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일본메이지산업혁명 세계유산에 관한 결정초안 
브리핑2
2018.6.26. 조시현(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작성
*25일자 브리핑 수정은 ‘결의안의 강제노역 명기 보도’와 관련하여 이뤄졌고 빨간 색으로 표
시함

세계유산위원회 42차 회기가 바레인 마나마에서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열리고 있음

공식 사이트: https://whc.unesco.org/en/sessions/42com/ 

이번 회기에서 일본메이지산업혁명유산에 관한 일본의 보전상황 보고서는 보전상황의 심사에 
할당된 의제(agenda) 7B로서 27-28일 양일에 걸쳐 논의될 예정임. 일본의 경우 10번 항목으
로 27일 오전 회기 내에 검토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며, 심사가 끝난 다음에는 세계유산센터가 
준비한 결의초안(아래 참조)이 이견이 없는 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음. 

한국 외교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하여 이 초안 작성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밝히고 있음. 이에 
따르면 전문에 해당하는 결의초안 제2항에서 등재결정문(39 COM 8B.14)을 언급하고 각주를 
통하여 일본 대표의 발언을 기록한 의사록을 인용하고 있음을 들어 ‘강제노역’을 명기한 것이
라고 하고 있음(예컨대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62514077639122 ). 또
한 제11항에서 등재결정을 완전히(fully) 이행하고 2019년 12월 1일까지 최신 보고서를 제출
하고, 2020년 44차 회기에서 심사하도록 하였다고 함.
그러나 ‘강제노역’이라는 표현은 애당초 2015년의 등재결정에서 명문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
라 이러한 표현이 들어간 의사록을 인용하는 것에 불과하였고, 이번에도 그러한 형식을 취하
는 것에 그쳐서 이번에 해당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에도 명문으로 ‘강제노역’이라는 표현이 쓰
이게 되는 것은 아님. 또한 이번에 채택될 예정의 결의는 일본이 2015년의 등재결정에서 권
고한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세계유산위
원회가 이번 결의에서 그러한 활동의 근거가 되는 등재결정을 언급하는 것은 위원회의 절차상 
당연한 것으로 특별한 의미를 두기 어려움. 
더욱이 외교부가 결의안의 전문에서 ‘강제노역’의 표현이 나온다고 하면서 외교적 성과로 포
장하려는 것으로 25일 집중적으로 국내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아래에 번역한 해당 결의
안의 형식을 보면 각 문단에 일련 번호를 붙인 것으로 전문(preamble)과 본문으로 나눈 형태
가 아님. 기능적으로 전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1항과 2항을 보는 경우에도 실제 
‘강제노역’이란 표현은 나오지 않고 앞서의 지적처럼 2015년의 등재결정문의 문서번호 등만이 
거론된 것에 불과함. 
외교부가 이런 오해를 하게 된 것은 일본의 보전보고서에 대한 세계유산위원회의 공식 회의자
료인 WHC/18/42.COM/7B.Add.2에 해당 결의초안이 수록된 부분 바로 앞에 수록된 <세계유
산센터, ICOMOS와 ICCROM의 해석전략 관련 일본 보고서에 대한 분석>에 등재결정문이 인
용방식으로 언급한 일본 대표의 발언 내용이 명시적으로 나오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말할 것
도 없이 결의초안 자료와 이 분석 자료는 하나의 회의자료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지만 별개인 
것은 분명함. 외교부는 이러한 잘못된 문서 파악에 기초하여 위의 보도 등이 나오게 한 것임. 
외교부의 주문대로 결의초안에 ‘강제노역’과 같은 표현을 담은 결의가 이번 회기에 통과되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62514077639122


위해서는 ‘이걸로 충분하다’는 인식을 넘어서는 다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애당초 
2015년의 결의 역시 이러한 표현을 직접적으로 담는데 실패하였음도 주목하여야 함. 

2015년의 등재결정(39 COM 8B.14), 4항과 결의안의 주요 내용 대조

a) 우선적으로 하시마 섬에 대한 상세한 보
존 프로그램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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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유산(또는 자산)과 그 구성 유적들에 대
해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보존사업 프
로그램과 이행 프로그램의 개발;

c) 가장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구성 유
적부터 시작하여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경감시킬 것을 목적으로 각 구
성유적 마다 수용 가능한 방문객 최다 
인원수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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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자산과 그 구성유적들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새로운 동반자 기반 프레임워크
의 실효성 모니터링;

e) 지구별 보존협의회의 보존관리계획의 실
시, 협의사항과 결의사항에 대한 연례 모
니터링;

f) 각 구성유적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를 담
당하는 모든 직원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역량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훈련 프로
그램의 수립과 실시;

g) 유산에 대한 설명(presentation)을 위한 
해석전략을 수립하고, 각각의 유산이 
어떻게 ‘현저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어떻게 일본의 산
업화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계들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식을 특히 
강조하고, 또한 각 유산의 전체의 역
사(full history)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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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제172항에 따라 슈세이칸과 미에츠 
해군소(三重津海軍所)의 도로건설사업
과 미이케항의 신설 계류시설에 대한 
모든 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방문객 
시설의 증축 또는 신설에 대한 제안들
을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하고 검토를 
받을 것;



<세계유산센터의 결의초안>
세계유산위원회는,
1. 문서 WHC/18/42.COM/7B.Add.2를 검토하고,
2. 2015년 (독일) 본의 제39차 회기에서 채택된 결의 39COM 8B.141)를 상기하면서,
3. 각 구성자산들에서 수행된 보전작업과 미래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제공된 도해가 첨부된 보
고서들을 주목하고,
4. 하시마 섬에 관해 지금까지 제공된 세부사항들(details)에 대해 당사국(일본)을 치하하면서, 
상세한 30년간 보전계획의 개발로 달성된 상당한 진전과 계획기간 동안 들어가는 재원을 약
속한 것을 주목함과 아울러 이 계획이 섬의 남아있는 벽들을 안정화하고, 붕괴되어가는 유적
들을 보전하고 군함과 같은 그 윤곽의 형식을 보존할 것임과 우선순위가 제1차 단계에서 남아
있는 벽들과 보전기술의 연구에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주목하고, 
5. 당사국이 자문기구들의 검토(review)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가용하게 되는 데로 세
계유산센터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a) b) 
 c) 역사문서, 구조적 재료와 방문자 이동에 관한 추가 연구
 d) 행동계획(Action Plan)...
6. 또한 방문객 수의 모니터링이 모든 구성 자산들에서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고, 수용능력
을 포함한 방문객 관리전략이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2018년에 수립될 것임을 주목하고, 또한 
이것이 완성되면 당사국은 자문기구의 검토를 위해 세계유산센터에 이러한 전략을 제출할 것
을 요청하고,
7, 더욱이 모든 구성자산들에서 해석이 가용한 상태이고, 디지털 소통들이 개발되었지만 개관
될 정보센터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개선이 계획되어 있음을 주목하고;
8. 당사국이 정보센터를 완공할 때 전반적인 해석에 관한 최신정보를 제공할 것을 추가로 요
청하며;
9. (각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포함된 기간 동안과 그 외의 기간 모두에 있어서 특정 
유산에 대한 전체 역사의 해석과 디지털 해석 자료에 관한 작업을 계속할 때 당사국이 해석전
략에 관한 최선의 국제관행을 고려할 것을 강력하게 장려하고;2) 
10. 관련 당사자들 (parties) 사이의 지속적인 대화(continuing dialog)를 촉구하고
(encourages);
11. 더욱이 당사국이 결정 39 COM 8B.14(각주 1: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takes 
note of the statement made by Japan, as regards the interpretive strategy that allows an 
understanding of the full history of each site as referred to in paragraph 4.g) of the 
Decision 39 COM 8B.14, which is contained in the Summary Record of the session 

1) (각주로 표기된 사항) 세계유산위원회는 4. g)에 언급대로 각 유산의 역사 전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해석전략’과 관련해 이번 회기의 약식 회의록에 포함된 일본의 성명(document 
WHC-15/39.COM/INF.19)에 주목한다.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takes note of the 
statement made by Japan, as regards the interpretive strategy that allows an understanding of 
the full history of each site as referred to in paragraph 4.g) of the Decision 39 COM 8B.14, 
which is contained in the Summary Record of the session (document WHC-15/39.COM/INF.19))

2) Strongly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take into account best international practices for 
interpretation strategies when continuing its work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full history 
of the property, both during and outside the period covered by its OUV, and in the 
digital interpretation materials;



(document WHC-15/39.COM/INF.19) )을 완전히(fully) 이행하고, 2019년 12월 1일까지 자산
의 보전상황과 위 결정의 의행에 관한 최신 보고서를 2020년 세계유산위원회 44차 회기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세계유산센터가 작성한 해석전략 관련 일본 보고서 요약문>
http://whc.unesco.org/en/soc/3704
An interpretive strategy for the presentation of the property is under preparation, 
which gives particular emphasis to the way in which each site contributes to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of the property and reflects one or more of the 
phases of industrialisation, while allowing an understanding of the full history of 
each site, as requested by the Committee. This Strategy is based on the results of 
an Interpretation Audit carried out by international experts and on the ICOMOS 
Charter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ENAME 
Charter). It is seen as a ‘dynamic ongoing framework within which to communicate 
the significances of the World Heritage Site’, and information will be available in 
Japanese, English, Chinese and Korean. Two websites have been created, as well as 
a 24-page summary of the nomination dossier, available in English and Japanese, 
and an app developed in four languages. These include information on sites not 
open to visitors;

<세계유산센터, ICOMOS와 ICCROM의 해석전략 관련 일본 보고서에 대한 분석> 
- 출처:  Item 7B of the Provisional Agenda: State of conservation of propertie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WHC/18/42.COM/7B.Add.2, pp. 4-5 < 
whc18-42com-7BAdd2-en.pdf >

- 이 분석은 세계유산센터가 작성하여 같은 문서에 첨부한 결의초안(draft decision 42 COM 
7B.10)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위원국으로부터 별도의 수정제안이 없는 한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세계유산위원국 

- 해당 부분 원문 (빨간 색 표시)
Analysis and Conclusions of the World Heritage Centre, ICOMOS and ICCROM 
The detailed conservation work programme for Hashima Island was requested at the time 
of inscription due to the poor state of conservation of this site, which required urgent, 
large-scale conservation activities and a prioritized work programme. The State Party has 
developed a 30-year programme – a timescale commensurate with the scope of the work 
involved – to stabilize the island’s retaining walls, conserve decaying remains, and 
preserve the battleship form of the island’s silhouette. It is noted that the programme will 
encompass both attributes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and elements of national 
and local value, but since some buildings made of wood, steel, and reinforced concrete 
have collapsed or irreversibly decayed since 1974,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ascertain 
what can be conserved. Further archaeological studies are also needed, along with more 

http://whc.unesco.org/en/soc/3704


research on historical documents, structural materials and visitor movements. An Action 
Plan should be developed by Nagasaki City, covering project deadlines, implementation 
techniques for phased work, and setting annual goals. It is recommended that the 
Committee commend the State Party for the details provided so far, and request further 
details on this major conservation project as it develops. 
It is noted that visitor numbers for each component site have been monitored since 2016, 
and a visitor management strategy, including carrying capacities, will be formulated in 
2019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It is recommended that this strategy be submitted to 
the World Heritage Centre once it is completed. 
An ‘interpretive strategy for the presentation of the property’ was requested by the 
Committee to allow for an understanding of the ‘full history’ of each component site (see 
Decision 39 COM 8B.14). Although interpretation has improved since inscription, following 
an ‘audit by international experts’, more work is planned according to the State Party. In 
a statement made at the time of inscription, the State Party indicated that “Japan is 
prepared to take measures that allow an understanding that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 in the 1940s at some of the sites, and that, during World War II, the 
Government of Japan also implemented its policy of requisition. Japan is prepared to 
incorporate appropriate measures into the interpretive strategy to remember the victim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centre”. 
It is noted that, at all sites, interpretation will reflect the period of greatest contribution to 
OUV, i.e. 1850s-1910, while at some sites the full history will include pre-1850s 
information and at others it will go beyond 1910. It appears that more details will be 
provided at the new Centre. The Committee might wish encourage the State Party to 
ensure that this phase of the property’s history is acknowledged not only in the new 
Centre but also at components sites and in digital interpretation. 

<해당 부분 주요 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