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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유산
개인이나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관심을 갖고 지켜야 할 경관과 문화재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새롭게 추가됐다. 올해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26곳이 유산으로 등재됐다. 이 가운데 흥미로운 문화유산을 일부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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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OCCO

GERMANY

라바트
스페인과 마주하고 있는 모로코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는 카사블
랑카이지만, 가장 역사적인 도시는 수도 라바트(Rabat)이다.

북아프리카의 많은 도시들처럼 라바트도 처음에는 로마제국에 의해 건설됐
다. 그러나 오늘날의 모습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이슬람교를 믿었던
베르베르인이 성곽을 쌓은 11세기 전후이다. 이때 모로코 알모하드 왕조의
술탄은 스페인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 성채에 둘러싸인 드넓은 왕궁을

(AFP=연합뉴스)

이다.
화로운 도시
조용하고 평
는
트
바
라
대서양과 면한

꿈꿨다. 그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높이 44m의 하산 탑(Hassan
Tower)은 당시의 흔적으로 남아 있다.
한 차례의 전성기가 끝난 뒤 라바트는 잊힌 도시가 된다. 160㎞ 정도 떨어진 페스(Fez)에 모로
코의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16세기에 라바트는 100여 가구만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촌락으로 쇠
퇴한다. 하지만 스페인에서 추방된 사람들이 건너오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고 예전의 명성을 회
복한다. 그리고 이슬람과 서방의 물자가 유통되는 항구로 거듭난다.
라바트는 구시가와 신시가가 모두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2천 년의 세월이 한 공간에 공존하
는 셈이다. 신시가는 대부분 프랑스 식민 시절인 20세기 초반에 조성됐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야심 찬 도시 건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왕궁과 행정 구역, 주거 지역, 상업 지역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건물의 스타일이 유럽과 다소 흡사하다.
(EPA=연합뉴스)

바이로이트 오페라 하우스
독일 바이에른주의 바이로이트(Bayreuth)는 음악 축제의 도시이다. 바로크
양식의 오페라 하우스는 바이로이트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로이터=연합뉴
스)

프로이센 국왕인 프리드리히 2세의 누이는 바이로이트의 예술 부흥에 관심이 많았다.
그의 재위 기간인 18세기 중반에 바이로이트는 황금시대를 맞았다. 오페라 하우스는
이 시기의 상징물이다. 이탈리아의 저명한 극장 건축가가 설계한 오페라 하우스는
1750년 완공된 이후 객석의 자재를 거의 교체하지 않았다. 내부는 매우 화려하게 꾸
며져 있으며, 천장은 그림으로 장식돼 있다. 이러한 오페라 하우스는 훗날 공공 극장
설립의 단초가 됐다고 전해진다.
실제로 바이로이트 오페라 하우스는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10년 가까이 바이로이트에 거주했던 바그너는 1876년 도시 북쪽에 축제극장
(Festspielhaus)을 따로 건설했다. 매년 여름이면 축제극장에서 바그너의 작품만을
(AFP=연합뉴스)

바이로이트는 바그너와 인연이 있는 도시이다.
114 201208

연주하는 음악제가 열리는데, 올해는 7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개최된다.
201208 115
(로이터=연합뉴스)

합뉴스)
(로이터=연

리우데자네이루 항구 경관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여름 올림픽이 개최되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는 세계
3대 미항(美港)으로 꼽힌다. 자연과 인공의 아름다움이 잘 어우러진 매혹적인 항구도시이다.
(로이터=연합뉴스)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산과 부드럽게 호를 그리는 해변이 인상적인 리우데자네이루는 브라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리우데자네이루의 또 다른 특색은 기후가 온화해서 야외에서 문

이다. ‘경이로운 도시(Marvelous City)’라는 별칭이 있는 리우데자네이루가 세계유산에 새롭게 포함된 이유는 경관이

화 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진다는 점이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가 본격적으로 유입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자연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도시가

해변이 광장의 역할을 대신한다. 신년을 맞이하면 불꽃놀이가 벌

형성됐다. 코파카바나(Copacabana) 해변을 따라서는 고층빌딩이 즐비하고, 항구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코르코바

어지고, 경사가 생기면 모래사장에 환호성이 울려 퍼진다. 특히

도(Corcovado) 산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선정됐던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상이 서 있다. 이파네마(Ipanema) 해변

명성이 자자한 리우 카니발이 열리는 시기에는 도시 전체가 떠들

과 티후카(Tijuca) 국립공원도 리우데자네이루의 매력을 더하는 곳이다.

썩한 축제 장소로 변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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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연합뉴스)

리우데자네이루가 2016년 여름 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됐을 때 코파카바나 해변은
뜨거운 함성으로 요동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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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ZIL

약 5㎞ 길이의 백사장이 있
는 코파카바나 해변에는 산책
로와 고급 호텔, 아파트가 늘어
서 있다. 연중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붐빈다.

그랑바상 역사 마을

예루살렘에서 약 10㎞ 떨어진 베들레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
났다고 전해지는 장소가 있다. 이곳이 팔레스타인의 첫 번째 유네
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아프리카 서부에 위치한 코트디부아르의 첫 번째 수도는 그랑
바상(Grand-Bassam)이었다. 이곳에는 아프리카와 유럽의
문화가 혼재돼 있다.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지는 마리아가 구유에서 예수를 낳았다는 동굴과 교회
로 구성돼 있다. 동굴은 2세기 이후에 예수 탄생지로 확정됐으며, 교회는
339년에 건립됐다. 그러나 현재의 교회는 6세기 초반에 화재 피해를 입어 비
잔틴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재건한 것이다. 과거에는 비잔틴 미술의
특징인 황금빛 모자이크가 교회의 벽면을 빼곡하게 장식했으나, 현재는 색이
많이 바래졌다. 예수 탄생지는 모든 기독교인의 성지인 만큼 가톨릭과 그리스
(EPA=연합뉴스)

정교회, 프란체스코 수도회,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함께 관리한다. 그래서 가
톨릭의 성탄절인 12월 25일과 정교회의 성탄절인 1월 7일에 각각 축하 행사

교회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교회는 가장 유구한

중 하나이다.

가 열린다. 한편 예수 탄생지는 ‘위험에 처한 유산’ 목록에도 함께 이름을 올렸
다. 누수 현상이 심해 유적이 훼손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AFP=연합뉴스)

15세기부터 ‘상아’를 산출하던 코트디부아르는 1893년 프랑스의 식민지가 됐
다. 이때부터 3년 동안 코트디부아르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했던 곳이 그랑바상이
다. 아비장이 성장하면서 쇠락의 길을 걸었지만, 20세기 초반에는 많은 무역선
이 드나드는 번성한 항구였다. 이 시기에 그랑바상에 세워진 건물은 아프리카와

(AFP=연합뉴스
)

유럽의 건축 양식이 고루 반영돼 있다. 오랫동안 개발의 광풍이 닥치지 않아 거리
의 풍경은 수십 년 전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랑바상은 항도로서의 기

‘유령 도시’ 같았던 그랑바상
은 1970년대에 역사 명소로

부활했다.

능은 상실했지만, 이채로운 건축물 덕분에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다. Y

2012 유네스코 세계유산 신규 등재 목록
자연유산

문화유산

•러시아 레닌스키예 스톨브이(Lena Pillars) 자연 공원

•바레인 진주 채취(Pearling)

•이스라엘 카르멜(Carmel)산 선사 유적

•인도 서가츠(Western Ghats) 산맥

•벨기에 왈로니아(Wallonia) 광산 유적

•말레이시아 렝공(Lenggong) 계곡 고고학 유적

•중국 윈난성 청장(澄江)현 화석 유적

•캐나다 그랑프레(Grand-Pre) 경관

•포르투갈 엘바스(Elvas) 요새

•차드 응앵가(Ounianga) 호수

•중국 상두(上都) 유적

•세네갈 바사리(Bassari), 풀라(Fula), 베디크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상하(Sangha)

•프랑스 노르파드칼레(Nord-Pas de Calais)

공원

광산 분지
•인도네시아 발리 문화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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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dik) 문화 경관
•슬로베니아, 스페인 알마덴(Almaden)과
이드리야(Idrija) 수은 광산

복합유산

•이란 이스파한 마스지데자메(Masjed-e Jame) 사원

•스웨덴 할싱란드(Halsingland) 농가

•팔라우 남석호(Southern Lagoon)

•이란 곤바데 카부스(Gonbad-e Qabus)

•터키 차탈후유크(Catalhoyuk) 신석기 유적
201208 119

IVORY COAST

PALESTINE

베들레헴 예수 탄생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