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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시안은 풍부한 역사적 자원을 보유한 중국에서 대표적 고대도시의 하나이다. 실

크로드 시안단은 시안에 있는 실크로드 세계유산을 뜻하는데, 때로는 세계유산으

로 등재되지 못한 실크로드 유산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현재 시안단에 속한 실크로

드 세계유산은 한나라 장안성 미앙궁(未央宮)유지, 당나라 장안성 대명궁(大明宮)

유지, 대안탑(大雁塔), 소안탑(小雁塔), 흥교사탑(興敎寺塔) 5개이다. 그 이외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지 못한 흥경궁(興慶宮)유지, 서시(西市)유지, 명덕문(明德門)유

지, 연평문(延平門)유지, 함광문(含光門)유지, 천단(天壇)유지 등 실크로드의 유산

이 많다. 

본 글에서는 탑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대안탑, 소안탑과 흥교사탑을 주요 대상으

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 대안탑은 대안탑 관광지구로, 소안탑은 소안탑 관광지

구로, 흥교사탑은 불교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각 유적지의 성격과 특징에 따라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유적지 간의 불균형한 발전 현황, 콘텐

츠 활용에 있어 개별적 차원에 머물러 체계적인 발전 방향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글에서는 우선 시안과 실크로드의 연관성을 고찰하였고, 다음으로 대안탑, 소안탑

과 흥교사탑을 사례로 시안단 유산 문화콘텐츠 활용 상태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

로 문화콘텐츠 활용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크로드 시안단 향후 콘텐츠 개발 방

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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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주지하듯이 실크로드는 한나라 때 장건(張騫)에 의해 개척된 무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동서교역로를 말한다. 시안은 실크로드의 시발점이

고 한나라·당나라의 수도였으므로, 실크로드 유적이 집중된 도시가 된

다. 시안단에 속한 실크로드 세계유산은 총 5개가 있는데, 본 글에서는 

탑이라는 이미지로 이루어진 대안탑, 소안탑과 흥교사탑을 주요 대상으

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시안단 유산에 관한 연구는1) 시안과 실크로드의 연관, ‘곡강모델(曲江

模式)’2)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張燕은 실크로드의 기원에서 시작하

여 발전 과정을 기술하면서 한당(漢唐)시기 장안(長安)과 서역 나라 간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교류를 분석하고, 문화관광, 문화산업과 결합

하여 실크로드 세계유산 개발과 향후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3) 역사적 

고찰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시안단 유산 현재의 활용에 대한 분석이 결

여하여 문화관광, 문화산업 발전 차원에서 제출된 방안은 거시적 노선 

설계에만 그치고 있고 각 유산의 내부적 깊은 연관성을 소홀하였다. 陳

曉豔은 실크로드 경제벨트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시안 문화관광 

자원 현황을 분석하면서 시안단 유산의 잠재력을 밝히고, 관련 문화관광 

코스를 기획하였으며,4) 梁中薈는 문화산업과 문화유산 이론에 입각하

여 대명궁유지, 대안탑, 진시황릉 등을 사례 분석함으로써 시안의 유산 

보호와 문화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5) 이런 연구는 시안단 유산 

1) 실크로드 자체에 대한 연구 검토는 이 자리에서 제시하지 않았으며, 필요시 본 글의 전

개과정에서 언급하였음을 밝혀둔다.

2) 곡강모델(曲江模式)은 ‘문화+도시+여행’의 양식으로 구축된 문화산업단지이고, 전통

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문화산업과 연결하여 콘텐츠를 개발하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중

국 문화산업 국가급 시범 모델로 영향이 크다.

3) 張燕, �古都西安―長安與絲綢之路�, 西安出版社, 2015.

4) 陳曉豔, ｢絲綢之路經濟帶西安段文化旅遊資源開發研究｣, �陝西學前師範學院學報�(34)3, 

陝西學前師範學院, 2018, 128-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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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분포, 특징 등을 살펴보았는데, 관련 제안은 거시적 차원에서 제

출한 것이고, 시안단 유적 기존 활용 상황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 단점이 

보인다. 또한, 대안탑과 대명궁유지는 ‘곡강모델’에 의하여 활용이 이루

어지기 때문에 시안단 유산 연구에서 向勇·陳嫻穎6), 王進富·魏珍·劉

西民7)은 대안탑과 대명궁유지를 사례로 ‘곡강모델’의 특징과 성공 요인

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모델은 상업화와 산업화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 

개발 모델이라 유적지에 대한 가치 발굴이 깊게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

이 있다. 

한편 한국에서의 시안단 연구는 이순자·차은혜·이효란이 시안 고

도(古都)보존정책을 설명하고, 대명궁국가유지공원의 복원·정비와 주

변지구 개선 프로젝트를 고찰하였으며,8) 정은일·양영준은 광장 이론에 

입각하여 시안이 도시화하는 과정에서 대안탑을 광장 건설과 결합하여 

도시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활용 모델을 분석하였다.9) 리링푸는 소안탑 

복원, 대명궁국가유지공원 건설 등을 사례로 제시하여 중국 세계유산 보

호정책과 최근 발전 동향에 관하여 조명하였다.10) 이러한 연구는 각 유

적 개발 상황을 고찰하였지만, 콘텐츠 활용에 있어 기존의 문제점을 밝

히는데 한계성이 보이고, 관련 구체적 콘텐츠 개발 방안을 제시하지 못

하였다.

5) 梁中薈, ｢西安文化產業與遺產保護規劃的發展關係研究｣, 北京建築大學碩士學位論文, 

2014.

6) 向勇·陳嫻穎, ｢文化產業園區理想模型與'曲江模式'分析｣, �東嶽論壇�(31)12, 山東社會

科學院, 2010, 139-143쪽.

7) 王進富·魏珍·劉西民, ｢文化遺址開發保護模式及實踐路徑探索―以西安"曲江模式"為

例｣, �理論導刊�322, 中共陝西省委黨校, 2011, 67-69쪽.

8) 이순자·차은혜·이효란, ｢중국 역사유적지의 복원·정비 사례 및 시사점｣, �국토�

434, 국토연구원, 2017, 83-89쪽.

9) 정은일·양영준, ｢도시 광장의 문화적 표현에 관한 연구-大雁塔광장을 중심으로｣, �대

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31(1), 대한건축학회, 2011, 85-86쪽.

10) 리링푸(Li Ling-fu) 지음, 조윤재 옮김, ｢중국의 세계유산 및 그에 따른 고도古都와의 

관계｣, �馬韓, 百濟文化�31,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8, 5-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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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진행과정은 우선 실크로드 시안단 유산의 분포 및 특징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대안탑, 소안탑과 흥교사탑을 사례로 구체적인 분

석을 통하여 콘텐츠 개발에 나타난 문제점을 밝혔으며, 마지막으로 실크

로드 시안단의 문화콘텐츠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실크로드 시안단 유산의 분포 및 특징

시안은 세계 4대 문명 발생지의 하나인 중화문명이 싹튼 곳이다. 지리

적으로 보면 관중평원(關中平原)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높은 산이 병풍

처럼 둘러싸여 외부 침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

고 있다. 그 결과 시안은 중국 고대 도읍의 으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주나라 때 도읍을 호경(鎬京:오늘날 시안)으로 정한 이후, 시안은 중국 

역사상 13개 왕조의 도읍이 되었고, 찬란한 역사 유산을 남겼다. 

현재 실크로드 시안단 세계유산은 한나라 장안성 미앙궁유지, 당나라 

장안성 대명궁유지, 대안탑, 소안탑, 흥교사탑 총 5개로 구성된다. 사실

상 이 5개 외에 시안 및 주변 지역에 다른 실크로드 유산이 더 많은데, 유

산 보존의 진정성, 완전성 및 유적지의 선택 등 이유로 세계유산으로 등

록되지 못했다. 여기서 실크로드 세계유산을 위주로 시안단 유산의 분포 

및 특징을 분석할 것이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섬서성 

다른 도시에 있는 실크로드 세계유산인 빈현(彬縣) 대불사석굴, 장건묘

와 다른 중요한 실크로드 유산도 함께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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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안에 있는 실크로드 세계유산 유적의 분포 상황

<표 1> 섬서성 대표적 실크로드 유산

유산 소재지 유산 유형 세계유산 등재

한 장안성유지 시안시 고대 도시 유적지 미앙궁유지

당 장안성유지 시안시 고대 도시 유적지
대명궁유지, 

대안탑, 소안탑

구마라십(鳩摩羅什) 

사리탑
시안시 건축 유적지

흥교사탑 시안시 건축 유적지 흥교사탑

대진사(大秦寺) 시안시 고대 건축군(建築群)

시안 

대청진사(大淸眞寺)
시안시 고대 건축군

법문사 

지궁(法門寺地宮)
보계(寶鷄)시 건축 유적지

빈현 대불사석굴 함양(咸陽)시 석굴사 빈현 대불사석굴

소릉(昭陵) 함양시 고묘

건릉(乾陵) 함양시 고묘

무릉(茂陵) 흥평(興平)시 고묘

장건묘 한중(漢中)시 고묘 장건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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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보여주듯 미앙궁유지, 대명궁유지, 대안탑과 소안탑은 

시안의 한가운데를 둘러싸고 있어, 시안 도시 전체의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미앙궁유지 주위에 한나라 때 유적지가 가득 차 있고, 대

명궁유지 주변에는 당나라 때 유적들이 많다. 흥교사는 중심 자리와 좀 

떨어져 있는 장안구에 있으며, 번화한 시내와 달리 주변에 마을들이 둘

러싸고 있다. 전체적인 분포 상황을 보면 시안 중심 자리에 위치한 당나

라 장안성 대명궁유지, 대안탑과 소안탑은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일단 ‘장소성’과 ‘접근성’ 차원에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시안은 세계유산을 신청하는 준비 과정에서 2007년에 공포된 섬서성 

실크로드 유산 예비 리스트 안에 원래 12군데 총 20개 유산을 제시하였

다. 2014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총 7개 유산이며, 섬서성의 전체 

실크로드 문화유산과 등재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제시된 한

나라 장안성유지에는 한나라 장안성 미앙궁유지가 포함되어 있고, 당나

라 장안성유지에는 당나라 장안성 대명궁유지, 대안탑, 소안탑, 흥경궁

유지, 서시유지, 명덕문유지, 연평문유지, 함광문유지, 천단유지 등이 

포함된다. 

<그림 1>과 <표 1>을 종합해 보면 실크로드 시안단 유산의 특징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당나라 유산이 중심이 된다. 시안단 세계

유산은 미앙궁유지를 빼고는 전부 당나라의 유산이다. 대명궁이 당나라 

정치적 중심이라면 대안탑과 소안탑은 문화적 중심이라 할 수 있다. 흥

교사탑은 현장(玄獎) 스님의 사리탑으로 종교적 승지이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못한 유산도 무릉 외에 전부 당나라와 관련된 것이다. 둘째, 석

굴과 고묘 외에 대부분의 유산이 시안 시내에 있기 때문에 보호와 활용의 

갈등을 격화시킨다는 것이다. 문화유산이 시내에 있는 관계로 주변 환경 

유지, 과도한 상업화, 거주민과의 이익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셋

째, 주로 터만 남은 유적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시적 경관이 부족

하다는 점이다. 특히 미앙궁유지, 대명궁유지 등 궁궐 유적지는 원래 건

물이 훼손되어 터만 남아 있기 때문에 면적이 넓을수록 더 공허하게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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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넷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이전부터 실크로드 시안단 유산에 

대한 활용을 진행해 왔지만 매우 불균형적이다. 대안탑은 시안의 상징으

로서 일찍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나, 대명궁유지와 소안탑, 미앙궁유지와 

흥교사탑은 활용 콘텐츠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모든 유적의 활용 방

안이 실크로드라는 브랜드의 전체적인 위상 속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III. 실크로드 시안단 문화콘텐츠 활용 상황

1. 대안탑―대안탑 관광지구

대안탑은 당나라 때 현장 스님이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과 불상을 보관

하기 위하여 만든 불탑이고, 오늘까지 줄곧 시안의 상징으로 존재해 왔

다. 1961년 중국 국무원(國務院)이 제1차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全國重

點文物保護單位)’로 지정하였고, 2014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현재 중국 관광지 기준의 최고급 5A급 관광지로 시안 중심구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명소이다. 대안탑은 비록 하나의 탑이지만, 관련 콘텐츠 개

발에 있어 대안탑을 중심으로 하고 주변 자원과 함께 대안탑 관광지구로 

구성된다. 대안탑 관광지구는 자은사(慈恩寺)에 위치한 대안탑을 비롯하

여 대안탑 북광장, 대안탑 남광장, 대안탑 동원(東苑)과 대안탑 서원(西

苑)이 포함된다. 동원과 서원은 북광장, 남광장과 서로 연결된 공간이라 

네 개의 광장으로 분류하여 연구하는 학자도 있다.11) 대안탑 관광지구는 

광장이라는 이미지가 이미 인정받은 존재라고 할 수 있으며, 세분한 콘

텐츠는 아래 <표 2>와 같다.

11) 정은일·양영준, 앞의 글, 2011. 이 글에서 저자가 현재 서안시에 있는 대안탑을 중심

으로 이루어진 동서남북 4개의 廣場群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안탑 관광지구를 네 

개의 광장으로 나누고 문화요소 분포와 표현의미 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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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안탑 관광지구 콘텐츠 구성

장르 콘텐츠

전시 대안탑 및 자은사 건물

광장 대안탑 북광장, 대안탑 남광장

공연 대안탑 북광장 분수 공연

지역문화공원 섬서희곡대관원(陝西戱曲大觀園), 섬서민속대관원(陝西民俗大觀園)

시안 가장 중심 자리에 위치한 대안탑은 대안탑 관광지구의 가장 중요

한 콘텐츠라 할 수 있다. 현재 대안탑 전시는 외부 전시와 내부 전시로 나

눌 수 있다. 외부 전시는 <그림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오늘까지 보존

해 온 대안탑 외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주변 공간 건물 높이에 

대한 통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탑 관광지구에 위치하면 대안탑

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리고 대안탑 근처 공간도 잘 유지하고 있는 관계

로 가까이서 탑의 외부 구조를 잘 관람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불탑의 실

내 공간이 매우 중요한 의례 공간으로 자리 잡고, 불탑 경내에 들어가 불

상이나 사리를 예배하는 것은 전통적 의례였다.12) 그래서 대안탑 건설 

때 내부 공간을 만들었다. 현재 대안탑 내부 공간은 작은 박물관처럼 활

용되고 있다. 안에는 현장 스님이 인도에서 가져온 사리, 석가모니불 불

상, 패엽경(贝叶经) 복제본을 보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림 3>에서 

제시된 명청(明淸)시기 ‘안탑제명(雁塔題名)’13) 비석도 전시되어 있다. 

지금은 대안탑을 보호하기 위하여 등탑(登塔) 인원수를 통제하고 있고, 

추가 비용도 있으나, 관광객이 대안탑에 올라가는 체험을 통하여 그 당

시의 정서를 느끼고, 주변 경치를 구경한다.

12) 김준영, ｢동아시아 모전석탑의 기원에 대한 소고(小考)｣, �文物硏究�26, 동아시아문물

연구학술재단, 2014, 81쪽.

13) 당나라 때부터 과거(科擧)시험에서 급제한 진사(進仕)가 대안탑 벽에다 서명하는 것을 

큰 영광이고 유행이었다. 후에 이것을 ‘안탑제명’으로 칭하게 되었다. 당나라의 '안탑

제명'은 이미 훼손되어 자료만 남아 있고, 현재 대안탑 벽에 남은 것은 명나라와 청나

라 거인(擧人)의 각자(刻字)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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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대안탑과 자은사 대웅보전 <그림 3> ‘안탑제명’ 각자(명청시기)14)

자은사는 원래 당고종(唐高宗) 때문에 이름을 얻게 되어 1800칸이 넘

는 건물을 가진 당나라 때 규모가 가장 큰 황가사원이고 현장 스님이 불

경을 번역하는 장소였다. 그러나 후에 파괴되었고, 현존 자은사 건물이 

명나라 때 다시 복원된 것이다. 원래 사원의 일부분만 중심으로 복원된 

것이고, 대웅보전, 고루, 종루, 법당 등 건물들이 있다. 현재는 역시 불교

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시안 중심에 있는 명소라 불교적 승지보다 

관광지라는 이미지가 더 현저하다. 자은사가 중국 불교 발전 역사상 큰 

기능을 하였고, 대안탑과 같은 공간에 있는 관계로 시안의 다른 사원보

다 그 중요성이 배가 된다. 현재 홀로 서있는 대안탑의 고독감을 덜해주

는 콘텐츠로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2000년대 초에 대안탑에 대한 본격적 활용 작업을 시작하면서 주변 

공간을 이용하여 대안탑 북광장과 남광장을 건설하였다. 대안탑 북광장

은 당문화(唐文化)를 창작소재로 개발된 공간이고, 만불등탑(萬佛燈塔), 

대당문화열주(大唐文化列柱), 당나라 인물 조각군, 당시(唐詩)원림구, 

대당 서예 지면 부각 등을 통하여 넓은 공간을 다채롭게 만들었다. 중심 

공간은 수경 경관 공간이고, 여기서 진행되는 음악 분수쇼는 많은 환영

을 받고 있다. 특히 자은사와 연결되는 벽에는 106m의 대당성세(大唐盛

14) 출처: 시안대안탑보관소 사이트, http://www.xiandayanta.cn/Article-detail-id- 

976917.html (검색일: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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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 부각도가 있어 당나라의 궁정생활, 실크로드의 상인, 변방 전쟁 등 

많은 내용이 그려져 있다. 대안탑 남광장은 북광장과 같이 당문화를 창

작소재로 개발된 콘텐츠이고, 북광장에 비하면 규모가 작은 편이고 가시

적 경관이 좀 덜하지만, 현장 동상이 있어 관광객의 필수 코스이다. 대안

탑은 현장 스님에 의해 세운 탑이고 자은사는 현장 스님이 일생 동안 가

장 길게 머물렀던 역경(譯經) 장소이기 때문이다. 대안탑 북광장과 남광

장은 고유한 전통문화를 현대적 기술을 통하여 활성화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대안탑 관광지구의 공연 콘텐츠는 바로 북광장에서 진행되는 분수 공

연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광장에 많은 콘텐츠가 있는데, 주체 

공간은 길이가 350m, 최장 넓이가 110m의 수경 경관 공간이고, 여기서 

진행되는 음악 분수쇼는 대안탑 관광지구의 관광 포인트로 많은 환영을 

받고 있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그림 4>에서 제시된 화면과 같이 음악, 

빛, 물, 색깔이 서로 잘 어우러져 관람객들에게 최고의 시각적 만족감을 

더해주고 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분수 공연이라 분수쇼를 보러 가는 

관광객도 많다.

<그림 4> 대안탑 북광장 야경도15) <그림 5> 섬서희곡대관원 조각상

15) 출처: 新浪陝西, http://sx.sina.com.cn/news/b/2018-04-26/detail-ifztkpin7901299. 

shtml?from=sx_ydph (검색일: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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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탑 동원과 서원은 북광장과 남광장처럼 광장으로 인식하는 사람

이 있으나, 구체적 콘텐츠의 유형으로 따지면 지역문화공원으로 말하기

가 더 어울린다. 현재 각자 섬서희곡대관원과 섬서민속대관원으로 활용

되고 있으며, 지방적 희곡과 민속을 주제로 만든 것이다. 본질로 말하면 

섬서성의 지방적 특색을 보여주는 장소이고, 공익성과 지역성이 짙은 문

화공간이다. 섬서희곡대관원은 희곡 채색 조각, 지방 희곡 동조 부각, 섬

서성 희극가(戱劇家) 인물 조각 군상, 섬서성 유명한 희곡 배우 인물 조

각 군상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진강(秦腔)16)의 특색과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섬서민속대관원은 섬서성 민속 문화를 주제로 피영(皮影), 전지(剪

紙), 이소(泥塑) 등 무형유산과 섬서팔대괴(陝西八大怪), 채고교(踩高蹺) 

등 민간 풍속을 일련의 조각을 통하여 선보이고 있다. 이런 콘텐츠를 통

하여 자은사 희장17) 문화를 재현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색있는 민속 문화를 전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안탑은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당문화를 주제로 

설계된 복합 광장문화로 활용되고 있다. 대안탑은 유적지에 대한 보호를 

기반으로 문화산업과 연결시켜 대안탑 관광지구 및 주변 지역을 활성화

하였다.18) 오래된 전통문화에 지방적 특색을 가미하여 현대적 이념과 기

술을 통하여 관련 콘텐츠를 창출하는데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특히 

‘문화+도시+여행’이라는 ‘곡강모델’은 다른 도시 문화산업 발전 모델로 

참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개발 모델은 긍정적 영향을 주는 동시

에 부정적 문제도 일으켰다. 문화원형에 의한 콘텐츠 개발이 결여되고, 

대안탑과 자은사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발굴이 부족한 것이다. 유적지의 

16) 진강(秦腔)은 진나라 때 장안을 중심으로 민간적 가무로 발전해 온 중국 지방 전통극 

중의 하나이고, 오늘날에도 중국 섬서성과 그 인근 성(省)에서 계속 유행하고 있다. 

17) 희장(戱場)은 광의적으로 중국 고대 공연을 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역사상 여러 

이름과 형태가 있었다. 당나라 때 희장은 여러 가지 공연, 서커스 등 연출을 진행하는 

장소를 뜻하였는데, 중국 희곡(戱曲) 예술의 발전에 따라 송나라의 구란(勾栏), 명나라

의 희대(戱臺)를 겪었고, 청나라에 와서 희루(戱樓), 희원(戱園)이 주류가 되었다. 

18) 梁中薈, 앞의 글, 2014,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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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과 완전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대안탑 활용에 있어 주된 유적지 공

간이 아니고 주변 공간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대안탑과 자은

사는 현재 전시 콘텐츠 이외에 다른 콘텐츠가 거의 없는 현실이다. 주변 

공간의 개발은 당문화를 주제로 하였는데, 현장 동상 이외에 대안탑, 자

은사와 관련된 요소가 적다. 당나라 유명한 인물 및 작품을 창작소재로 

일련의 조각상을 만든 것은 좋지만, 대중들이 잘 아는 지식에만 머무르

고 있어 깊게 발굴하지 못하였다. 여행을 목적으로 콘텐츠 개발을 진행

하였기 때문에 과도한 상업화라는 문제가 초래되었다. ‘곡강모델’은 인

문적 가치에 대한 발굴이 부족한 것은 눈앞의 성공과 이익에만 추구하는 

목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19) 대안탑 주변 공간을 광장으로 개발된 것

은 대안탑이 도시의 상징이라는 이미지 조성에 좋지만, 불교적 분위기가 

짙은 대안탑과 자은사 문화원형에 어울리지 않는 지적이 있다. 특히 북

광장의 대형 분수 공연은 현대적 분위기가 강하고, 당문화와 관계가 없

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콘텐츠는 관광객을 끌리는 중요한 포

인트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미 개발된 상태라 바꾸기가 불가능하지만 

문화적 요소를 기존 콘텐츠에 가미하면 좋을 듯하다. 

2. 소안탑―소안탑 관광지구

소안탑은 당중종(唐中宗)이 자기 아버지(당고종)의 행동을 본받아 인

도에서 돌아온 의정(義淨) 스님을 위하여 세운 탑이다. 천복사(薦福寺)의 

일부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천복사탑이라고 하였고, 후에 대안탑과 구

별하기 위하여 소안탑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1961년 중국 국무원이 

제1차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로 지정하였고, 2014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현재 소안탑 관광지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세분한 콘텐츠는 

<표 3>과 같다.

19) 趙東, ｢從 “一般模式” “曲江模式” 到 “理想模式” ——論陝西歷史文化資源的開發與文化

產業發展｣, �西安財經學院學報�26(3), 西安財經學院, 2013,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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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소안탑 관광지구 콘텐츠 구성

장르 콘텐츠

전시 소안탑, 자은사 건물, 시안박물원

공연 피영희

축제 천복사 묘회

<그림 6> 소안탑과 천복사 장경루 <그림 7> 피영희 <삼타백골정>

소안탑은 소안탑 관광지구의 가장 중요한 콘텐츠로 외부 전시를 위주

로 하고 있으며, 소안탑 외부 모습을 <그림 6>과 같이 전시되어 있다. 소

안탑은 대안탑보다 낮고, 소안탑 관광지구의 범위가 작은 관계로 주변 

건물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으나, 대안탑과 같은 효과를 받지 못하고 있

다. 소안탑은 층마다 처마가 있고, 각 층의 처마 간격은 위층으로 올라갈

수록 좁아지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탑의 곡선이 매우 아름다워서 우뚝하

고 웅장한 대안탑보다 수려하고 정교롭다. 그러나 여러 번의 지진으로 

인한 파괴가 심하기 때문에 등탑(登塔)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소안탑 

내부는 대안탑과 달리 꼭대기가 없고 공통식(空筒式) 구조라 현재는 불

경과 불화가 전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소안탑은 대안탑의 ‘안

탑제명’의 영향을 받아 명청(明淸)시기 섬서성 지방 향시(鄕試)에 합격한 

무거인(武擧人)이 각석으로 제명을 하게 되었고, 현재 천복사 안에 무과 

‘안탑제명’ 비석이 보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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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복사는 원래 당중종이 황제가 되기 전에 살았던 집인데, 후에 사원

을 지어 당나라 3대 황가사원 중의 하나가 되었다. 당나라 말기에 전쟁과 

혼란으로 인하여 파괴되었고, 오늘 남아 있는 천복사 건물은 명나라, 청

나라 때 재건된 것이다. 오늘의 천복사는 자은사, 흥교사와 달리 이미 사

원이라는 기능이 소실되고 단순한 고대 건물군 유적지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근대에 들어 천복사가 장기간에 군대 주둔지로 사용되는 바람에 원

래 기능을 잃었기 때문이다. 현재 대웅보전과 장경루 등 전각은 천복사

와 소안탑 역사를 소개하고 관련 문화재를 진열하는 전시장으로 활용되

고 있고, 나머지 건물 안의 공간이 개방되지 않고 외부만 보여주고 있다. 

당나라의 천복사는 불교의 승지이고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기는 공간이

었다. 문인들이 정원의 풍경을 보면서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고, 바둑을 

두고, 글을 썼다. 소안탑 관광지구에서는 그 당시의 분위기를 되살리려

고 주체 건물 외의 공간을 원림 경치로 만들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천복

사는 고대 건축 박물관처럼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당나라 천복사

와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지만, 역사적 문제 때문에 

불교사원이라는 기능을 잃은 것은 가장 아쉽다. 

시안박물원은 전시 콘텐츠의 매우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박물원의 전

신은 1980년대 개방된 소안탑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천복사의 일부분이

었다.20) 후에 중국 전통건축 대사 張錦秋의 설계에 의하여 2007년 박물

원으로 대중들에게 개방되었다. 현재 시안박물원에서는 13만 점 이상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진귀한 소장품 전문 전시 외에 고도시안, 불

교조각, 명가서화, 인감감상, 고금옥기 등 장르로 나누고 전시를 하고 있

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DMS디지털가상전시, 환영전시, 인

터랙티브전시, 허실결합전시 등을 동시에 하고 있다.

역사상 천복사의 주된 기능은 사원이었지만 문화적 기능도 컸었고, 천

20) 呼嘯, ｢博物館構建社區的多元視角—以陝西三座博物館為例｣, �文博�180, 陝西省文物

局, 2014,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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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에서 연극을 관람하는 것은 유행이었다. 오늘의 소안탑 안원(雁園)

에서 피영희 공연을 하고 있다. 피영희는 그림자극이라고도 하는데, 하

양 장막 뒤에서 가죽이나 종이를 이용하여 만든 사람 모양을 조종하면서 

그림자를 보여주는 중국 민간 연극의 한 종류이다. 서한(西漢) 시기에 기

원하였고, 당나라 때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청나라에 와서 전성기를 맞았

다. 이런 공연으로 <그림 7>에서 보인 것처럼 서유기, 삼국지, 견우와 직

녀 등 풍부한 내용을 보여준다. 안원에서 진행되는 피영희 공연은 오래

된 유형의 유적지와 무형의 예술을 결합하여 소안탑 분위기를 활성화하

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또한, 천복사는 당나라 때부터 설날을 맞이하여 묘회(廟會)가 열린다. 

묘회는 중국 민간 축제로 볼 수 있으며, 옛날부터 내려오는 중국 전통적 

풍습 중의 하나이고, 절 안이나 부근에 임시로 열리는 시장문화로 볼 수 

있다. 오늘의 천복사 묘회는 시안의 대표적 묘회로 매년 설날과 정월 대

보름날을 맞이하여 15일 정도라는 긴 시간에 묘회가 열린다. 그 기간에 

진강, 경극(京劇), 서커스, 설서(說書) 등 공연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목조, 

이소, 전지 등 전통 예술을 보여주는 체험 활동이 있다. 그리고 일반 묘회

에 있는 다양한 구경거리, 먹을거리도 많다. 사람들이 천복사 묘회에 가

서 기복을 하고, 명절 분위기를 느끼면서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소안탑은 소안탑을 중심으로 천복사, 시안박물원과 

함께 이루어진 소안탑 관광지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유적지, 박물관, 도

시공원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 역사문화 레저장소로 볼 수 있다. 역사

문화가 깃든 곳이라 많은 관광객이 찾아가는 역사문화공간이기도 하고, 

무료 개방이기 때문에 주변 거주민이 산책이나 운동을 즐기는 레저장소

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안탑 관광지구에 비하면 현대적이고 상업화한 느

낌이 덜한 존재라 시민들에게 친근감과 여유를 주는 공간이라 말할 수 있

다. 특히 시안박물원의 건설은 소안탑 관광지구의 조성에 도움이 되고, 

가시적 경관의 결여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였다. 그러나 시안박물원의 

급성장 및 소안탑이 시안박물원 관리 시스템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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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탑 이미지의 약화 문제가 초래되었다. 또한, ‘안탑제명’에 대한 콘텐츠 

개발이 부족하여 많은 사람이 대안탑 ‘안탑제명’만 아는 것이다. 이외에 

피영희와 천복사 묘회는 성공한 콘텐츠로 평가받고 있으나, 공연의 유형

이나 시간적 제한이 있어 천복사 희장 문화를 이용하여 체험 콘텐츠를 개

발해야 한다.

3. 흥교사탑―불교사원

 흥교사탑은 하나의 탑이 아니라 흥교사 안에 있는 현장 사리탑 및 그

의 제자 규기(窺基)와 원측(圓測)의 사리탑을 함께 일컫는 말이다. 현장

법사를 추모하기 위해 만든 영탑(靈塔)을 세운 후에 주변 공간을 이용하

여 흥교사를 지었다. 흥교사는 1961년 제1차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되었으며, 1983년에 ‘한족지구전국중점사원(漢族地區全國重點寺

院)’으로 지정되었다. 흥교사탑은 2014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지금 대안탑, 소안탑처럼 하나의 관광지구로 확장되지 못하고, 흥교사에 

의하여 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구체적 콘텐츠 구성은 <표 4>와 같다. 

<표 4> 흥교사 콘텐츠 구성

장르 콘텐츠

전시 현장 사리탑, 규기 사리탑, 원측 사리탑 및 흥교사 건물

축제 수륙법회 및 불교 행사

흥교사가 아니라 흥교사탑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세 탑을 빼

고 다른 건물들은 역사상 전쟁과 혼란으로 인해 여러 번의 훼손과 재건을 

겪었고, 지금 남은 건물들은 1920년대 이후 지은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흥교사탑은 흥교사의 주된 전시 콘텐츠가 되었다. 현재 <그림 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세 탑은 한자 ‘品’과 같이 배치되어 있다. 흥교사탑은 

쌓을 때부터 그 기능이 대안탑, 소안탑과 달리 불상, 불경을 보관하기 위



실크로드 시안단(西安段) 문화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 | 백국, 김기덕  133

한 것이 아니고 현장 및 그의 제자의 영골을 안장하는 사리탑이라 대안

탑, 소안탑보다 작고 탑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외부 전시만 하고 있다.

 

<그림 8> 흥교사탑 전경 <그림 9> 수륙법회 장면21)

흥교사는 현장 사리탑을 세운 후에 탑 때문에 지은 사원이라 생길 때

부터 그 이미지가 탑 자체보다 덜 중요한 존재였다. 현재 흥교사는 산문, 

대웅보전, 종루, 고루, 장경루, 대편각당 등 건물이 있으며, 천복사처럼 

사원이라는 기능을 잃고 유적지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은사처

럼 사원이라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 관광지로서의 이미지가 더 강한 존재

도 아니고, 소수의 관광객이 있는데도 순수한 불교사원으로 활용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불교사원으로서 흥교사에는 매년 여러 불교적 법회와 행사가 있다. 흥

교사에서 2003년 4월 제1차 수륙법회를 개최하고 나서 매년 진행해 왔

다. 이 법회는 남북조(南北朝) 시기에 시작하였고, 당나라 때 유행이 되

었고, 원명청(元明淸)시기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22) 많은 사원에

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법회로 외로운 영혼을 달래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인데, 현재 흥교사에서 수륙법회가 열리는 기간에 경문을 읽는 것을 

위주로 하고, 방생 의식도 행해지고 있다. <그림 9>에서 제시된 화면처

21) 출처: 心一的博客, http://blog.sina.com.cn/s/blog_6282d1660100ie7e.html (검색

일: 2020.07.15)

22) 景亞鸝, ｢西安興教寺歷史遺存與文化利用｣, �文博�194, 陝西省文物局, 2016,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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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수륙법회를 개최하는 기간에 여러 가지 불교적 의식이 있다. 그 기간

에는 흥교사에 있는 스님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찾아가서 많이 참여하

고 있다. 또한, 석가탄신일, 관음출가일, 현장법사 입적 기념일을 맞이하

여 비슷한 여러 행사도 행해지고 있다. 불교사원으로 활용되는 흥교사는 

이런 법회와 행사를 함으로써 전통적 불교문화의 발전과 계승에 기여하

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여준다. 

흥교사탑은 대안탑, 소안탑과 달리 지금도 관광지보다는 순수한 불교

사원의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이는 시안시 중심과 20km 떨어져 있는 지

리적 요소가 있지만, 2013년에 중국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흥교사

사건’23)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당시 논쟁의 결과는 협상을 통해 흥교사

탑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지만, 관련 콘텐츠 개발 계획이 모두 중단되

었고 현재까지 불교사원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이는 흥교사탑의 순수한 

불교적 기능을 확보하는데 좋고, 과도한 상업화 요소를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 지역은 원래 도심지가 아니고, 기존 

콘텐츠만 유지하는 것은 향후 발전에 불리한 요소로 볼 수도 있다. 우선, 

모든 콘텐츠 개발을 중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흥교사는 비

록 불교사원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사회와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유적지 

정체성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세계유산이라는 브랜

드가 있으나, 가져온 효과가 별로 없는 사실이다. 현장 및 그의 제자의 

사리탑으로 불교적 가치와 의미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탑 자체가 중국 고

대 정각식(亭閣式)의 탑이라 높은 가치가 있어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흥교사는 면적이 좁고 건물 밀도가 높은 관계로 흥교사탑과 관련

된 콘텐츠 개발에 있어 기존 유적지 공간보다는 주변 공간을 활용하여 콘

23) ‘흥교사사건’은 2013년 초부터 2014년 6월까지 중국에서 흥교사탑을 세계유산으로 신

청하는 과정에서 흥교사의 일부분 건축물의 철거 여부를 둘러싸고 일어난 사회적 문제

이고, 당시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다. 허청, ｢서안(西安) 흥교사(興敎寺) 

사건을 통해 본 정책 딜레마의 사회적 구성-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狄蕊紅, ｢新媒體環境下的佛教突發事件傳

播研究—以興教寺事件為例｣, 西北大學碩士學位論文,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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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를 개발하기가 더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있는데, 흥교사 주변에는 마

을들이 모여 있는 관계로 여러 기구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흥교사

에서 ‘흥교사사건’으로 인하여 현재 콘텐츠 개발 의향이 없고, 현황 유지

만 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IV. 실크로드 시안단 문화콘텐츠 개발 방안

최근 문화유산은 중요한 문화자산으로 조명되고 있다. 특히 세계유산

은 단순히 평화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문화유산의 개념에서 벗어나 

자국의 문화적 우월성을 과시하고 정체성 강화를 시도하는 중요한 수단

으로 인식되고 있다.24)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특성에 맞게 활용하는 것은 

지역성을 확보하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동시에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오늘날 여러 나라에서 역

사유산은 도시 계획에서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고 있다.25) 실크로드는 시

안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역사상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영향을 

주었던 존재였고, 오늘날에도 전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의 대표적인 세계유산으로 시안이라는 도시의 정체성 강화에 영향을 주

고 있다. 앞부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실크로드 시안단 유산마다 자기

만의 특색이 있고, 대안탑, 소안탑, 흥교사탑은 각각 대안탑 관광지구, 

소안탑 관광지구, 불교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앞선 문화

콘텐츠 활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크로드 시안단 문화유산이

라는 전체적 차원에서 문화콘텐츠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4) 최재헌·김숙진,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의 특징과 전망｣, �세계유산연구�1(1), 건국

대학교 국제개발협력원 세계유산연구소, 2015, 1쪽.

25) 장호수, �문화재 보존·활용론�, 민속원, 2012,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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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원형에 의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방안

원형(原型)이라는 용어는 서양에서 나온 것이지만, 21세기 초에 한국

에서 문화와 원형을 합쳐서 문화원형이라는 새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문화유산’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26) 본래 이 용어

가 지향한 기본 방향은 전통문화 요소의 핵심 개념이 되는 기본틀을 설정

하고자 제안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원형은 시간축과 공간축으로 

확산되어 변용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전통문화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27) 전통문화유산으로서의 대안탑, 소안탑, 흥교사탑은 최

초로 축조된 건물 원래 모양 및 주변 환경이 많이 변했고, 세월이 흘러가

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으로 구성된 공동체는 그 건물에 대한 집단적 인식

과 느끼는 정서도 함께 변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문화원형에 의하여 콘

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여러 기술을 통하여 건물의 원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여 역사 흐름에서 발전하고 변한 

정서를 환기시키는 것도 함께 포함된다. 문화콘텐츠는 인문학적 지식정

보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매

체에 맞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을 통하여 생산된 것이다.28) 시안에 있

는 실크로드 유산 문화원형에 의한 이런 다양한 콘텐츠 개발은 유적지에 

대한 가치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적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안탑, 소안탑과 흥교사탑은 당나라 때 축조된 건물 모양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지는 않고 다소 변화가 있지만, 궁전 유적지로서의 미앙궁유

26) 배영동, ｢문화콘텐츠화 사업에서 ‘문화원형’ 개념의 함의와 한계｣, �인문콘텐츠�6, 인

문콘텐츠학회, 2005, 39-54쪽.

27) 김기덕, ｢문화원형의 층위와 새로운 원형 개념｣, �인문콘텐츠�6, 인문콘텐츠학회, 

2005, 55-74쪽; 김기덕, ｢4차 산업혁명시대 ‘문화원형 소재 오픈소스화를 위한 디지

털콘텐츠화사업’의 필요성｣, �인문콘텐츠�48, 인문콘텐츠학회, 2018, 109-133쪽.

28) 박경하, ｢한국의 문화원형콘텐츠 개발현황과 과제｣, �인문콘텐츠�3, 인문콘텐츠학회, 

2004,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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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대명궁유지보다 원래 건물의 기본 모양을 잘 보존해 왔다. 그러나 

훼손된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인문적 가치가 있기에 아쉽다고 할 수밖에 없

다. 특히 대안탑의 경우 ‘안탑제명’은 극소수의 탁본만 중국사회과학원

에 보관되어 있다. 원형은 풍부한 심리적 내포가 있어 원형에 관한 장면

이 재현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잠재하고 있었던 것 같은 정서를 불러일으

키게 된다.29) 따라서 ‘안탑제명’과 관련된 콘텐츠를 디지털로 복원 개발

하고, 현대인에게도 디지털 ‘안탑제명’을 시도하게 한다면 좋은 체험형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안탑 관광지구의 광장이라는 이미

지가 이미 인정받은 존재라 그 지역을 다시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의 공간

에 문화적 요소가 포함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대안탑 북광장은 대

안탑 관광지구의 매우 중요한 구성 공간으로 현재 매일 분수 공연을 하고 

있으나, 기술적 요소가 많은 반면에 문화적 요소가 결여한다. 넓은 공간

을 가지고 있어 당나라 가무 공연을 추가하면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외에 대안탑 동원과 서원은 지역 희곡 문화와 민속 문화를 창작소재로 

만든 공간이고, 주로 일련의 조각을 통하여만 대중들에게 지역 문화를 

전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희곡과 대부분 민속은 정적 장르가 아니고 

동태적 존재라 관련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면 그 공간의 문화적 분위기 조

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필자가 답사한 바에 따르면 섬서희곡대관원에 

자발적으로 진강을 부르는 지역 주민이 있는데, 연출 무대와 도구가 없

는 관계로 공연이라기보다 지역 주민의 취미생활이라 더 어울린다. 대관

원에 충분한 공간이 있으므로, 거기서 지역 주민이 연출을 할 수 있는 무

대와 도구가 마련된다면 특별한 공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섬서민속대관

원은 지역 민속 문화를 주제로 만든 공간이고, 지역 주민이 그런 민속을 

가장 잘 아는 존재라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제작하

면 이 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참여도도 높일 

29) 高天成, ｢大雁塔文化原型的古今闡釋―幾組大雁塔詩歌的文本比較｣, �唐都學刊�20(3), 

西安文理學院, 2004, 1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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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대안탑은 현장 스님에 의해 세워진 탑이고, 소안탑은 의정 스님 때문

에 만든 것이라 탄생할 때부터 서로 비교되는 대상이 되었고, 후에 이름

도 서로 연관성이 생겼고, 이런 비교 관계가 오늘까지 줄곧 유지되어 왔

다. 대안탑 활용에 있어 적극적으로 현장이라는 인물 및 현장 서행과 연

결하여 현장 동상을 만들어냈다. 오늘날 현장 동상은 대안탑 관광지구 

남광장의 주된 콘텐츠로 유적지의 또 다른 상징물로 부상되고 있다. 현

장과 의정은 각각 육로와 해로를 통하여 인도에 가서 불법을 배우고 대량

의 불경을 가져왔고 중국 불교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하였다. 그러나 �서유

기�라는 소설 때문에 현장이라는 인물이 불교적 의미에서 벗어나 하나의 

캐릭터로 널리 알리게 되면서 대안탑의 명성도 커지고 있다. 반대로 의

정 스님은 당나라 때 아주 유명한 고승이었으나, 관련 작품이 별로 없어

서 많은 사람이 그의 존재를 모른다. 그리고 소안탑은 원래 불교사원이

라는 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불교적 특징이 감소되고 현재 건물들이 주로 

전시를 통하여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소안탑 향후 활용에 있어 불교적 

콘텐츠보다 ‘안탑제명’ 및 천복사 희장 문화를 창작소재로 콘텐츠를 개발

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하다. 천복사 안에 무과 ‘안탑제명’ 비석이 보존 되

어 있는데, 극소수만 분산하여 전시되어 있고 관련 해설 및 관리도 잘하

지 못하고 있다. 충분한 전시 공간이 갖춰진 것이라 전시홀을 만들고 집

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좋을 것이고, 소안탑 이미지 강화에도 기여

할 것이다. 또한, 소안탑 관광지구에서 당나라 천복사 희장 문화를 보여

주려고 피영희 공연을 하고 있으나, 피영은 전통적 희곡 장르가 아니다. 

그리고 피영 자체의 성질로 인하여 실내에서 진행해야 하고 관객수에 한

계가 있어 희장 문화의 특색을 보여주지 못한다. 천복사 오른쪽 정원은 

주요 유적이 없고 지금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진강 공연이 필요한 무

대가 비교적 간단하고 소요한 도구도 많지 않다. 섬서성의 지방극으로 

인력 자원도 풍부하여 콘텐츠 개발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진강 공연이 상설 공연으로 고정되면 소안탑 관광지구 전체의 분위기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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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유적지 정체성 정립에도 기여할 것이다.

흥교사탑은 ‘흥교사사건’으로 인하여 현재 활용 콘텐츠 개발은 시도되

지 않고 있다. 사실상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은 보존과 배치되는 것이 아

니라 상생하는 것이다.30) 보존에 기반하여 현존 자원의 특징에 따라 콘

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유적지 발전에 도움이 된다. 흥교사탑과 대안탑은 

현장과 관련된 종교적 문화유산으로 서로 협력을 통하여 유적지에 대한 

보호, 관리 및 활용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31) 물론 순수한 불교적 콘텐츠

는 유적지 분위기에 잘 부합하지만, 넓은 차원에서 환영을 받기가 쉬운 

것이 아니고, 지리적 한계로 널리 알리기가 더 힘들다. 따라서 순수한 불

교적 콘텐츠보다 불교적 요소가 들어있는 융합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훨

씬 좋다. 한국의 불교 성보박물관처럼 불교사원 주변 공간을 활용하여 

박물관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불교박물관은 불교 유물을 잘 보관

할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불교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도와준다. 

흥교사 안에 불경 및 불교 유물들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도시에 있는 대안탑과 소안탑보다 활용할 가능한 공간이 많다. 지금 중

국 남쪽 지역에 여러 불교박물관이 있는 반면, 북쪽 지역에는 아직 전문

적 불교박물관이 없다. 대안탑과 협력하여 불교 주제 박물관이 건설된다

면 특색있는 콘텐츠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불교 문화원형은 

상상과 상징의 세계를 많이 그리기 때문에 현장, 규기, 원측 인물 소재 

및 그들 간에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할 수 있다.32) 이외에 템플스테이와 같은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면 흥교

사의 발전을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 발전도 추진할 수 있다. 

30) 이순자, ｢역사문화자원의 정비·활용과 지역발전｣, �백제문화�59, 공주대학교 백제

문화연구소, 2018, 115쪽.

31) IICC-X (The ICOMOS International Conservation Center-Xi’an), ｢2015-2017 

Conservation Report of Silk Roads: the Routes Network of Chang’an–

Tianshan Corridor, China Section (C1442)｣, 2018.

32) 유동환, ｢한국불교문화유산의 세계 문화 콘텐츠화 전략 연구｣, �佛敎學報�50, 동국대

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08, 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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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체험 콘텐츠는 대중들이 불교와 흥교사탑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면

서 일정한 경제적 수익을 받는 동시에 과도한 상업화를 피할 수 있다. 

<표 5> 콘텐츠 개발을 통한 문화콘텐츠 활용 방향

유산 이름 콘텐츠 개발 소재 문화콘텐츠 활용 방향

대안탑

자은사 희장 문화

당나라 가무 문화

섬서성 지방적 희곡 문화

섬서성 지방적 민속 문화

공연: 당나라 가무 공연

전통 희곡 공연

체험: 전지, 이소 등 민속문화 

체험 프로그램

소안탑
‘안탑제명’ 유물

천복사 희장 문화

전시: ‘안탑제명’ 전시홀

공연: 전통 희곡 공연

흥교사탑
불교 유물

불교 인물 및 이야기

전시: 불교 주제 박물관

체험: 불교 체험 프로그램

요컨대, 실크로드 시안단 유적들은 오늘날과 비교하여 시간적 거리가 

멀기 때문에 유적지를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전통문화는 결코 

신비로운 것이 아니고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생활을 아름답고 처절하게 

예술로 승화한 형태이고, 전통문화유산 안에 민족적 정서가 들어 있다.33) 

따라서 <표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유산의 문화원형에 의하여 관련 소재

를 활용한 문화콘텐츠가 개발된다면 각 유적지의 발전을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안이라는 도시의 이미지 정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점―선―면’ 전략에 의한 콘텐츠 개발 방안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정신문화 

측면의 논의가 확산되면서, 문화유산은 단순한 문화재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 확보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다.34) 2014년에 

33) 황우평,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 편, �한국의 

유산 시리즈1: 문화유산의 이해�,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2014, 234-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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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탑, 소안탑, 흥교사탑은 ‘실크로드: 장안-천산 회랑 노선망’에 의하

여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그 중요성도 더 넓은 차원에서 인식하게 되

고 있다. 본질적으로 말하면 실크로드는 문화경로(Cultural Routes)35) 

유산에 속해 있다. 각 유산은 독립적인 가치와 의미가 있으나, 전체의 일

부분으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실크로드 시안단 유산 활용에 있어 이 

점을 소홀하면 안 된다. 앞부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실크로드 시안단 

세계유산의 활용은 현재 매우 불균형적이고 융합적인 발전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대안탑은 도시 가장 중심 자리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 우세

와 시안의 상징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일찍 콘텐츠 개발을 시작하였고, 

곡강신구(曲江新區)에 있어 ‘곡강모델’의 개발을 계기로 상당히 좋은 성

과를 거두었다. 소안탑은 소안탑 관광지구로 당나라 때 원형과 가장 비

슷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그 인지도가 대안탑에 비하면 낮고,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시안박물원 관리 시스템에 속해 있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흥교사탑은 ‘흥교사사건’ 때문에 콘텐츠 개발이 부족하여 

아직 시작 단계로 봐야 한다. 대명궁유지는 10년 전부터 본격적인 콘텐

츠 개발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면적이 넓은 이유로 아직 콘텐츠가 많이 

부족한 점이 향후 발전의 큰 과제이다.36) 미앙궁유지는 새로운 개발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직 성과를 보이지 못한 실정이다. 실크로드 시안단 

세계유산은 총 5개가 있는데, 현재 서로 연결하거나 협력하여 발전을 모

34) 최종희, ｢조선왕릉의 조영의도, 이념, 사상, 미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

지�34(4), 한국전통조경학회, 2016, 67쪽. 

35) 문화경로는 1990년대 제출된 개념이고, 2008년에 캐나다 퀘벡에서 개최한 제16차 

ICOMOS 회의에서 반포된 �The ICOMOS Charter on Cultural Routes�에서 문화경

로를 독특한 가치를 가진 교통로로 정의하였고, 인류의 이동과 교류를 나타내는 특수

한 문화 현상이라 하였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르면 특별한 유

형 유산의 세계유산목록에 속한 것이고, 즉 경로유산은 국가나 지역 간 교류와 다차원

적 대화를 통해 문화적 중요성이 부여되며, 해당 경로를 따라 이루어진 시간과 공간상 

이동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유형의 요소로 구성된다.

36) 백국·유민정·김기덕, ｢중국 시안 대명궁유지(大明宮遺址)의 가치와 활용 방안 연구｣, 

�통일인문학�80,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9, 239-2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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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는 것이 아니라, 유적지마다 자기만의 콘텐츠 개발에만 집중하는 것

은 장기적 차원에서 보면 가장 큰 손실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시안시 실크

로드 관련 콘텐츠는 방향성과 구현방식에 있어 전체적인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한마디로 ‘점’만 있고 ‘노선’이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37)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후에 해당 기구가 실크로드라는 엄브렐라 브랜딩의 

효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콘텐츠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하고 아직 파편화된 발전 상태이다. 대중들이 실크로드라는 명성

으로 관련 유적지를 탐방하는 것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명한 유적지에

만 모여들이고 있다.38) 이는 관광객들이 유명한 유적지를 선호하는 군중

심리와 관계가 있지만 실크로드 각 유적지의 융합적인 콘텐츠 개발이 부

족한 것도 큰 몫일 것이다.

실크로드는 문화경로 유산으로서 각 유적지는 자체만의 가치와 의미

가 있으나, 경로로서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 1993년에 유네스코 문화

경로 유산으로 처음 지정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례길은 문화콘텐

츠적 활용에 있어 노선형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

을 유지하면서 이 경로에 있는 각 유적지를 도시, 촌락과 연결시켜 공동

한 발전을 추진하는데 성공하였다. 실크로드 유산은 산티아고 데 콤포스

텔라 순례길과 같은 문화경로 유산으로 유적지의 단독적인 발전보다는 

융합적인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즉 각 유적지 자체의 특징에 맞는 콘텐

츠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연결되어 전체적 차원에서의 콘텐

츠 개발도 필요하다. ‘점―축’식 협력 발전 전략은 사회적 자원을 조건이 

좋은 도시로 집중하고, 이에 따라 발산 효과를 이용하여 여행을 점으로 

37) 陳曉豔, 앞의 글, 2018, 130쪽.

38) 王曉東·趙勍升, ｢“一帶一路” 背景下 “絲綢之路” 全域旅遊遊客動機―來自天水和敦煌

的實證｣, �開發研究�205, 甘肅省社會科學院, 2019, 116-125쪽; 백국·유민정·김기

덕, 앞의 글, 2019. 엄브렐라 브랜딩은 20세기 80년대 Wernerfelt가 제출한 개념이

고, 다양한 제품을 개발한 기업은 동일한 브랜드로 소비자의 신제품에 대한 인지와 신

뢰를 연장시키는 방법이다. 후에 Flagestad＆Hope, Iversen＆Hem 등 학자가 이 개

념을 관광업에 도입하여 광범위하게 쓰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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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의 공간 개발과 발전 양상이 형성된다.39) 劉必強·王會戰

의 연구에서는 여행, 공간, 도시의 차원에서 섬서성 문화유산을 다루었

는데, 이 전략은 실크로드 시안단 유산 콘텐츠 개발에도 적합하다. 실크

로드 유산의 공현(共現) 효과에 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안탑, 소안탑

이 실크로드 유산 관광 핵심 지역에 처해 있으며, 대안탑을 바탕으로 다

른 유적지와 연결시키게 된다면 공현 효과를 잘 낼 뿐만 아니라 유적지 

간의 균형적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40) 현재 콘텐츠 개발이 잘 되어 있는 

대안탑은 핵심적 점이고, 이 점을 중심으로 우선 당나라 때 대안탑과 같

이 유명하고 장안성의 상징이었던 소안탑과 서로 연결해야 한다. 당나라 

대안탑과 소안탑은 대중문화의 중심이었고, 이름만으로도 연관성이 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안탑제명’이라는 비슷한 유물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은사과 천복사의 희장 문화라는 공통점도 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깝고 똑같이 관광지구로 사용되고 있는 관계로 협력하여 

콘텐츠를 개발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흥교사탑은 시안 중심지에 위치한 

유적지가 아니고, 대안탑, 소안탑과 떨어져 있는 존재이지만, 당나라 불

교문화 탑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대안탑과 소안탑은 장안성의 유명한 황

가사원이고 대중문화의 중심지라면, 흥교사탑은 시안 교외에 있는 황가

사원이고 현장의 영골이 안장된 영지(靈地)로 불교 신도에게는 정신적 

귀속지(歸屬地)와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다. 특히 대안탑과 흥교사탑은 모

두 현장이라는 인물 원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앞부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협력하여 콘텐츠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 대안탑, 소안탑과 흥교

사탑은 세 유적지가 연결된다면, 대안탑이라는 하나의 점이 세 개의 점

이 될 것이고, 불교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선이 될 것이다.

39) 劉必強·王會戰, ｢絲綢之路陝西段文化遺產旅遊合作戰略研究｣, �旅遊縱覽�245, 中國

野生動物保護協會·中國女攝影家協會·中國電視藝術家協會旅遊電視委員會, 2018, 

114쪽.

40) 王瑞·王鏡, ｢世界遺產文化線路旅遊的網路共現關係分析——以 “絲綢之路:長安-天山

廊道的路網(中國段)”為例｣, �河南工程學院學報(社會科學版)�34(3), 河南工程學院, 

2019, 24-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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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대안탑, 소안탑과 흥교사탑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지

만, 시안에 대명궁유지와 미앙궁유지도 실크로드 세계유산에 속해 있다. 

이외에 앞의 <표 1>에서 제시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못한 실크로드 

유산이 더 많다. 한나라 유산이 연결되면 한문화(漢文化)를 체험할 수 있

는 면이 되고, 당나라 유산이 서로 연결되면 당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면

이 된다. 시안의 모든 실크로드 유산 간의 연결이 이루어진다면 실크로

드 유산이 함께 발전을 할 수 있는 더 넓은 면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소재를 이용한 문화콘텐츠는 지역의 이미지를 창

출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41) 이는 시안이 국제대도시로 

향하는 발전에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0> 실크로드 유산의 ‘전―선―면’ 활용 효과도

41) 태지호·권지혁, ｢지역 역사 인물의 문화콘텐츠 기획에 관한 연구-고헌 박상진 의사

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30(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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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10>은 주제별 연계, 거리축별 연계로 좀 더 세분되어 운영

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 <표 6>과 같이 구분되어 유기적

으로 연결될 수 있다. 

<표 6> 실크로드 유산 주제별, 거리축별 연계

주제별 연계

불교 유적 대안탑, 소안탑, 흥교사탑, 빈현 대불사석굴, 법문사 지궁

궁궐 유적 대명궁유지, 미앙궁유지

능묘 유적 흥교사탑, 무릉, 소릉, 건릉, 장건묘

거리축별 연계 시안시 → 함양시 → 보계시 → 한중시

현재 실크로드 시안단 유산에 대해 전체적인 인식이 부족한 것은 각 

유적지가 본 유적지만의 발전에 몰두하고 있어 상위층의 콘텐츠가 결여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 10>처럼 ‘점―선―면’ 식으로 확장되면서 콘

텐츠를 개발하면, 분산된 유적지가 자연스럽게 통일될 수 있다. 관광객

은 시안단 유산을 보고 나서 더 많은 관심이 생긴다면 주변에 있는 관련 

유적지를 찾아가게 된다. 빈현 대불사석굴과 장건묘는 물론이고, 건릉, 

무릉 등 유적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높은 가치가 있다. 이것은 시안이라는 면에서 벗어나 주변 도시로 확장

되어 섬서성 실크로드 유산의 종합적 활용 방안이 될 것이다. 나중에 더 

발전된다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례길처럼 한 지역 한 나라에서 벗

어나 여러 나라간 협력한 콘텐츠 개발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시안은 천년의 고도로 대량의 문화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시안

이라는 도시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고 끊임없는 힘의 원천

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 글은 이러한 시안의 문화유산 중에서 탑을 중심

으로 활용 방안을 고찰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실크로드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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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은 전세계적으로 관광과 여행을 통한 문화유산 활용 방식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관광지로 활용되어 왔다. 

대안탑은 시안 중심 자리에 있고 도시의 상징이라 일찍 개발과 활용을 

시작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당문화를 테마로 설계된 대안탑 관광지구로 

활용되고 있다. ‘문화+도시+여행’이라는 ‘곡강모델’에 의하여 전통문화

를 현대기술을 통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

발하였다. 소안탑은 시안박물원과 함께 조성된 유적지, 박물관, 원림, 정

원 등 요소가 담겨져 있는 소안탑 관광지구로 활용되고 있다. 무료로 개

방된 공간이라 주변 거주민이 산책이나 운동을 즐기는 역사문화 레저장

소라 할 수 있으나, 콘텐츠가 단일하고 인지도가 비교적 낮은 관계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흥교사탑은 시내와 떨어져 있는 자연적 요소, 

‘흥교사사건’이라는 사회적 요소 등으로 인하여 순수한 불교사원으로 존

재해 왔다. 따라서 다른 유산과는 고립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고, 활

용 콘텐츠 개발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실크로드 시안단 유산 콘텐츠 개발은 개체적 유적지

가 본 유적지만의 발전을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른 유적지와 협

력하여 상위층의 콘텐츠 개발이 부족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우선 

문화원형에 의한 콘텐츠 개발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각 유적지를 원형 

차원에서 보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

한, 대안탑은 이미 인정받은 사례라 이것을 점으로 삼아 다른 유적지와 

협력하여 콘텐츠 개발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본다. 이미 익숙한 유

적지를 통하여 다른 유적지와 연관시키면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

고, 마지막으로 주변으로 확산되는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 문화콘텐츠

의 개발은 인문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단순한 관광업과 여행업보다 더 

깊은 가치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동시에 장기적 안목으로 보면 유적지

의 지속적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 대안탑이라는 점을 잘 활용하여 소안

탑, 흥교사탑, 대명궁유지, 미앙궁유지 등 유산을 일체화가 되어 전체적 

측면에서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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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ltural Context Approach for the Promotion of 

Xi’an Section (西安段) of Silk Road

- Focused on Great Wild Goose Pagoda, Small 

Wild Goose Pagoda and Xingjiaosi Pagodas -

Bai, Ju ‧ Kim, Ki Duk

Xi’an section of the Silk Road refers to the Silk Road World Heritage 

Site in Xi'an, and sometimes includes Silk Road heritages unregistered as 

the world heritage. The current Silk Road World Heritage Sites belonging to 

the Xi’an section include Weiyang Palace in Chang’an City of the Western 

Han Dynasty, Daming Palace in Chang’an City of Tang Dynasty, Great 

Wild Goose Pagoda, Small Wild Goose Pagoda and Xingjiaosi Pagodas. 

Great Wild Goose Pagoda currently serves as a city square, Small Wild 

Goose Pagoda as a civilian park, and Xingjiaosi Pagodas as a Buddhist 

temple. However, the current situation is that there is a lack of systematic 

development due to the unbalanced development among the historical sites 

and the application of contents at individual levels.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history and position of Xi’an, as 

well as its connection with the Silk Road. In addition, the paper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application of the world heritage Xi’an Section as the 

cultural content, focusing on Great Wild Goose Pagoda, Small Wild Goose 

Pagoda and Xingjiaosi Pagodas.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it puts forward tentative approach to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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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of the Xi'an section of Silk Road.

Key Words : Xi’an, Xi’an Section, Silk Road, cultural content, cultural 

archetype, world herit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