - 브릿지타운 관련 사진 및 설명 자료

3. 기대효과

 � ‘부의 세계유산’의 이중적 역할에 대한 이해 증진(부정적인 역사의 참상을 

알리는 교훈적인 의도와 문화적으로 사회에 되돌림으로써 같은 일이 다시 일

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의도)

 � 동 주제 관련 시민사회의 활동 증진 및 대중인식 제고를 통한 연대 강화

II. 전시 개요

1.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5년 6월 30일~7월 3일

 � 장소: 마리팀 호텔 본, Reger홀(위원회 메인 호텔)

 � 사용언어: 영어

2. 구성

 � 내용

ㅇ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부의 세계유산’관련 사진, 해당 역사 기록물

ㅇ 일본이 등재신청한 산업유산에 대한 문제점 및 보완점

ㅇ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 패널 구성(총 20개)

- 4 -

패널 내용

10-19

1. 아시아 침략을 통해 이룩한 메이지유신

 - ‘메이지시대’, 아시아 주변으로의 침략을 발판으로 이룩한 번영

2. 청일전쟁 배상금으로 지어진 야하타제철소
 -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싸웠던 청일전쟁, 그 전쟁의 무대는 한반도

3. 전함 무사시와 나가사키조선소
 - 부국강병의 근거가 되었던 제철업, 광업, 조선업은 모두 일본의          

 침략전쟁과 관련한 군사기발 핵심시설

4. 미쓰이재벌 성장의 기반 미이케탄광
 - 일본 내 죄수노동 금지 후, 식민지 출신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충원

5. �탈아입구�의 기지, 미이케항

6. 침략전쟁의 확대와 함께 성장한 쇼와시대
 - 미쓰비시, 일철, 미쓰이 등 일본 전범기업과 한국인 강제동원의 실상

7. 지옥섬, 하시마탄광

 - 사망한 조선인 화장기록으로 통해 본 한국인 강제노동의 실상

   (1942년부터 사망자 증가, 1944년 대폭 상승)

8. 강제노동에 동원된 연합군과 중국인 포로들

9. 지쿠호 탄광과 죠세탄광의 한국인 희생자 추모비

10. 기억과 정의를 위한 연대
 -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연대활동

20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 Historical Truth in Danger부의 세계유산,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 전시 방법

ㅇ 사진자료: 판넬에 설치 (마리팀 호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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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용 비고

13:00~13:30
(30분)

전시 관람객 입장
 � 전시 안내 및 착석 안내

13:30~13:50
(20분)

장내 정리 및 내외빈 소개
 � 사회: 조동준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부
  (보조: 조두원 교수, 건국대학교 세계유산학과 겸임교수)

13:50~13:55
(5분)

발표 1 (폴란드 NGO 대표)
 � 야쿱 데카 박사, 폴-독 화해재단

ㅇ 영상자료: 증언자료 영상, 제작 동영상 등은 TV로 상영

[1차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Cc2MsFVQN4c

[2차 동영상(샌드아트)]

- https://www.youtube.com/watch?v=m7vAtKg5Mow

- https://www.facebook.com/pages/%EB%AF%BC%EC%A1%B1%EB%AC%B8%EC%A0%9C

  %EC%97%B0%EA%B5%AC%EC%86%8C/203999122945204

[피해자 증언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cwA_ZP0jDr8

III. 오프닝 세미나

1.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5년 6월 30일 13:00~15:00

 ※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2015년 6월 28일~7월 8일, 독일 본 국제회의센터

 � 장소: 마리팀 호텔 본, Reger홀(위원회 메인 호텔)

 � 사용언어: 영어

 ※ 일본어 및 한국어 순차통역 예정

2. 프로그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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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용 비고

13:55~14:00
(5분)

발표 2 (독일 NGO 대표)
 � 안네 쿠글러 뮐호퍼 박사, 도르트문트 박물관

14:00~14:05
(5분)

발표 3 (필리핀 전문가)
 � 리카르도 트로타 호세 교수, 필리핀국립대학교 역사학과

14:05~14:10
(5분)

발표 4 (네덜란드 NGO 대표)(미정)
 � 얀 반 바흐텐동 박사, 대일본명예부채배상촉구회

14:10~14:15
(5분)

발표 5 (일본 NGO 대표)
 � 야노 히데키 대표, 강제노동피해자 보상입법을 위한 
일한 공동행동

※ 일-영 순차통역

14:15~14:20
(5분)

발표 6 (한국 NGO 대표)
 � 김영환 대외협력팀장, 민족문제연구소

14:20~14:30
(10분)

질의응답 ※ 차량 출발: 14:45

3. 행사장 조성방안

[ 배치도면]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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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전자 독일지사에서 TV(50인치) 2대 후원,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주요 세션 
중계 및 각종 동영상 상영용으로 각각 활용 예정

4. 운영방안

 � 참석자 이동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

ㅇ 독일 현지 한인차량 업체(한국관광공사 독일지사 소개)를 섭외, 

WCCB와 마리팀호텔(오프닝 세미나 장소) 간 참석자 이동 편의를 위한 

수송 버스(53인승) 2대 운영 예정

- WCCB → 마리팀호텔: 6.30(화) 13:15 출발

- 마리팀호텔 → WCCB: 6.30(화) 14:45 출발

5. 홍보방안

�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장(WCCB)과 전시장이 떨

어져 있는 바, 위원국의 참가 독려 및 관심 

제고를 위한 WCCB 내 홍보부스를 운영

ㅇ 운영일시 및 장소: 6.28(일)~7.5(일), 

WCCB 내 NGO 섹션

ㅇ 운영방법: NGO 섹션 내 TV 및 데스크를 

구성하여 그간 제작한 홍보 동영상 및 

민문연 제작 증언영상을 상영하고 데스

크 위에 전시 초청장, 도록, 홍보 브로셔 

2종을 비치 [ NGO섹션 위치]

 � 초청장 배포

ㅇ 개막 이후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및 옵저버 국가대표단, 위

원회 참가 미디어, 현지 미디어, NGO 옵저버 등 관계자 대상 전시 

안내 브로셔 및 초청장 대면 배포를 통한 참석 유도(전문가 조동준 

교수, 조두원 박사, 민족문제연구소 진행)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