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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世界遺產概況
중국의 세계문화유산 개괄

중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
고, 진귀한 보물, 걸출한 인물의 출생지로 유명한 곳이
며,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명승고적이 셀 수 없이 많다.
다양한 유형의 세계유산이 잘 갖추어진 나라인 중국
은 2016년 말까지 총 50곳이 유네스코의 <세계유
산목록>에 등재되었으며, 그 중 문화유산은 35곳,
자연유산은 11곳, 문화와 자연 복합유산은 4곳으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기나긴 기간동안 큰 대지에 신기하고 수려한 자연
풍광이 보존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천년 역사의 변
천 과정 중 중화민족은 인류 문명사상에 지속적으
로 기적을 만들어 나갔으며, 무수한 유산을 남겼다.
기이한 산봉우리를 지닌 장가계, 붉은색이 찬란하
여 노을을 닮은 단하지형, 산하를 삼킬듯한 기개
의 만리장성, 눈부시게 화려한 명청고궁, 웅장한
아름다움을 지닌 진시황릉과 병마용, 소박하고 옛
스러움이 잘 어우러지는 여강고성, 신성한 분위기
의 포달랍궁, 그리고 곡부공자묘, 용문석굴, 대족
석각, 도강언 등 모두 특색 있고 아름다워 중화 문
명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세계유산은 인류와 국가의 역사, 문화, 민족을 아
우르며, 이 모든 것들은 전 인류의 공동 자산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께서 중국의 세계문화유산
속으로 들어와 중국의 특색있는 풍광과 잘 보존된
오랜 문명을 느끼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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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장성 長城
The Great Wall
만리장성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
대한 건축물 중 하나로, 중국인
들의 혼이 담긴 상징물로 여겨
져 왔다. 1987년 세계문화유산
에 등재되었다. 만리장성의 최초
성벽 건설은 춘추전국시대(기원
전 770~221년)에 시작되었다.
중국이 진나라(기원전 221~207
년)로 통일된 이후, 이전에 건설
된 성벽들도 진나라의 방어 시스
템과 하나로 통합되었으며 이 성
벽은 명나라(1368년~1644년),
청나라(1644년~1911년) 시대
에 또다시 재건되었다. 만리장
성은 요녕성랴오닝성·遼甯省 압록강부
터 가욕관시지아위관시·嘉峪關市 성루까
지 총 6,300km 길이로 이어진다.
전체 성벽을 따라 총 100개의 길
과 1만 개에 달하는 탑이 있는데,
팔당령·산해관·가욕관 성벽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팔당
령 장성은 세계 9대 요새 중 하나
로 알려져 있으며 가욕관 성루는
‘천국 아래 가장 위대한 길’이라
는 칭송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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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자금성 & 심양 고궁 明清故宮：北京故宮, 沈陽故宮
Imperial Palaces of the Ming & Qing Dynasties in Beijing and Shenyang
북경베이징·北京과 심양선양·沈陽에 위치
한 명·청 시대의 황궁은 중국에
서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단 2개의 황궁이다. 1987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북경 황궁
은 ‘자금성’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자주색의 금
지된 성’이라는 뜻으로 5세기 넘
는 시간 동안 일반 백성의 출입
이 금지되었던 곳이다. 자금성의
건설은 명나라 시대 영락제 4년
에 시작되었고, 넓이는 78만m²
이며 방의 개수만 9,000여 개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완
성도 높은 고대 목조 건축단지
이다. 붉은 벽과 노란색 타일, 금
빛 출입문과 붉은색 기둥, 대리
석 난간으로 장식된 자금성은 약
100만 개의 귀중한 문화 유물과
예술 작품들을 간직하고 있다.
요녕성랴오닝성·遼甯省 심양시선양시·沈陽
市
에 위치한 심양 고궁은 2004
년 북경 자금성과 함께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되었다. 심양 고궁은
만주군이 만리장성 안에 들어오
기 이전인 1625년 건설을 시작
했다. 궁 안에는 114개의 건축물
이 있으며, 그중 대정전大政殿, 십
왕정十王亭, 문소각文溯閣이 가장 인
상적인 건축물로 꼽힌다. 심양
고궁은 한족, 몽골족, 만주족의
건축 기법과 예술적 특징을 함께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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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원인 유적지 周口店北京人遺址
Peking Man Site at Zhoukoudian
북경베이징·北京의 남서쪽 지방인 방
산구팡산구·房山區 주구점저우커우뎬·周口店
용골산룽구산·龍骨山에 위치한 북경원
인 유적지에는 총 8개의 고대 인
류·포유류 화석 유적지가 자리한
다. 온전한 형태의 북경원인의 화
석이 발견된 1920년대 이후 세상
에 알려졌다. 이곳에서 1929년 발
견된 북경원인 머리뼈는 고인류
학의 중요한 시금석이 되었다. 현
재까지 6개의 머리뼈, 15개의 아
래턱뼈, 157개의 치아와 수많은
뼈 조각들이 발굴되었는데 이를
토대로 이곳에 약 40명의 북경원
인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석기 도구와
동물의 뼈 조각, 화로 등도 출토
되었다. 북경원인 유적지는 1987
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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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황릉과 병마용 秦始皇陵及兵馬俑
Mausoleum of the Emperor Qin Shihuang and Terra-cotta Warriors and Horses
섬서성산시성·陝西省 서안시시안시·西安市
의 임동구린퉁구·臨潼區에서 5km 떨
어진 여산리산·骊山 기슭에 자리한
진시황릉은 중국을 최초로 통일
한 황제인 진시황의 무덤이다.
이 무덤은 약 8㎢ 면적에 도심과
시외, 시외 주변부까지 이어진
거대한 지하 궁전의 형태로 만들
어졌다. 두 개의 직사각형 모양
의 무덤 봉분은 평평하며, 높이
는 55m에 달하고, 중국 역사상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황릉이다.
1974년부터 무덤에서 동쪽으로
약 1.5km 거리에 있는 3개의 병
마용 구덩이가 발굴되기 시작
했다. 3개의 병마용 구덩이에는
8,000개가 넘는 병사와 말 모형,
100여 개 마차, 수십만 개의 무
기 등이 묻혀 있다. 1980년에 두
개의 거대한 청동 마차와 말 모
형이 진시황릉 서쪽에서 발굴되
었으며, 이것은 ‘세계 8대 불가
사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진
시황릉과 병마용은 1987년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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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황막고굴

敦煌莫高窟

Mogao Grottoes in Dunhuang
막고굴은 감숙성 간쑤성·甘肅省 돈황
시 둔황시·敦煌市 로부터 남동쪽으로
25km 떨어진 명사산 밍샤산·鳴沙山
의 동쪽 기슭 절벽에 위치해 있
으며, 1,000개 불상의 동굴(천
불동千佛洞)로 유명하다. 1,600m
높이에 5층으로 이루어졌으
며, 366년에 시작해 원 왕조
(1271~1368년)까지 약 1,000
년에 걸쳐 만들어졌다. 492개의
굴과 45,000㎡의 벽화, 2,400점
이상의 채색 점토 조각 등이 모
여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풍
부한 불교 예술의 산실이 되었
다. 중국 역사와 매우 밀접한 관
련이 있는 막고굴은 동서양 문
물 교류 역사뿐 아니라 불교의
아시아 전파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특히 동굴 내 입상과 벽화
들은 불교 미술의 역사를 고스
란히 보여준다. 1987년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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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덕 피서산장과 주변사원 承德避暑山莊及周圍寺廟
Chengde Mt. Resort and Its Outlying Temples
하북성허베이성·河北省 승덕청더·承德 중북
부에 위치한 피서산장은 청나라
시대 황제들이 행정 업무를 보면
서 여름휴가를 보냈던 별궁이다.
1703년부터 1792년까지 약 90
년에 걸쳐 건설되었으며 ‘열하
행궁’이라고도 불린다. 이 피서
산장은 간결하면서도 정교하고
소박한 매력, 남북으로 펼쳐지는
그림 같은 자연 경관을 자랑한
다.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정
원 형태 궁궐이다.
원래는 피서산장 주변으로 11개
의 사원이 있었고, 그중 8개는 청
나라 국경종교행정 부서에서 관
리하였으며 고북구 구베이커우·古北口
지역 바깥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따라서 ‘8개의 주변 사
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 사원들은 한나라 양식이거나
티베트 양식, 또는 한나라와 티
베트 양식이 혼합된 형태를 띤
다. 그 웅장한 규모와 완벽한 예
술성, 훼손 없이 잘 보존된 사원
내 약 1만 개의 불상과 다양한 악
기들로 인해 이곳은 티베트 불교
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 중 하나
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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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부 공자 유적(공묘, 공부, 공림) 曲阜孔庙,孔府,孔林
Temple and Cemetery of Confucius and the Kong Family Masion in Qufu
산동성산둥성·山東省 곡부시취푸시·曲阜市
에 있는 공자(기원전 551~479
년)의 무덤과 사원, 공자 일가의
집터 등 거의 1,000개에 달하는
건축물이 거대한 단지를 형성하
고 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
안 중국인들이 공자를 숭배하고
유교를 지지해 온 장소인 만큼,
이곳은 심오한 역사, 풍부한 문
화 유적 및 과학적·예술적 가치
가 높기로 유명하다. 곡부 공자
유적은 1994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곡부 공자 유적은 크게 공자의
사당인 ‘공묘孔廟’, 후손들의 저
택인 ‘공부孔府’, 공자의 묘지가
있는 ‘공림 孔林’으로 구분된다.
먼저 ‘공묘’에는 100여 개 건물
이 있는데, 그중 ‘대성전大成殿’의
중앙에는 공자상이 모셔져 있다.
‘공부’는 공자의 후손들이 거주
했던 곳으로 ‘연성공 저택’이라
고도 불린다. ‘연성공’은 공자의
직계 가족에게 주어지는 세습 작
위다. 공부 유적은 중국에서 자
금성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의
저택으로, 6만 개 이상의 명·청
시대 글과 기록이 이곳에 보존되
어 있다. ‘공림’은 ‘지성림至聖林’
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공자와
그 후손들의 장례를 지내는 장소
였다. 2,500년 동안 이용되었으
며 10만 개가 넘는 무덤이 자리
한 곳이다. 또한 공림은 세계에
서 가장 긴 역사를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가족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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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산 고대건축물 단지 武當山古建築群
Ancient Building Complex in the Wudang Mountain
호북성후베이성·湖北省 무당산우당산·武當山
기슭에 자리한 이 고대건축물 단
지는 중국에서 가장 큰 도교 건
축물이다. 중국 원·명·청 시대
(1206~1911년)의 건축과 예술
의 업적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
다. 1994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무당산 고대건축물 단지에서는
질서정연하게 배열된 중심 건물
과 주변 건물들을 볼 수 있다. 이
건축의 설계자는 주변 환경, 위
치, 산의 형태와 수맥을 고려해
건축물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데 매우 공을 들였다. 이곳에는
현재 영은궁迎恩宮, 남암궁南巖宮, 옥
허궁玉虛宮, 우진궁遇真宮을 비롯해
수많은 도교 사당과 사원 등 200
여 개 건축물이 5만㎡ 면적에 보
존되어 있다. 중국 도교 건축물
중 이러한 곳은 무당산 고건축물
단지밖에 없으며,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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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달랍궁, 대소사, 라포림잡

布達拉宮, 大昭寺, 羅布林卡

Potala Palace, Jokhang Monastery and Norbu Lingka
서장자치구 시짱자치구·西藏自治區 (티
베트) 납살라싸·拉薩의 남서부, 홍
산훙산·紅山에 위치해 있는 포달랍
궁포탈라궁· 布達拉宮, 대소사다자오사·大昭寺
(‘조캉사원’이라고도 불림), 라
포림 잡뤄부린카·羅布林卡 (‘노블링카’
라고도 불림)은 가장 크고 완전
한 형태의 고대 티베트 궁전 건
축 양식을 보여주는 건축군이
다. 포달랍궁은 1994년, 대소사
는 2000년, 라포림잡은 2001년
에 각각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
었다.
포달랍궁은 달라이 라마의 겨울
궁전이다. 백궁白宮과 홍궁紅宮으
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앙에 자
리한 홍궁은 주로 종교 의식을
올리는 장소였다. 포달랍궁의
양쪽에 자리한 백궁은 달라이
라마가 거주하고 정치적인 업무
를 보던 장소다. 대소사는 납살
시내의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데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한나
라·티베트 양식 건물 중 현존하
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다. 달
라이 라마의 여름 궁전인 대소
사는 포달랍궁에서 약 2km 서
쪽의 납살강변에 위치했다. 궁
전 스타일의 건물과 정원이 있
는 이곳에서 달라이 라마는 각
종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종교
의식을 진행했다. 라포림잡은
티베트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정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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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산 국립공원
Lushan National Park
려산루산·廬山은 그림 같은 풍광과
더불어 종교·교육·문화의 번성
지로 알려져 고대부터 관광지
로 각광받아 왔다. 강서성장시성·江
西省
구강시주장시·九江市 남부에 있는
려산은 웅장하고 독특한 경치를
자랑하며, 1996년 세계문화유
산에 등재되었다.
폭포, 암반, 식물, 서양식 별장
등 다양한 풍경들을 선사하는
려산은 한때 중국 남부에서 불
교의 성지로 통했다. 불교, 도교,
이슬람, 기독교와 천주교 사원
혹은 교회들이 여전히 남아 있
는데, 5가지의 다른 종교가 한
지역에 나란히 공존한다는 점에
서 희귀하다.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
은 송대에 이르기까지 약 700년
간의 역사를 보여주는 건물로,
중국 4대 서원인 악록서원, 숭
양서원, 백록동서원, 수양서원
중 최고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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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강 고대 마을 麗江古城
Old Town of Lijiang
운남성윈난성·雲南省 여강시리장시·麗江市
에 위치한 여강 고대 마을은 13
세기 말에 처음 건설되기 시작
했다. 중국 4대 역사문화 마을
중 유일하게 성벽이 없는 마을
이지만, 민족적인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는 곳이다. 1997년 세
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이 고대 마을은 운귀고원雲貴高原
위 2,400m 높이에 3.8㎢ 규모
로 형성되었다. 3개의 강이 마
을을 관통해 흐르고 있으며, 대
부분의 집은 강변에 자리해 산,
강, 주택가의 그림 같은 전망을
갖고 있다. 고대 마을 내 주택들
은 적어도 100년 이상 되었으며
흙과 나무를 이용해 손으로 건
축한 것이다. 한족, 백족, 티베트
민족 등 다양한 민족의 건축 양
식이 결합된 형태다. 구조적인
장식, 강당의 기둥에 걸린 2행시
들, 비석과 이름이 새겨진 판석
등에는 나시족의 미학적 관심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여강 고대
마을은 동바 문화, 나시족 고대
음악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발전
시켜 왔고, 그 때문에 ‘살아 있
는 음악 박물관’이라고도 불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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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요 고대 도시 平遥古城
Ancient City of Pingyao
산서성산시성·山西省 평요현핑야오현·平遥縣
은 2,7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유명한 문화 도시이자 중국에서
가장 잘 보존된 4대 고대 도시 중
하나다. 1997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현재 도시의 성벽과
거리, 주택, 점포, 고대 사원들은
대부분 손상이 거의 없이 잘 보
존되어 있으며, 곳곳에 역사적인
유적들이 산재해 있다. 평요에
는 중국에서 가장 잘 보존된 고
대 성벽, 진국사鎮國寺(전통 석조
건축물) 내 만불전萬佛殿, 쌍림사雙
林寺
(고대 채색 조각상들이 보존
된 예술 창고), 일승창표호日升昌
票號
(중국 최초의 은행), 1,000여
개의 비문과 다양한 시대의 도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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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전통 정원 蘇州古典園林
Classical Gardens of Suzhou
소 주 시 쑤저우시·蘇州市의 전 통 정
원들은 춘추전국시대(기원전
770~476년)에 처음 조성되기 시
작해 오대십국시대(907~960년)
에 모양을 잡았고, 청나라 때 절정
에 달해 총 2,000년이 넘는 역사
를 갖고 있다. 세계 조경술 역사에
서 예술적인 가치와 고유한 역사
적 입지를 높이 평가받아 1997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소주 전통 정원들은 주로 사유 정
원으로, 깊은 전통적·문화적 의미
를 내포하고 있으며 완벽한 전형
적 중국 남부 전통 정원 예술로 알
려져 있다. 여러 전통 정원 중에서
도 졸정원拙政園, 망사원網師園, 유원
留園
이 유명하다. 특히 졸정원은 소
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통 정원
으로 중국 4대 정원 중 하나다. 유
원 역시 중국 4대 정원에 속해 있
다. 2000년에는 예포藝圃, 우원耦園,
창랑정滄浪亭, 사자림獅子林, 퇴사원
退思園
까지 확장되어 세계문화유산
에 등록되었다.

중국세계유산

01. 문화유산 |

36 · 37

북경 이화원 北京頤和園
Summer Palace in Beijing
북경베이징·北京의 서쪽 언덕 기슭에
자리한 이화원이허위안·頤和園은 청나
라 건륭제 때(1736~1795년) 지
어졌다. 중국에서 가장 잘 보존된
고전 황실 정원으로, 1998년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이화원의 총 면적은 290㏊에 달
하는데 그중 4분의 3은 호수가 차
지한다. 정원의 대부분은 만수산
萬壽山
, 곤명호昆明湖와 3,000여 개 건
물로 이뤄져 있다. 이화원은 정
치·행정 활동 구역, 거주 구역, 여
가·유람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인공적 풍경과 숨 막히게 아름다
운 정원을 기술적으로 조합해 자
연스러운 경관을 이루도록 구성
하였다. 불향각佛香閣, 장랑長廊, 석방
石舫
, 소주가蘇州街, 17공작교, 덕화
德和園
원
등이 이화원의 유명한 관
광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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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천단 北京天壇
Temple of heaven in Beijing
북경 베이징·北京 의 남동쪽에 위치
한 천단天壇은 명나라 영락제 재
위 18년인 1420년에 처음 건설
되었다. 명·청 시대 황제가 신에
게 제사를 올렸던 장소로, 면적
은 2.73㎢에 달한다. 중국에서
는 물론 세계에서도 가장 규모
가 크고 많은 유적이 남아 있는
사원 단지다. 천단은 1998년 세
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천단은 내벽과 외벽, 총 2개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바깥쪽
제단과 안쪽 제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한자
‘回 돌아올 회’ 자 모양이다. 두 개
의 남쪽 모서리는 직각이고, 북
쪽 모서리들은 원형이다. 이러
한 형태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고 믿었던 고대 중국인
들의 신념을 상징한다.
천단의 중심 건물인 기년전祈年殿
은 청색 기와와 붉은색 기둥을
갖고 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360m 길이의 단계교丹階橋는 천
단의 중심축에 해당하는 길로,
남쪽의 원구단圜丘坛, 북쪽의 기곡
단祈谷壇을 서로 연결한다. 원구단
은 황제가 하늘에 기우제를 올
렸던 곳이고, 기곡단은 풍년을
기도했던 장소다. 원구단은 중
국 고대 석조건축물의 걸작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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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족암각화 大足石刻
Dazu Rock Carvings
대족다주·大足 암각화는 9세기부터
13세기까지 중경시충칭시·重慶市 대
족 지방에 만들어진 수많은 암각
들을 통칭한다. 5만여 개 석상과
10만여 개 중국 문자가 약 100곳
에 흩어져 조각되어 있다. 대족
암각화는 그 방대한 규모, 조각
의 정교함, 주제의 다양성, 풍부
한 내용 덕에 1999년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되었다.
유교와 도교, 유교 사상을 조화
롭게 표현한 암각들을 볼 수 있
고, 인생의 수많은 희로애락을
나타내는 조각들부터 당시 일상
생활상을 보여주는 조각들까지
다양하다. 전체 암각화 중에서
도 북산北山과 보정산寶頂山의 암각
이 가장 유명하다. 특히 절벽에
4,600개 이상의 석상이 새겨져
있는 북산은 ‘당나라 후기부터
송나라 시대의 암각화 예술 박물
관’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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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청 시대 황릉 明清皇家陵寢
Imperial Tombs of the Ming and Qing Dynasties
명·청 시대 황릉은 명 왕조의 명
효릉明孝陵, 명현릉明顯陵, 명십삼릉
明十三陵
그리고 요녕성랴오닝성·遼甯省
선양시심양시·沈陽市에 있는 청 왕조
의 황릉 3개(영릉永陵, 복릉福陵, 소
릉昭陵)와 청서릉清西陵, 청동릉清東
陵
을 일컫는다. 2000년, 2003년,
2004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되었다. 명·청 시대 황릉들은 중
국 봉건사회 역사상 가장 화려한
시대에 만들어진 황릉들이다. 하
북성허베이성·河北省 종상시중샹시·鐘祥市에
위치한 ‘명현릉’은 명나라 가정
제嘉靖帝(1507~1566년) 부모
의 무덤이다. 그 무덤의 주인이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별한 황릉이다. 명현릉
은 원래 왕자의 무덤이었던 것을
가정제가 그 당시 일반적인 황릉
의 기준에 따라 다시 만든 것이
다. ‘명효릉’은 명나라를 개국한
황제인 주원장朱元璋의 무덤이다.
고평시가오핑시·高平市에 있는 ‘명십
삼릉’은 북경베이징·北京이 명나라의
수도가 된 이후 만들어진 황제
13명의 무덤을 일컫는다. 그중에
서 가장 큰 황릉은 ‘장릉’이다.
청나라 시대에도 명나라 시대의
황릉 형태를 따랐지만 희생제 의
식의 완성도와 타당성이 더 높
아졌다. 준화시쭌화시·遵化市에 위치
한 ‘청동릉’에는 15개의 무덤
이 있으며 신도神道의 길이만 1만
4,500m에 달한다. 청동릉은 중
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완성도
높은 황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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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휘 고대 마을(서체촌, 홍촌) 皖南古村落：西遞, 宏村
Ancient Villages in Southern Anhui (Xidi and Hongcun
안휘성안후이성·安徽省 이현이현·黟縣에 위
치한 서체촌시디춘·西遞村과 홍촌훙춘·宏
村
은 전형적인 안휘 건축 양식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생생한 농
촌 풍경과 고전적이고 꾸밈없는
주택들은 깊은 역사·문화적 의미
를 갖고 있다. 안휘 고대마을은
2000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되었다.
북송 황우 皇祐(1049~1054년)
ㅁ제위 시대에 처음 건설된 서체
촌은 본래 ‘호胡’씨 일가가 모여
살던 마을이었다. 현재는 124개
의 오래된 주택들과 3개의 조상
을 모시는 사원 등이 남아 있으
며, 명·청 시대 가옥 박물관이라
는 칭송을 받고 있다.
이현 북동쪽에 자리한 홍촌은
‘왕汪’씨 가문이 모여 살았던 마
을이다. 지금은 명·청 시대 고대
건물 137채가 보존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승지당承誌堂은 이 마을
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건물로
‘민간 황궁’이라고 불릴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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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성산 - 도강언 수리 시설 青城山和都江堰
Qingcheng Mountain & Dujianyan Irrigation System
사천성쓰촨성·四川省 도강언시두장옌시·都
江堰市
에 위치한 청성산칭청산·青城山도강언 수리 시설은 2000년 세
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평온
한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청
성산은 고대부터 ‘천국 아래 가
장 평온한 장소’라는 찬사를 받
아 왔다. 중국 도교의 발상지로,
도교 신자들에게 ‘도교의 5대
명산’으로 여겨졌다. 현재 청성
산 전역에는 수십 개의 도교 사
원이 흩어져 자리해 있어 ‘살아
있는 도교 박물관’이라 불린다.
기원전 256년에 축조된 도강언
수리 시설은 물이 풍부한 민강岷
江
의 중부부터 청성산의 북동부
에 걸쳐 있다. 고대의 대규모 물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
으며, 오늘날까지 이용되고 있
다. 전체 시설은 크게 어취 魚嘴,
비사언飛沙堰, 보병구寶瓶口 등 3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강
언 수리 시설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지역의 홍수와 가
뭄을 예방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천성 서부를 풍요의 땅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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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석굴

龍門石窟

Longmen Grottoes
하남성허난성·河南省 낙양시뤄양시·洛陽市
에 위치한 용문석굴은 북위시대
효문제孝文帝(471~499년) 통치
때부터 400년 동안 건설되었다.
용문석굴은 돈황 막고굴, 운강석
굴과 함께 중국의 3대 석조예술
의 보물창고로 알려져 있으며,
2000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
정되었다.
용문석굴에는 10만 개 이상의 불
상이 있는데, 그중 가장 큰 것은
높이가 17.14m에 달하고 가장
작은 것의 높이는 2cm다. 또한
2,300개가 넘는 감실龕室(움푹하
게 파 놓은 공간)과 2,680개 이
상의 석비와 비문들도 있다. 그중
에서도 빈양중동賓陽中洞, 봉선사奉
先寺
, 고양동古陽洞이 가장 대표적이
다. 완성하는 데 24년이 걸린 빈
양중동은 석조 예술의 걸작이다.
봉선사에 모셔진 비로자나불상
은 용문석굴에서 가장 큰 불상이
다. 고양동은 용문석굴에서 가장
오래된 석굴인 만큼 가장 풍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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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강석굴 雲岡石窟
Yungang Grottoes
운강석굴 윈강석굴·雲岡石窟은 산서성
산시성·山西省
다동시다퉁시 ·大同市 서
쪽 외곽의 무주산 우저우산·武周山 남
쪽 기슭에 있다. 북위(386~534
년) 시대에 처음 산의 지형과
비슷하게 조각되기 시작했으
며, 이후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
로 건설되었다. 운강석굴은 동
서 길이가 1㎞에 달하며, 53개
의 석굴과 51,000여 개의 석상
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1년 세
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운강석굴은 크게 동부, 중부, 서
부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동부 석굴들은 주로 불탑들로
구성되어 있어 ‘불탑 석굴’이라
고 불린다. 중부 석굴들은 운강
석굴의 핵심으로 뒷방을 포함
해 대부분이 직사각형 모양이
다. 중앙에 대형 불상이 있고 상
부에는 부조 조각들이 새겨져
있다. 승려 담요曇曜의 지휘 아래
만들어진 5개의 석굴은 운강석
굴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크
다. 제20굴의 운강노천대불雲岡露
天大佛
은 운강석굴을 대표하는 걸
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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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고구려 도성, 왕릉 및 묘지 高句麗王城、王陵及貴族墓葬
Capital Cities and Tombs of the Ancient Koguryo Kingdom
고대 고구려 왕국 수도와 묘지
는 서한조西漢朝(기원전 206년~
기원후 25년)부터 수나라와 당
나라(581~907년)에 이르기까
지 중국 동북부 경계를 다스렸
던 고대 고구려가 주로 길림성
지린성·吉林省
길안현 지안현·吉安縣과 요
랴오닝성·遼甯省
녕성
환인현 환런현·桓仁縣
을 중심으로 남긴 역사의 흔적
이다. 12개의 왕족 무덤과 26개
의 귀족 무덤 등을 포함한다. 그
중 오녀산성五女山城은 고구려 왕
국의 첫 번째 수도로 웅장한 크
기와 잘 갖춰진 도시체계로 보
아 당시 고구려의 번영을 짐작
할 수 있다. 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고구려의 수도 역할을 했
던 국내성國內城과 환도산성丸都山城
의 외곽에서는 장군총將軍冢, 광개
토왕릉廣開土大王과 같은 왕의 무덤
을 비롯해 귀족들의 무덤을 많
이 볼 수 있다. 고대 고구려 왕국
수도와 묘지는 2004년 세계문
화유산에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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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역사지구 澳門歷史城區
Historic Centre of Macao
16세기 중반 무렵부터 포르투갈
Portugal의 지배 아래 있었던 마
카오는 중국과 서양문명의 만남
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중국에
서 가장 큰 역사적 도시 공간이
다. 오래된 도시를 가득 채운 유
럽풍의 건축양식은 400년이 넘
는 동서양의 문화교류를 반영
한다. 마카오 올드시티 중심에
위치한 세인트폴 대성당 유적
St. Paul's Ruins, 무어리시 배럭
Moorish Barracks, 만다린 하우
스Mandarin's House, 아마템플
A-Ma Temple 등 많은 관광 명
소들이 광장이나 거리를 중심으
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건물의
대다수는 여전히 원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천주교, 기독교,
불교, 도교 등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특히 세인트폴
대성당 유적은 동양과 서양의 종
교가 융합된 걸작으로 평가 받고
있다. 마카오 역사 지구는 2005
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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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은허 安陽殷墟
Yin Ruins of Anyang
은허 인쉬·殷墟는 메소포타미아 문
명, 이집트 문명과 함께 고대문
명의 보고로 인정받고 있다. 당
시의 문학, 갑골문자 등 고고학
적 가치를 지닌 흔적들이 이를
증명한다. 하남성허난성·河南省 안양
시安陽市의 북서 외곽에 위치한 은
허는 황하의 강둑 위 36㎢의 규
모로 자리하고 있는데 성을 비
롯해 귀족들의 성지, 왕묘가 은
허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1928
년 중국 중화민국 중앙연구원
역사어연구소가 발굴을 시작하
면서부터 100개가 넘는 성터 및
귀족 성지, 12개 황제의 묘를 포
함해 당시 제물로 바쳐졌던 동
물들을 묻은 구덩이도 2,500
개가 넘게 발견되었다. 뿐만 아
니라 수많은 왕족들의 묘, 거북
이 등이나 동물의 뼈에 새겨진
글귀, 청동기, 옥, 식기 등도 발
견되었고, 이는 지금으로부터
3,300년 넘게 거슬러 올라가는
상商 왕조의 생활상을 보여 준다.
은허는 2006년에 세계문화유산
으로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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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평 조루와 촌락
Kaiping Diaolou and Villages

개평 카이핑·開平 마을은 명나라 말,
청나라 초에 처음 지어진 고층
누각 건물들로 이루어진 마을이
다. ‘조루댜오러우·碉樓’라 불리는 이
누각들은 광동성광둥성·廣東省 개평시
카이핑시·開平市
외곽 지역에 넓게 분
포되어 있다. 당시 해외로 나갔
다가 귀향한 화교들이 거주와 방
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
족시키기 위해 지은 건물들이며,
그들의 사회문화 및 전통이 반영
되었다. 2007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수십 마일에 이르는 지역에 흩어
진 누각들은 그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종류별로도 독특한데 이
는 중국와 서양 건축양식이 조
합된 결과다. 마강용 馬降龍 조루
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기능
별로 중루眾樓, 거루居樓, 경루更樓로
분류하기도 한다. 중루는 습격시
공동 대피 공간, 거루는 방어 및
거주를 위한 공간, 경루는 마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건물로
주로 언덕이나 마을 입구에 지어
졌다. 건축자재에 따라 돌, 벽돌,
진흙 누각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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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건 토루 福建土樓
Fujian Tulou
송나라, 원나라 때 복건성푸젠성·福
建省
지역에 처음 지어지기 시작
한 토루투러우·土樓는 흙으로 만들어
진 46채의 집단 주택이다. 복건
성 남쪽과 서쪽의 높은 산에 주
로 지어진 토루는 독특한 건축양
식과 오랜 역사로 유명하다. 홍
갱토루군洪坑土樓群, 초계토루군初溪土樓群,
전라갱토루군田螺坑土樓群, 고북토루군
高北土樓群
, 대지토루군大地土樓群 등이
있으며, 2008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좁은 구간의 평지에 자리한 집들
은 흙, 나무, 자갈 등 지역에서 구
할 수 있는 자연 재료들로 지어
졌고, 공동생활의 터전이 되는
동시에 방어적인 역할까지 수행
했다. 원모양, 사각형, 반원형 등
모양도 다양한데, 그중 원형과
사각형 건물이 가장 보편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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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五臺山
Mount Wutai
산서성산시성·山西省 오대현우타이현·五臺
縣
에 있는 오대산우타이산·五臺山은 아
미산峨眉山, 보타산普陀山, 구화산九
華山
과 함께 4대 불교 영산에 속
하며 그중에서도 단연 으뜸으로
알려져 있다. 2009년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오대산은 5개의 탁자 같은 모
양의 봉우리 때문에 붙여진 이
름으로, 주봉인 북대北臺는 해발
3,058m 높이로 중국 북부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다. 오대산에
는 47개의 사원이 있는데, 현통
사顯通寺, 탑원사塔院寺 등 대부분의
사원들은 대회전臺懷鎮에 위치해
있다. 현통사顯通寺는 오대산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절로 내부에는
관음전, 대불전, 동전 등 일곱 채
의 건물이 늘어서 있는데, 그중
동전은 구리로 주조된 건물이
다. 또한 중국의 보물로 불리는
남선사南禪寺는 중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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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지중의 등봉 역사 기념물 登封 "天地之中" 歷史建築群
Historic Monuments of Dengfeng in ‘The Centre of Heaven and Earth’
하남성허난성·河南省 숭산쑹산·嵩山은 중
국의 5대 명산 중 하나이며, 숭
산쑹산·嵩山에 있는 등봉 역사 기
념물은 8개 지역에 11개의 역사
적 구조물을 가지고 있다. 주공
측경대周公測景臺, 숭악사탑嵩嶽寺塔,
소실궐少室闕, 계모궐啟母闕 숭양서
원嵩陽書院, 소림사少林寺, 중악묘中嶽
廟
, 태실궐太室闕 등의 건물들이 포
함되며, 이들은 고대 문명의 발
상지를 의미하는 ‘천지지중天地之
中
(하늘과 땅의 중심)’으로 불린
다. 기념물들은 오랜 세월을 거
쳐 온 건축요소들의 복합적 결
과물이자 풍부한 문화의 함축물
이며, 전 세계에 고대 중국의 탁
월한 건축 기술과 전통 있는 역
사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
다. 2010년 세계문화유산에 등
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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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주 서호 문화경관 杭州西湖文化景觀
West Lake Cultural Landscape of Hangzhou
항주 항저우·杭州 서호 시후·西湖 문화경
관은 서호와 서호의 3면을 둘러
싼 주변 언덕의 경관을 일컫는
다. 이곳은 9세기부터 유명 시
인들, 철학자들,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여기에는 수많
은 사찰, 불탑, 멋진 건축물, 정
원과 관상수들이 있으며 인공
섬과 둑길도 조성되어 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항주의 서쪽부터
양자강양쯔강·揚子江 남쪽까지의 풍
경을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
서호는 수세기에 걸쳐 중국 다
른 지역뿐 아니라 일본, 한국의
정원 디자인에도 영향을 주었
다. 또한 인간과 자연의 이상적
인 융합을 반영한 풍경을 만들
기 위해 경관을 가꾸는 중국의
문화적 전통을 보여주는 훌륭한
증거다. 항주 서호 문화경관은
2011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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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라 상도유적 元上都遺址
Site of Xanadu
만리장성 북쪽에 위치한 상도제
너두 ·上都 유적은 몽골 쿠빌라이
칸Kublai Khan의 전설적인 수
도로, 당시 몽골 통치의 한인漢人
자문가였던 류빙종劉秉忠에 의해
1256년에 설계되었다. 2012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25,000㏊ 규모에 이르는 이 유
적에서는 몽골 유목민과 한족의
문화를 융합하려 한 독특한 시도
가 돋보인다. 도시 건설을 토대
로 쿠빌라이 칸은 원元나라를 세
워 약 1세기 동안 중국을 지배했
고 그 세력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했다. 이곳에서 일어났던 종
교 분쟁의 결과로 동북아시아에
티베트 불교가 전파되었으며, 지
금도 여전히 여러 지역에서 그
불교 문화의 전통이 내려오고 있
다. 도시는 중국의 전통적인 풍
수지리에 따라 계획되었는데 현
재 남아 있는 사원, 궁전, 묘, 유
목민의 야영지, 수로와 티에판강
Tiefan’gang
운하 등이 그 특징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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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하합니족의 다랑논 문화경관
Cultural Landscape of Honghe Hani Rice Terraces

운남성 윈난성·雲南省 남부에 위치한
중국 홍하합니족훙허하니족·紅河哈尼族
의 다랑논 문화경관은 면적이 1
만6,603㏊에 달한다. 우뚝 솟은
애뢰산아이라오산·哀牢山에서부터 홍하
훙허·紅河
강기슭까지 경사면을 따라
계단식으로 층층이 내려오는 다
랑논은 장관을 이룬다. 홍하합니
족의 다랑논 문화경관은 2013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지난 1,300년에 걸쳐 홍하합니
족은 숲이 우거진 산 정상의 물
을 계단식 논으로 끌어오기 위해
복잡한 수로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다. 아울러 이 지역의 주요 작
물인 붉은 쌀 생산에 도움이 되
는 물소, 소, 오리, 물고기, 장어
등을 이용하는 통합 농업 시스
템을 개발했다. 홍하합니족은 태
양, 달, 산, 강, 숲, 불 등 다양한
자연 현상을 숭배한다. 이들은
정상의 숲과 다랑논 사이에 있
는 82개 마을에서 전통적인 방식
으로 지은 버섯 모양의 초가집에
살고 있다. 독특하고 유서 깊은
사회·종교적 구조를 기반으로
형성된 이 다랑논의 회복력 높은
토지 관리 체계는 시각적으로도
생태적으로도 인간과 환경 사이
의 매우 특별한 조화로움을 상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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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로드: 장안-천산 회랑 도로망 絲綢之路:長安-天山廊道的路網
Silk Roads: the Routes Network of Chang’an-Tianshan Corridor
한나라·당나라 시대의 수도였
던 낙양시뤄양시·洛陽市 장안구창안구·長
安區
로부터 중앙아시아의 제티슈
Zhetysu까지 약 5,000km 길게
뻗은 구간으로 중국, 카자흐스
탄, 키르기스스탄 3개국에 걸쳐
있다. 기원전 2세기~기원후 1세
기에 형태를 갖춰 16세기에 이
르기까지 이용되었으며 여러 문
명을 서로 이어주는 교량 역할
을 했다. 무역, 종교, 과학, 기술,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도로망에 포함된 33개의 요소로
는 성, 칸 왕국의 수도, 마을, 석
굴 사원, 관문, 봉수대, 만리장성
구역, 성곽, 무덤과 종교 건물 등
이 있다. 2014년 세계문화유산
에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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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운하 中國大運河
The Grand Canal
대운하다윈허·大運河는 중국의 북동
부와 중동부 평야를 관통하는
방대한 규모의 수로 체계로, 북
쪽의 북경베이징·北京에서부터 남쪽
의 절강성저장성·浙江省까지 이어진
다. 기원전 5세기부터 각 구간이
지속적으로 건설되었는데, 애초
에는 기원후 7세기경 수 왕조 시
대에 제국의 통신 수단을 통일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이
후로 광범위한 공사가 진행되었
으며, 산업혁명 이전에 진행된
것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자
가장 광범위한 토목공사로 기록
되었다.
대운하는 중국의 내륙의 통신
체계, 곡물과 전략 물자의 운송,
백성의 식량이 될 곡식을 운송
하는 데 꼭 필요한 중요 기간시
설이었다. 13세기에는 2,000km
가 넘는 인공 수로를 완성해 대
운하와 중국의 주요 하천 5개를
연결했다. 대운하는 중국 경제
의 번영과 안정에 크게 기여했
으며 오늘날까지도 주요 교통수
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2014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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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 유적 土司遺址
Tusi Sites
중국 남서부 산악지형에 위치한
토사 투스·土司 유적은 13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중국 중앙정부가
임명한 세습 족장인 ‘토사’가
지배했던 소수 민족들의 영토
에 남아 있는 유물을 일컫는다.
2015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
었다.
기원전 3세기에 시작된 ‘토사’
제도는 각각의 소수 민족들의
왕정체제에서 비롯되었다. 토사
제도는 중국 중앙정부가 국정을
통합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이
자, 동시에 각 소수민족들이 그
들만의 풍습과 생활방식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제
도다. 토사 유적의 노사성라오쓰청·
老司城
, 탕야唐崖 그리고 하일롱툰海
龍屯
요새 유적지는 원·명 시대에
추구한 중화문명화에서 비롯된
‘토사’라는 통치 형태를 보여주
는 훌륭한 증거다.

중국세계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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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강 화산 암벽화

左江花山巖畫

Zuojiang Huashan Rock Art Cultural Landscape
중국 남서부 국경지역의 가파른
절벽에 위치한 좌강쭤강·左江 화산
암벽화는 고대 낙월雒越 사람들의
생활과 관습을 그린 38개의 암
벽화 군을 일컫는다. 기원전 5세
기부터 기원후 2세기 사이에 그
려졌다. 카르스트 지형, 강, 고원
에 둘러싸여 있다. 이곳에는 한
때 중국 남부에서 유행했던 청동
북 문화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의식이 그려진 암벽화가 있는데,
이는 오늘날 유일하게 남아 있는
청동북 문화 암벽화다. 좌강 화
산 암벽화는 2016년 세계문화유
산에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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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릉원 자연경관 및 역사지구
Wulingyuan Scenic and Historic Interest Area
호남성후난성·湖南省 북서쪽에 위치
한 무릉원우링위안·武陵源은 397㎢의
면적에 장가계장자제·张家界 국가삼림
공원, 천자산텐쯔산·天子山 자연보호
구, 상식현쌍즈현·桑植縣 양가계양자제·楊
家界
풍경구, 삭계욕쒀시위·索溪峪 자연
보호구로 이루어져 있다. 기괴한
모양의 봉우리, 고요한 협곡, 아
름다운 개울, 깊숙한 숲과 오래
된 카르스트 동굴이라는 5가지
장관으로 유명하다. 1992년 세
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무릉산에는 3,000개가 넘는 사
암 기둥과 봉우리가 있으며 그
중 242개는 높이가 1,000m가 넘
고 이외 대부분의 사암 기둥도
200m가 넘는다. 무릉산은 카르
스트 동굴이 많이 있기로도 유
명한데 규모나 수, 모양 면에서
세계에서도 희귀한 동굴에 속한
다. 무릉산에는 곳곳에 개울도
많은데, 특히 금편계곡은 가파
른 절벽과 기암 봉우리들을 거쳐
5,700m까지 뻗어 나간다. 맑은
물과 풍성한 초목을 끼고 있는
무릉원은 장가계에서 가장 아름
다운 수로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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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채구 계곡 경관 및 역사 지구
Jiuzhaigou Valley Scenic and Historic Interest Area
구채구주자이거우·九寨溝는 청장고원칭장
가오위엔·青藏高原
의 동남부에 위치하
며, 해발2000미터부터 3106미
터 사이에 이른다. 구채구주자이거
우·九寨溝
계곡은 사천성쓰촨성·四川省 아
패장족강족자치주아바티베트족창족자치
구·阿壩藏族羌族自治州
구채구현주자이거우
현·九寨溝縣
에 있는 계곡으로, ‘구채
구’라는 이름은 9개의 장족藏族
(티베트족) 마을이 있었다는 데
서 유래됐다. 62㎢의 면적에 이
르는 구채구 계곡은 3개의 계곡,
118개의 호수, 5개의 모래톱, 12
개의 폭포와 10개의 샘 등 다양
한 자연 경관을 포함하고 있다.
유일무이한 색채로 가득한 풍광
덕분에 ‘동화 속 세계’로 불리기
도 하는 이곳은 높이 솟은 봉우
리, 다채로운 숲, 짙은 녹음, 다양
한 높낮이의 폭포, 장족문화라는
5가지 특징으로 잘 알려져 있다.
1992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
었다.

중국세계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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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 자연 경관 및 역사 지구
Huanglong Scenic and Historic Interest Area
아파장족강족자치주아바티베트족창족
자치주·阿壩藏族羌族自治州
송반현쑹판현·松潘
황룽·黃龍
縣
에 있는 황용
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훼손되지 않은 습지고
원으로 형형색색의 연못과 설산,
아름다운 협곡과 울창한 숲을 감
상할 수 있는 곳이다. 1992년 세
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700㎢가 넘는 면적을 차지하
는 황용계곡은 민산岷山의 눈 덮
인 주봉우리 끝 쪽에 위치해 있
으며, 3,400개가 넘는 색색의 트
래버틴 연못들이 흩어져 있다. 8
만㎡가 넘는 면적에 펼쳐진 금빛
트래버틴 모래톱이 빽빽한 숲 속
에 고요히 빛나고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형형색색 아
름다운 색감을 자랑하는 황용계
곡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긴 트
래버틴Travertine 계곡이다

중국세계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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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 삼강병류 보호구

雲南三江並流保護區

The Three Parallel Rivers of Yunnan Protected Areas
운남윈난·雲南 삼강병류싼장빙류·三江並流
보호구는 금사강金沙江, 난창강瀾滄
江
, 노강怒江이 서로 만나지는 않지
만 나란히 흐르는 독특한 지리학
적 경관을 자랑한다. 1만7,000㎢
의 면적에 풍부한 자연경관과 다
채로운 민족문화가 살아있으며
5,000m가 넘는 고도의 118개 설
산과 오래된 빙하, 빙하 침식으로
형성된 호수, 붉은색 사암지형 등
을 볼 수 있다. 이 보호구는 16개
의 민족의 거주지이며, 세계적으
로 보기 드문 다민족, 다언어, 다
양한 종교와 풍속이 공존하는 지
역이다. 고려공산高黎貢山, 매리설
산梅裏雪山, 합파설산哈巴雪山, 천호산
千湖山
, 홍산설산紅山雪山, 운령雲嶺, 노
군산老君山, 노와산老窩山, 총 8개의
경관지역으로 구성된 운남 삼강
병류 보호구는 2003년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되었다.

중국세계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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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자이언트 판다 보호구역
Sichuan Giant Panda Sanctuaries
세계 최대의 자이언트 판다 보호
구역으로, 세계 자이언트 판다의
30% 이상이 서식하고 있다. 대
도하다두허·大渡河와 민강민장·岷江 사이
에 위치한 사천성쓰촨성·四川省 자이
언트 판다 보호구역은 총 9,245
㎢의 면적에 달한다. 성도시청두시·
成都市
, 아안시야안시·雅安市, 아패현아바
현·阿壩縣
, 감자현간쯔현·甘孜縣 의 관할
아래 총 12개 지역(시, 현)과 와
룡卧龍, 사고낭산四姑娘山 등 9개의
자연 관광역사지구를 포함한다.
자이언트 판다는 중국에선 보기
드문 ‘살아있는 화석’이자 세계
의 관심을 끌고 있는 멸종위기종
이다. 사천 자이언트 판다 보호구
역은 자이언트 판다뿐 아니라 황
금원숭이, 영양 등 다양한 동물과
1만 종 이상의 식물도 볼 수 있는
곳이므로 ‘살아있는 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2006년 세계문화유
산으로 등재되었다.

중국세계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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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남부 카르스트 지형 中國南方喀斯特
Karst Landform of South China
여러 가지 독특한 생김새의 카
르스트 지형이 있는 중국 남부
의 넓은 지역으로 운남성윈난성·雲
南省
고원지대의 석림, 귀주성구이
저우·貴州省
여파현 리보현·荔波縣 고지대
부터 저지대까지 솟아오른 봉우
리, 중경시충칭시·重慶市 무륭현우룽현·武
隆縣
으로 대표되는 강북구장베이구·江
北區
의 깊은 카르스트 협곡 등을
포함한다. 2007년 세계문화유
산에 등재되었다.
운남에 있는 석림은 꼭 바위산
이 빽빽하게 들어선 숲과 같은
형상이다. 웅장함, 독특함, 우아
함, 평온함, 광활함 등으로 묘사
되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황
홀한 카르스트 지형으로 알려져
있다. 귀주 여파에 있는 카르스
트 지형은 세계에서 가장 큰 카
르스트 원시림으로, 원추형과
탑 형태의 지형들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중경 무륭현에는 부용
동芙蓉洞 등 깊은 협곡 카르스트가
발달해 있다.

중국세계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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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산

三清山風景名勝區

Mount Sanqing National Park
삼청산산칭산·三清山은 강서성장시성·江
西省
상요시상라오시·上饒市, 덕흥시더싱
시·德興市
, 옥산현위산현·玉山縣의 경계
에 걸쳐 있는 산이다. 옥경봉위징
봉·玉京峰
, 옥화봉위화봉·玉華峰, 옥허봉
위쉬봉·玉虛峰
등 세 봉우리의 모습이
마치 ‘삼청三清’이 앉아 있는 것
같다는 말에서 유래해 이름 붙
여졌다. 2008년 세계문화유산
으로 등재되었다.
오랜 세월 동안 진행된 지형 변
화는 봉우리, 바위, 샘, 폭포, 계
곡 등 현재 삼청산의 인상적인
절경을 낳았다. 삼청산에는 남
청원, 만수원, 옥경봉, 삼청관,
서화대 등의 9대 경구가 있고 사
춘여신, 관음상곡, 삼용출해 등
의 10대 절경이 있다. 과거 모든
왕조 도교학자들의 수양장소가
되어 ‘옥외 도교 박물관’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특히 고대 건축
요소가 복합적으로 집약된 삼청
관은 1,600년이 넘는 역사와 함
께 사찰, 복도, 연못, 다리, 탑 등
최소 230개의 고대건물 및 문화
유적지를 포함한다.

중국세계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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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하 中國丹霞
China Danxia
단하단샤·丹霞는 높은 절벽으로 된
적색층 지형을 가리키는 용어
다. 중국 내에는 광동성광둥성·廣東
省
의 단하산 단샤산·丹霞山 , 귀주성 구
이저우성·貴州省
의 적수츠수이·赤水, 복건
푸젠성·福建省
성
의 태녕 타이닝·泰寧 , 호
후난성·湖南省
남성
의 낭산 랑산·崀山, 강
장시성·江西省
서성
의 용호산 룽후산·龍虎
저장성·浙江省
山
, 절강성
의 강랑산 장
랑산·江郎山
등 여섯 개의 단하지형
경승지가 있다. 2010년 8월 세
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광동성의 단하산은 ‘단하’라는
이름처럼 붉은 사암 봉우리와 높
은 절벽들이 돋보이는 산이다.
귀주성의 적수는 가장 아름다운
단하 폭포를 갖고 있으며,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호남성 낭산의
단하는 보기 드문 원시적 자연미
를 뽐낸다. 또 강서성의 용호산
은 단하지형과 도교 관광지를 적
절히 조합해 조화로운 경치를 보
여준다. 중국 단하는 협곡, 계곡,
봉우리 등 다양한 종류의 지형들
로 형성됐는데 이는 단하 지형들
이 각기 다른 생성기간과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세계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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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강 화석 유적
Chengjiang Fossil Site
운남성윈난성·云南省 징강현청지앙현·澄江
縣
의 언덕에 512㏊ 규모를 차지
하는 징강청지앙·澄江 화석들은 초기
캄브리아기 해양 군집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해양생태계의 흔적
으로, 무척추동물과 척추동물 등
다양한 유기체의 연조직과 경조
직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생물
유적이다. 2012년 세계자연유산
에 등재되었다.
이 유적에서는 약 196종, 최소
16개의 문을 포함해 다양한 생물
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
데, 이로써 약 5억3,000만 년 전
당시 지구상에서 급진적인 생물
의 다양화가 진행되었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주요 동
물군이 거의 모두 이 시기에 출
현했으므로 청장 화석 유적은 고
생물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 학문
적으로 의의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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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 천산

新疆天山

Xinjiang Tianshan
총 60만6,833ha의 면적에 이르
는 신강신장·新疆 천산톈산·天山은 신강
유오이자치구신장웨이우얼자치구·新疆維吾
爾自治區
동서 방향으로 뻗어 있다.
퉈무얼托木爾, 카라준喀拉峻, 쿠얼더
닝庫爾德寧, 바인부루커巴音布魯克, 보
거다博格達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각의 산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산 중 하나인 중앙아시아 천산
산맥의 부분들이다. 신강 천산은
독특한 지리적 특징과 더불어 만
년설이 뒤덮인 산봉우리, 깨끗한
숲과 고산초원, 맑은 강과 호수,
붉은 퇴적암층 협곡 등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한다. 인근 사막 경
관과는 극명히 다른 모습인데 더
운 환경과 추운 환경, 건조함과
습함, 황량함과 울창함 등으로
설명되는 이 대조적인 경치는 시
각적으로 다소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2013년 6월 세계자연유산
에 등재되었다.
천산의 지형과 생태계는 플라이
오세Pliocene(약 533만2,000년
~180만6,000년 전까지에 해당
되는 지질시대) 이후로 잘 보존
되었고 놀랍게도 지금도 생물학
적, 생태학적 진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유종 및 유존종(지질 시
대에 번성하기 시작해 지구상에
현재까지도 생존하고 있는 종)
식물의 중요한 서식지이기도 하
며, 그중 일부는 찾아보기 힘들
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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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북 신농가림
Hubei Shennongjia
중국 중동부의 호북성후베이성·湖北省
에 위치한 신농가림선농지아·神農架林
은 두 개의 구역(서쪽의 신농정선
눙딩·神農頂
, 동쪽의 노군산라오쥔산·老君
山
)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농가림
은 중국 중부에 남아 있는 최대
규모의 산림으로, 이곳에 중국
자이언트 도롱뇽, 사천 황금 들
창코 원숭이, 구름무늬 표범, 아
시아흑곰 등 많은 희귀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2016년 세계문
화유산에 등재되었다. 호북 신농
가림은 중국 3대 생물다양성 지
역 중 한 곳으로 보호되고 있다.
이곳은 식물학 연구에 있어 역사
적으로 주목받아 왔으며, 19~20
세기 전 세계의 식물 수집 탐험
가들이 찾아왔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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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태산
48) 황산
49) 아미산과 낙산대불
50) 무이산

태산 泰山
Mount Tai
산동성산둥성·山東省 태안시타이안시·泰安
市
북쪽에 위치한 태산타이산·泰山은
‘지구 최고의 산’으로 알려져 있
으며, 198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태산의 주봉우리인
옥황정은 해발 1,524m의 높이
로, 중화민족의 위대하고 고귀한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고대부터
황제들은 하늘과 땅에 신성한 제
사를 올리는 의식을 이곳에서 치
렀고, 학자들은 산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1,000개 이상의 시와 글
을 남겼다. 불교와 도교 사원들이
산 곳곳에 흩어져 있으며, 산의
정상에 오르면 눈부신 일출과 일
몰, 광활한 황하와 운해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중국세계유산

03. 복합유산 | 108 · 109

황산 黃山
Mount Huangshan
황산黃山은 안휘성안후이성·安徽省 남쪽
에 위치하고 있다. 중화민족의 시
조라 불리는 황제 헌원軒轅이 이
산에서 수양을 해 불멸의 존재가
되었다는 전설에서 유래해 ‘황
산’이라 이름 붙였다. 황산은 일
출, 독특한 소나무, 기암괴석, 운
해, 온천이라는 다섯 가지 절경으
로 잘 알려져 있다. 1990년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황산에는 36개의 큰 봉우리와
36개의 작은 봉우리가 있으며
이중 해발 1,800m가 넘는 연화
봉, 광명정, 천도봉이 최고봉으
로 꼽힌다. 계절마다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황산은 하루
중에도 산의 윗부분과 아랫부분
이 다른 기후를 보인다. 1,450
종 이상의 식물과 470종 이상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고대사
원, 정자, 탑 등 수많은 관광 명
소들이 있는데, 특히 옥병루는
관광객들이 소나무를 감상하기
에 가장 좋은 명소다. 황산의 비
경은 고대부터 학자들이 수많은
문화예술 작품을 낳는 데 큰 영
감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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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산과 낙산대불

峨眉山-樂山大佛

Mount Emei&Leshan Giant Buddha
사천성쓰촨성·四川省 남부의 낙산시러
산시·樂山市
에 있는 아미산어메이산·峨眉山
과 낙산러산·樂山대불은 1996년 세
계문화유산에 포함되었다. 아미
산은 우뚝 솟은 봉우리들과 장엄
한 경치로 중국에서 가장 우아한
산으로 알려져 있다. 주봉우리인
만불정은 해발 3,079.3m 높이이
며, 금정 꼭대기에서는 운해, 일
출, 불광과 승등의 4가지 절경
을 감상할 수 있다. 오대산우타이산·
五臺山
, 보타산푸퉈산·普陀山, 구화산주화
산·九華山
과 함께 중국 4대 불교 성
지 중 하나로 꼽히는 아미산에는
100개에 가까운 다양한 크기의
사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낙산대불은 낙산시 동남쪽에 청
의강 青衣江, 대도하 大渡河, 민강 岷江
등 3개의 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
치하고 있다. 71m 높이의 미륵
상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불상으
로, 산자락을 깎아 만들었다. 낙
산대불은 유려한 선과 대칭적인
비율에 근엄한 모습을 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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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산

武夷山

Mount Wuyi
복건성푸젠성·福建省에 위치한 무이
산우이산·武夷山은 지구 생물다양성
보호구역으로, 중국의 가장 전
형적인 단하지형과 다양한 문화
유적지를 포함하고 있다. 1999
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산과 강을 끼고 있는 무이산은
10만㏊에 달하는 지역에 절묘
하면서도 아름다운 고대 절경
을 자랑한다. 중국에서 가장 크
고 전형적인 아열대우림 지역인
이곳에는 오래되고 희귀한 식물
종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약 12
세기에 걸친 역사 문화유적들이
보존되어 있다. 한때 성리학 문
화가 번성하기도 했는데, 현재
남아있는 관들과 절벽에 새겨진
글귀, 주희朱熹의 성리학과 연관
된 사원과 서원 등은 이곳이 과
거 한漢나라의 거점이었음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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