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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학과
(Department of World Heritage)

1. 교육목표 

  세계유산학과는 세계유산의 등재와 활용, 보존분야에서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세계유산제도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국제적 수준의 이론적 역량과 함께, 이를 현장에 접목하여 문화유산

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지속가능하게 보존 관리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추구한다.

2. 전공분야 

과 정 전공분야 

석 사 세계유산보존, 세계유산활용

박 사 세계유산보존, 세계유산활용

석·박사 통합 세계유산보존, 세계유산활용

3. 교과목해설

DWDH53092 세계유산입문(WORLD HERITAGE STUDIES) [3학점 3시간]

 문화유산의 개념적 기초, 세계유산의 종류와 개념, 세계유산 관련 국제조직 등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학습한다.

DWDH53093 세계유산세미나(SEMINAR FOR WORLD HERITAGE STUDIES) [3학점 3시간]

 세계유산의 성격과 역사적, 지리적 층위, 지역효과, 이해당사자 등의 유산관련 핵심 이슈를  

 논의하고 이해한다. (학술교류 학점 과목으로 운영)

DWDH53094 무형유산론(THEORY OF INTANGIBLE HERITAGE) [3학점 3시간]

 무형유산의 종류, 세계적인 분포와 특징, 무형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국제적 사례 등을  

 학습한다.

DWDH53095 문화유산론(THEORY OF CULTURAL HERITAGE) [3학점 3시간]

 문화유산에 대한 제반이론들을 세계유산센터의 아카이브 자료를 통해 학습한다.

DWDH53096 세계유산지리(MAPPING WORLD HERITAGE) [3학점 3시간]

 National Geographic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유산지리를 모델로 세계적인 분포, 지역성에  

 따른 유산의 특성, 문화적 역사적 배경 등을 학습한다.(학술교류 학점 과목 운영)

DWDH53097 세계기록유산(HERITAGE:MEMORY AND IDENTITIY) [3학점 3시간]

 세계기록유산의 종류와 국제적 사례, 기록유산의 등재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학습한  

 다.

DWDH53098 복합유산론(MIXED HERITAGE:ISSUES AND PERSPECTIVES) [3학점 3시간]



557

 복합유산의 종류와 국제사례, 복합유산의 성격에 대하여 핵심쟁점을 위주로 학습한다.

DWDH53099 세계유산지리학(GEOGRAPHICAL PERSPECTIVE ON WORLD HERITAGE) [3학점 3시간]

 지리학적 시각에서 세계유산을 연구하며, 지리적 특성, 문화적 층위 등에 대하여 공간이론  

 과 분석방법을 결합하여 학습한다.

DWDH53100 세계유산건축학(ARCHITECTURAL PERSPECTIVES ON WORLD HERITAGE) [3학점 3시간]

 건축물과 건물군을 중심으로 하여 건축이론과 건축발달사 등의 측면에서 세계유산의 성격  

 과 특징을 학습한다.

DWDH53101 세계유산문화콘텐츠학(CULTURAL CONTEXTS ON WORLD HERITAGE) [3학점 3시간]

 문화콘텐츠학의 제반 이론과 내용을 중심으로 세계유산을 분석하고 콘텐츠 구축을 위한 기  

 초지식을 학습한다.

DWDH53102 세계유산교육학(WORLD HERITAGE EDUCATION) [3학점 3시간]

 세계유산을 교육학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유산을 통한 교육적 가치와 교육방법, SNS의 활용  

 과 내용구성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DWDH53103 세계유산산업론(THEORIES AND PRACTICES OF HERITAGE INDUSTRY) [3학점 3시간]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관광, 마이스산업 등과 결합한 산업화 방안과 이론적 토대 등에 대하  

 여 국제사례를 분석하여 학습한다.

DWDH53104 원격탐사론(REMOTE SENSING) [3학점 3시간]

 원격탐사의 기본개념과 이론, 분석방법과 IDRISI 등의 분석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지식을 학  

 습하고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하여 응용력을 높인다.

DWDH53105 현장연구세미나(SEMINAR FOR FIELD RESEARCH) [3학점 3시간]

 고고학과 인류학, 지리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장조사연구방법론 중심으로 학습한다.

DWDH53106 세계유산탐사실습(PROFESSIONAL TRAINING FOR WORLD HERITAGE STUDIES)

[3학점 3시간]

 세계유산과 문화유산과 관련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제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방식  

 을 현장답사 위주로 학습한다. (학술 교류 과목으로 운영)

DWDH53107 종교학세미나(SEMINAR FOR RELIGIOUS STUDIES EVALUATION) [3학점 3시간]

 세계유산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신성공간(sacred place)에 대하여 비교종교학적 시각에서  

 학습한다.

DWDH53108 문화경관세미나(SEMINAR FOR CULTURAL LANDSCAPE) [3학점 3시간]

 경관론의 발달사와 해석론, 문화경관의 구성요소에 대한 분석방법 등을 세계유산 사례를 중  

 심으로 학습한다.

DWDH53109 역사건축세미나(SEMINAR FOR HISTORIC BUILDINGS) [3학점 3시간]

 역사건축물에 대하여 세계유산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다양한 건축사적 이론과 발달사를 학  

 습한다.

DWDH53110 시민지역공동체참여론(CIVIC AND COMMUNITY INVOLVEMENT) [3학점 3시간]

 커뮤니티 계획의 기초이론을 학습하고 세계유산과 관련한 지역공동체의 참여 등에 대하여  

 사례중심으로 학습한다.

DWDH53111 보존과학입문(INTRODUCTION TO CONSERVATION SCIENCE) [3학점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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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과학의 전반적인 방법론과 이론, 발달사에 대하여 학습한다.

DWDH53112 유산계획론(INTRODUCTION TO HERITAGE PLANNING) [3학점 3시간]

 문화유산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공공계획의 수립과 방재계획 등의 전반적  

 인 계획 기제의 기초를 세계유산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DWDH53113 보존관리계획론(CONSERVATION MANAGEMENT AND PLANNING) [3학점 3시간]

 세계유산의 보존원칙과 보존관리 사례, 보존관리 이론과 철학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한  

 다.

DWDH53114 문화유산보존실습(CULTURAL HERITAGE & CONSERVATION PRACTICE) [3학점 3시간]

 실제 유산에 대한 관리 보전계획의 수립 절차와 수립 방법을 세계유산의 기존 사례를 분석  

 하고 실제 문화유산에 적용하여 실습한다. (학술 교류 과목으로 운영)

DWDH53115 문화경관보존학(CONSERVATION OF CULTURAL LANDSCAPE) [3학점 3시간]

 문화경관에 대한 해석 방법을 이해하고, 실제 문화경관을 보전하는 원칙과 보존계획의 수립  

 방법을 세계유산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DWDH53116 보전재료기술론(MATERIALS AND TECHNIQUES FOR CONSERVATION) [3학점 3시간]

 벽화와 암석, 목재, 흙 등으로 구성된 유산에 대한 보존방법과 재료, 처리방법 등을 사례 위  

 주로 실습한다.

DWDH53117 유산계획세미나(SEMINAR FOR HERITAGE PLANNING) [3학점 3시간]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계획수립의 절차와 방법을 세계유산 계획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학술 교류 과목으로 운영)

DWDH53118 갈등조정과보존계획(CONFLICT RESOLUTION & CONSERVATION) [3학점 3시간]

 유산과 관련한 이해당사자간의 갈등 유발 사례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국내외 사례 중심  

 으로 학습한다.

DWDH53119 보존이론(IDEAS AND ACADEMIC SYSTEMS OF CONSERVATION THEORY)

[3학점 3시간]

 보전이론체계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이론과 학문적 성과물을 학습한다.

DWDH53120 보존과학세미나(SEMINAR FOR CONSERVATION SCIENCE) [3학점 3시간]

 문화유산 복원과 보전을 위한 다양한 처리기법과 보전철학 등을 보전과학적 측면에서 학습  

 한다. (학술 교류 과목으로 운영)

DWDH53121 자연유산보존학(CONSERVATION OF NATURAL HERITAGE) [3학점 3시간]

 자연유산의 종류에 따라 세계 각국이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보존계획을 분석하고 자연유산  

 보존에 대한 철학적 기초와 분석적 기초를 학습한다.

DWDH53122 도시유산보존학(CONSERVATION OF URBAN HERITAGE) [3학점 3시간]

 도시의 건축유산과 역사지구 등에 대한 보존방법과 활용방법 등을 세계유산 사례를 중심으  

 로 학습한다

DWDH53123 세계유산등재실무론(STUDIES ON WORLD HERITAGE OPERATIONAL GUIDELINE)

[3학점 3시간]

 세계유산 등재절차에 대한 유네스코 지침서를 중심으로 등재의 절차와 실사 과정, 신청서  

 작성과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실무위주로 학습한다. (학술 교류 과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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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DH53124 지속가능발전론(SUSTAINABLE DEVELOPMENT) [3학점 3시간]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기초를 다양한 국제협정서와 국제적인 활용 사례를 중심  

 으로 학습한다.

DWDH53125 유산경영론(HERITAGE MANAGEMENT) [3학점 3시간]

 세계유산 활용을 위한 다양한 산업화와 경영 사례를 세계유산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적으로  

 학습한다.

DWDH53126 문화관광론(CULTURAL TOURISM) [3학점 3시간]

 문화관광의 이론적 기초와 제도적 공간에서의 구현 실례 등을 세계유산을 중심으로 학습한  

 다.

DWDH53127 문화유산과국제협력론(CULTURAL HERITAG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3학점 3시간]

 세계유산과 관련한 국제기구의 종류와 성격, 국제기구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을 실제 현장 체  

 험과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하여 학습한다. (학술 교류 과목 운영)

DWDH53128 세계유산활용입문(INTRODUCTION TO WORLD HERITAGE PROMOTION) [3학점 3시간]

 세계유산의 활용에 대하여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DWDH53129 세계유산국제회의실무(INTERNATIONAL STRATEGIES AND WORLD HERITAGE         

 CONSERVATION) [3학점 3시간]

 세계유산과 관련한 유네스코 세계유산회의에 참석하고 등재 절차와 평가 절차에 대하여 현  

 장 체험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학술 교류 과목으로 운영)

DWDH53130 문화유산정책론(POLICY AND ADMINISTRATIVE SYSTEMS FOR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3학점 3시간]

 문화유산과 관련한 국내외 정책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정책 수립과  

 평가 방법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기초를 학습한다.

DWDH53131 유산사업실무(PROJECT DEVELOPMENT, MANAGEMENT & MARKETING) [3학점 3시간]

 실제 세계유산 관련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경영할 수 있는 기법을 현장 사례 중심으로 학  

 습한다. (학술 교류 과목 운영)

DWDH53132 유산경영세미나(SEMINAR FOR HERITAGE MANAGEMENT) [3학점 3시간]

 문화유산과 관련한 경영학적 쟁점을 도출하고 분석하며, 실제적으로 유산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를 종합적으로 학습한다. (학술 교류 과목 운영)

DWDH53133 문화관광세미나(SEMINAR FOR CULTURAL TOURISM) [3학점 3시간]

 문화관광과 관련한 국제적 쟁점을 이해하고 개별관광과 문화관광 위주의 전략과 활용 방안  

 을 세계유산의 사례 중심으로 학습한다.

DWDH53134 세계유산활용세미나(SEMINAR FOR WORLD HERITAGE PROMOTION) [3학점 3시간]

 세계유산 활용에 대한 각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미래의 활용 전략 과제 도출과 함께 국제적  

 인 쟁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세계유산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