렝게티의 광활한 초원부터 비엔나, 리마, 교토의 역사도시까지,
이베리아 반도의 선사시대 암각화부터 자유의 여신상까지,
알제의 카스바부터 베이징의 황궁까지,
이 곳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지닌다.
모두 인류의 탁월한 문화적, 자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세계유산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세대도 세계유산의 가치를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지도에 사용된 지명과 자료에 관련된 국가, 영토, 도시, 지역
또는 국경의 법적 문제는 유네스코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공식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표시된 숫자는 개별 국가 내의 유산 등재 순서이다.

뒷면에 국가별 목록이 있다.
세계유산협약 가입국가만 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점선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합의한 잠무와 카슈미르의 임시
정전라인을 의미한다.
잠무와 카슈미르의 국가 경계선은 미 합의 상태이다.
수단공화국과 남수단공화국의 최종 국가 경계선은 확정되지
않았다.

2012년 10월 기준 국제연합(UN) 국가
경계선을 따른다.
http://unesco.or.kr/heritage
http://whc.unesco.org
http://www.nationalegeograph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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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네스코 2012(영어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한글판)

유네스코 세계유산지도의 한글판은 아시아나항공의 후원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발간하였습니다.
With the support of the

Cambodi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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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스 정적 도법

약 400 ㎢에 달하는 앙코르 유적지의 중심에 위치한 앙코르 와트 사원의 탑들은 마치 연꽃의
봉우리들처럼 구름을 뚫고 하늘로 솟아있다. 크메르 왕국의 왕들은 8~16세기 동안
수십 개의 사원들과 삶에 필요한 수로 그리고 저수지를 앙코르 유적지에 건설했다.
이 유적지는 크메르 왕국의 웅장했던 여러 개의 수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유적지 중 하나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호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앙코르 유적 주변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 Our Place 세계유산 컬렉션

OUR PLACE 세계유산 포토뱅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협력하여
만들어졌다. OUR PLACE 팀은
현재 전세계 85개국에 위치한
세계유산 350 여점의 사진을
소장하고 있다.
사이트주소: www.
ourplaceworld
herita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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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도시프로그램은 난개발 및 부적절한
건설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살아있는 역사적
도시 중심부와 문화 및 건축 유산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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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로고는 세계의 자연과 문화 다양성의
상호의존성을 상징한다. 가운데 사각형은
인간의 기술 및 영감이 성취한 결과를 보여주며,
바깥의 원은 자연을 나타낸다.
도안의 둥근 형태는 세계를 나타내며,
인류가 함께 세계유산을 보호하자는
뜻이 담겨있다.
소도서 프로그램은 카리브 해와 대서양,
태평양과 인도양 섬의 유산 보존에
중점을 둔다.

흙건축물 보존프로그램은 자연재해와
산업화로 위협받고 있는 흙건축물의 보존과
재건을 위한 것이다. 현재 세계유산목록 중
약 100여 개 유산의 일부 혹은 전체가 흙으로
만들어졌다.

문화 유산은 역사적, 심미적, 고고학적, 과학적,
민족적, 인류학적 가치가 있는 기념물, 건물,
장소를 말한다. 자연 유산은 뛰어난 물리적,
생물학적, 지질학적 특성을 지닌 곳으로 과학적,
환경적, 심미적 가치가 있는 장소와 멸종위기
종들의 서식처를 포함한다. 복합 유산은
문화적, 자연적 가치를 모두 포함한다.

세계유산지역은 세계의 문화와 자연 유산에
크게 기여하는 각 유산의 중요성에 따라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다.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으며,
미래 세대에게 중요한 자산이 된다.

전세계 세계유산 삼림 106개 지역은 8천만
헥타르 이상의 삼림지대를 보호한다.
이것은 세계 삼림면적의 2%를 차지하며,
전세계적으로 보호되는 산림의 약 13%에
해당한다.

지구의 생물다양성 보전은 인류 복지에
매우 중요하다.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생물다양성으로 중요한 지역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농지 이용, 외래종, 밀렵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세계유산 지속가능 관광프로그램은 방문객이
환경과 지역문화를 존중하고 지역민의 삶의 향상에
기여하면서 세계유산 지역을 관광하도록 돕는다.

로빈슨 도법
축척 1:43,7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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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11월 16일 파리에서 열린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유산 해양프로그램은 미래세대를 위해
해양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국가가 해양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준다. 현재 세계유산목록에 46곳의
해양지역이 등재되어 있다.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최소 기원후 500년경 지어진 오만의 아플라즈 관개 시설은 지역주민들의 뿌리깊은 공동체적
가치를 대표한다. 방어를 위한 감시탑을 갖춘 이 관개 시설은 중력을 이용하여 샘으로부터
집과 들판으로 물을 보내는데, 세심한 관리와 공유로 보존되어 왔다.

우루과이의 콜로니아 델 사크라멘토 역사 지구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도시들의 경관을 잘 보존하고 있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도시가 세워진 1680년부터 이뤄진 풍부한 문화적 조화를 볼 수 있다. 도시의 자갈길과 대포를 배치했던 두꺼운 벽들은 한 세기
동안 각자 이 도시를 리오델라플라타의 전략적 요충지로 삼으려던 두 제국 간의 치열했던 대립의 역사를 보여준다.

벨기에 남부에 위치한 왈로니아의 4개 광산 유적은 산업혁명의 역사를 보존하고 있다. 19~20세기에는 유럽 전역의
첨단 기술과 노동자들이 이곳으로 모였다. 이곳은 산업화의 업적을 기리는 동시에 산업화의 비극을 추모하는
장소이다.

에티오피아 하라르 역사 요새(주골) 도시는 이슬람 문화와 아프리카 문화의 교차점
이다. 요새 안에는 100개 이상의 신전과 82개의 모스크가 있는데, 이 중 3개는
10세기의 것이다. 이 요새 도시는 고대 교역의 중심지로, 하라리 연립주택 및
인도 상인들의 집들과 같은 독특한 건축 양식을 발전시켰다.

세계에서 가장 큰 맹그로브 숲 중 하나인 순다르반은 강의 삼각주가 바다를 만나는 방글라데시의 해안에 위치
하고 있다. 미로 같은 수로(水路)는 조수(潮水)를 따라 수위가 오르내리며,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뱅갈호랑이,
악어, 그리고 비단뱀들의 안식처이다.

과학자들은 중국 운남성에 위치한 청지앙 화석 유적에서 지금까지 약 200개에 달하는 동물 종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단서들을 발견했다. 이 단서들은 5억 3천년 전, 캄브리아기 초기에 생명체가 얼마나 빠른
분화(分化)를 했는지 보여준다.

© UNESCO / 등재신청서 / 폴 콜린스

© UNESCO / 파올라 비에시

© UNESCO / 등재신청서 / SPW 벨기에 유산국

© UNESCO / 등재신청서 / 프레드릭 보우카리

© 다나 로발브

© 바나나 팬케이크 / 알라미

스웨덴의 부유한 18-19세기 농부들은 유랑 예술가들을 고용하여 목조가옥의 벽을
화려한 그림으로 꾸미게 했다. 그 결과 그들의 민속적 양식, 바로크 양식 및 여러
예술 양식이 어우러져, 독특하게 장식된 헬싱란드의 농장가옥이 만들어졌다.

© UNESCO / 등재신청서 / 청지앙 화석 국립공원 관리위원회

마야인들이 ‘하늘의 기원’이라는 뜻으로 ‘시안 카안’이라 이름 붙인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동쪽 해안은 보초(堡礁)에 둘러 쌓여 있다. 재규어와 퓨마들이 돌아다니는 습지와 열대림
안에는 담수로 차 있는 용식함지(溶蝕陷地)가 있고, 이는 청록 빛 카리브 해와 지하 동굴
망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토지자료: 미국 국립공원청 탐 페터슨
글: 쉘리 스페리
디자인 및 출판: 내셔널 지오그래픽(영어판),
유네스코한국위원회(한글판)

© 라만 모하메드

...문화 유산 및 자연 유산의 일부는 탁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인류전체의 세계유산의 일부로서 보존될 필요가
있다.
...세계유산에 대한 위협요소가 커지고 심각해짐에 따라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호에
국제사회 전체가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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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축소와 제작 상의 이유로 일부 유산의 위치는
근접치로 표시하였다.

© 에디션즈 겔버트

발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호를 위한
정부간 위원회인 “세계유산위원회”를... 유네스코 안에
설치한다.
...동 위원회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 및 자연 유산 목록을... “세계유산목록”이라는 이름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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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모 거북, 듀공, 그리고 상어들이 팔라우의 록 아일랜드 주위의 청록 빛 바다와 산호초 사이를
헤엄친다. 기후 변동으로 인해 인간은 약 400년 전 이곳을 떠났지만, 석회석으로 이루어진
이 섬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해양 호수를 자랑한다.

과달라하라의 호스피시오 카바냐스
파키메(카사스 그란데스) 고고 유적
틀라코탈판 역사 기념물 지대
소치칼코 고고 기념물 지역
캄페체 요새 도시
칼라크물, 캄페체의 고대 마야 도시
케레타로 시에라 고르다의 프란체스코 선교회
루이스 바라간의 집과 스튜디오
캘리포니아 만의 섬과 보호 지역
용설란 재배지 경관과 옛 테킬라 생산 시설
멕시코 국립 자치 대학교 중앙 대학 도시 캠퍼스
산 미겔 보호 지구와 아토토닐코의 나사렛 예수 교회
왕나비 생물권 보전 지역
카미노 레알 데 티에라 아덴트로
오악사카 중앙 계곡의 야굴과 미틀라 선사동굴

모나코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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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1975

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는 인류 보편의 가치가
반영된 문화 및 자연 유산을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해
전세계 국가와 협력한다. 유네스코는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을 채택했다. 190개국이 협약에
가입했으며, 현재까지 962점의 유산이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
이 가운데 문화 유산이 745점, 자연 유산이 188점, 복합 유산
(문화 및 자연 유산)이 29점이다.
아래의 세계유산 목록은 가나다 순의 국가명에 따라 등재 순서대로
정리되었다.
기호설명
문화 유산
자연 유산
복합 유산
초국경 유산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1979 190개 협약 당사국이 각각 세계유산
협약에 가입한 년도
자연요인이나 인간의 개입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세계유산은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그 결과 38점의
세계유산(목록의 굵은 글씨)이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며 이 유산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긴급 보존 대책이 요구된다.

뉴질랜드 1984
테 와히포우나무 공원
통가리로 국립공원
뉴질랜드 남극 연안 섬

니우에 2001
니제르 1974
아이르와 테네레 자연 보존 지역
니제르 W 국립공원

가나의 성채
아샨티 전통 건축물

가봉 1986
로페 오칸다 생태계 및 잔존 문화 경관

가이아나 1977
감비아 1987
쿤타킨테 섬과 관련 유적

과테말라 1979
티칼 국립공원
안티과 과테말라
퀴리과 고고 공원과 유적

그레나다 1998
그리스 1981
밧새의 아폴로 에피큐리우스 신전
델포이 고고 유적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아토스 산
메테오라
테살로니카의 초기 기독교와 비잔틴 기념물군
에피다우루스의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로도스 중세 도시
미스트라스의 고고 유적
올림피아 고고 유적
델로스 섬
다프니 수도원, 호시오스루카스 수도원, 키오스 섬의
네아모니 수도원
사모스 섬의 피타고레이온과 헤라 신전
아이가이(베르기나) 고고 유적
미케네•티린스 고고 유적
성 요한 수도원과 파트모스 섬 요한계시록 동굴
코르푸 옛 시가지

기니 1979
기니비사우 2006
나미비아 2000
트위펠폰테인 암각화 지대

나이지리아 1974
수쿠르 문화 경관
오순-오소그보 신성 숲

남아프리카공화국 1997

보야나 교회
마다라 기수상
카잔루크의 트라키아 인 무덤
이바노보의 암굴 성당군
네세바르 고대 도시
릴라 수도원
스레바르나 자연 보호 지역
피린 국립공원
스베슈타리의 트라키아 인 고분

방다르갱 국립공원
우아단•싱게티•티시트•우알라타 고대 도시

모잠비크 1982

브라질 1977
오루 프레투 역사 도시
올린다 역사 지구
살바도르 데 바이아 역사 지구
콩고냐스의 봉 제수스 성역
이구아수 국립공원
브라질리아
세라 다 카피바라 국립공원
상 루이스 역사 지구
디스커버리 해안 대서양림 보호 지역
남동부 대서양림 보호 지역
지아만치나 역사 지구
중앙 아마존 보전 지역
판타나우 보존 지구
세하도 열대우림 보호 지역: 차파다 두스 베아데이루스와
에마스 국립공원
브라질 대서양 제도: 페르난두 데 노로냐와 아톨 다스 로카스
보호 지역
고이아스 역사 지구
상 크리스토바웅의 상 프란시스쿠 광장
리우데자네이루: 산과 바다 사이의 카리오카 경관

몬테네그로 2006
코토르 자연•역사 문화 지구
두르미토르 국립공원

몰도바 2002
몰디브 1986
몰타 1978
할 사플리에니 지하 신전
발레타
몰타의 거석 신전

대한민국 1988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화성
경주 역사 지구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조선 왕릉
한국의 역사 마을: 하회와 양동

브루나이 2011
사모아 2001
사우디아라비아 1978
알 히즈르 고고 유적(마다인 살리)
아드 디리야의 아트 투라이프 지구

산마리노 1991
산 마리노 역사 지구와 티타노 산

덴마크 1979
옐링의 고분, 비석과 성당
로스킬레 대성당
크론보르 성
일룰리사트 얼음 피오르

상투메프린시페 2006
세네갈 1976
고레 섬
니오콜로 코바 국립공원
주지 국립 조류 보호 구역
생루이 섬
살룸 삼각지
바사리 지역: 바사리, 풀라, 베디크 문화 경관

도미니카 1995
모르네 트루아 피통 국립공원

도미니카공화국 1985
산토 도밍고 식민 도시

독일 1976
아헨 대성당
슈파이어 대성당
뷔르츠부르크 주교관
비스 순례 성당
브륄의 아우구스투스부르크 성과 팔켄루스트
힐데스하임 성 마리아 성당과 성 미샤엘 교회
트리어 로마 유적, 성 베드로 성당과 성모 마리아 성당
한자 동맹 도시 뤼베크
포츠담•베를린의 궁전과 공원
로르슈의 수도원과 알텐뮌스터
람멜스베르크 광산과 고슬라 옛 시가지 및 오버하르츠의
물 관리 시스템
밤베르크 중세 도시 유적
마울브론 수도원 지구
크베들린부르크의 협동 교회, 성채, 옛 시가지
푈클링겐 제철소
메셀 화석 유적
쾰른 대성당
바우하우스와 바이마르•데사우의 바우하우스 유적
아이슬레벤과 비텐베르크의 루터 기념물
고전주의 고장, 바이마르
바르트부르크 성
베를린 박물관 섬
라이헤나우 수도원 섬

레바논 1983
안자르
바알베크
비블로스
티레
콰디샤 계곡과 백향목 숲

레소토 2003
루마니아 1990
도나우 강 삼각주
트란실바니아 요새 교회
호레주 수도원
몰다비아 교회군
오러슈티에 산맥의 다키아 요새
시기쇼아라 역사 지구
마라무레슈 목조 교회

룩셈부르크 1983
룩셈부르크 중세 요새 도시

르완다 2000
리비아 1978
렙티스 마그나 고고 유적
사브라타 고고 유적
키레네 고고 유적
타드라르트 아카쿠스 암각화 유적
가다메스 옛 시가지

베마하라 칭기 자연 보존 지역
암보히망가 왕실 언덕
아치나나나 열대우림

마셜 제도 2002
비키니 환초 핵 실험지

마케도니아 공화국 / 옛 유고 연방 1997
오흐리드 지역의 자연 유산 및 문화 유산

말라위 1982

네팔 1978
사가르마타 국립공원
카트만두 계곡
치트완 국립공원
룸비니, 부처의 탄생지

노르웨이 1977
우르네스 목조 교회
브뤼겐
뢰로스 광산 도시

© 문화재청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하회 마을), 대한민국

마다가스카르 1983

쇼클란트와 그 주변 지역
암스테르담 방어선
킨더데이크 엘샤우트 풍차망
빌렘스타트 내륙지방, 역사 지구와 항구
D. F. 보우다 증기기관 양수장
베임스터르 간척지
리트펠트 슈뢰더 하위스
싱겔 운하 내 암스테르담의 17세기 원형 운하 지역

포토시 광산 도시
치키토스의 예수회 선교단 부락
수크레 역사 도시
사마이파타 암벽화
티와나쿠
노엘 켐프 메르카도 국립공원

불가리아 1974

모리타니 1981

빌뉴스 역사 지구
케르나베 고고 유적

네덜란드 1992

볼리비아 1976

고구려 고분군

아프라바시 가트
르몬 문화 경관

리투아니아 1992

이시망갈리소 습지 공원
로벤 섬
스테르크폰테인, 스와르트크란스, 크롬드라이 화석 인류 유적
우카흘람바 드라켄즈버그 공원
마푼구베 문화 경관
케이프 식물 구계 보호 구역
브레드포트 돔
리흐터스펠트 문화 및 식물 경관

초딜로

북한 1998

니카라과 1979

© UNESCO / 등재신청서 / 루이 살라베리

리오데자네이루: 산과 바다 사이의 카리오카 경관, 브라질

보츠와나 1998

부탄 2001

레온 비에호 유적
레온 대성당

가나 1975

모스타르 옛 시가지의 다리
비에슈그라드의 메흐메드 파샤 쇼콜로비차 다리

로로페니 유적

모리셔스 1995

바이칼 호
캄차카 화산군
알타이 황금 산맥
캅카스 서부 지역
카잔 크렘린 역사 건축물
페라폰토프 수도원 유적
시호테 알린 산맥 중부 지역
데르벤트의 성채, 고대 도시, 요새 건물
노보데비치 수도원
브란겔랴 섬의 자연 보호 지역
야로슬라블 역사 지구
푸토라나 고원
레나 필라스 자연 공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1993

부르키나파소 1987

모잠비크 섬
알타의 암각화
베가 제도
노르웨이 서부 피오르 - 에이랑에르피오르와 네뢰위피오르

벨리즈 산호초 보호 지역

부룬디 1982

페스의 메디나
마라케시의 메디나
아이트 벤 하두의 크사르
메크네스 역사 도시
볼루빌리스 고고 유적
테투안의 메디나(옛 티타윈)
에사우이라의 메디나(옛 모가도르)
마자간 포르투갈 요새(엘 자디다)
라바트, 근대 수도와 역사 도시: 공동 유산

르웬조리 산지 국립공원, 우간다
© 존 워버튼-리 / 알라미

벨리즈 1990

데사우 뵐리츠 정원
에센의 졸버레인 탄광 산업 단지
슈트랄준트•비스마어 역사 지구
중상류 라인 계곡
브레멘 시청과 롤란트 상
슈타트암호프와 레겐스부르크 옛 시가지
베를린 모더니즘 주택 단지
알펠트의 파구스 공장
바이로이트 마르크그라프 오페라 하우스

라오스 1987
루앙 프라방
참파삭 문화 경관 내 왓 푸 사원과 고대 주거지

라이베리아 2002
라트비아 1995
리가 역사 지구

러시아 1988
상트페테르부르크 역사 지구와 관련 기념물군
키지 포고스트
모스크바의 크렘린 궁전과 붉은 광장
노브고로드 역사 기념물군과 주변 건축물
솔로베츠키 제도 문화 역사 유적군
블라디미르와 수즈달의 백색 기념물군
세르기예프 포사드의 트로이체 세르기예프 수도원 고고 유적
콜로멘스코예의 예수 승천 교회
코미 원시림

말라위 호수 국립공원
총고니 암각화 유적

말레이시아 1988
키나발루 공원
구눙 물루 국립공원
말라카 해협의 역사 도시, 믈라카와 조지타운
렝공 계곡 고고 유산

말리 1977
젠네의 옛 시가지
팀북투
반디아가라 절벽
아스키아 무덤

멕시코 1984
시안 카안 생물권 보전 지역
팔렌케 선(先) 스페인 도시와 국립공원
멕시코 시티와 소치밀코 역사 지구
테오티우아칸 선(先) 스페인 도시
오악사카 역사 중심지와 몬테 알반 고고 유적
푸에블라 역사 지구
과나후아토 역사 마을과 주변 광산 지대
치첸이트사 선(先) 스페인 도시
모렐리아 역사 지구
엘 타힌 선(先) 스페인 도시
엘 비스카이노 고래 보호 구역
사카테카스 역사 지구
시에라 데 산 프란시스코의 암각화
포포카테페틀의 16세기 수도원
욱스말 선(先) 스페인 도시
케레타로 역사 기념물 지대

몽골 1990
오르콘 계곡 문화 경관
몽골 알타이의 암각 예술군

미국 1973
메사 버드 국립공원
옐로스톤 국립공원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
독립기념관
레드우드 국립공원
매머드 동굴 국립공원
올림픽 국립공원
카호키아 마운드 역사 유적
그레이트 스모키 산맥 국립공원
푸에르토리코의 라 포텔레사와 산 후안 국립 역사 지구
자유의 여신상
요세미티 국립공원
차코 문화
몬티셀로와 버지니아 대학교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
푸에블로 데 타오스
칼즈배드 동굴 국립공원
파파하노모쿠아키아

미얀마 1994
미크로네시아 2002
바누아투 2002
로이 마타 추장 영지

바레인 1991
칼라트 알바레인 - 고대 항구와 딜문의 수도
섬 경제의 증거, 진주 채취

세르비아 2001
스타리 라스와 소포차니
스투데니차 수도원
코소보 중세 유적지
감지그라드 로물리아나, 갈레리우스 궁전

세이셸 1980
알다브라 환초
발레드메 자연 보호 지역

세인트루시아 1991
피통스 관리 지역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2003
세인트키츠네비스 1986
브림스톤 힐 요새 국립공원

솔로몬 제도 1992
동(東) 렌넬

수단 1974
게벨 바르칼과 나파탄 지구 유적
메로에 섬의 고고 유적지

수리남 1997
중앙 수리남 자연 보존 지역
파라마리보의 역사 내부 도시

스리랑카 1980
아누라다푸라 신성 도시
폴로나루와 고대 도시
시기리야 고대 도시
신하라자 삼림 보존 지역
캔디 신성 도시
갈 옛 시가지와 요새
담불라 황금 사원
스리랑카의 센트럴 하이랜드

생 갈 수도원
뮈스타이어의 성 요한 베네딕트 수녀원
베른 옛 시가지
벨린초나의 3개의 성과 성곽
알프스 융프라우 알레치
라보의 포도원 테라스
스위스 사르도나 지각 표층 지역
라 쇼드퐁•르 로클 시계 제조 계획 도시

스페인 1982
코르도바 역사 지구
그라나다-알람브라, 헤네랄리페, 알바이신
부르고스 대성당
마드리드의 에스코리알 수도원 유적
안토니 가우디의 건축
알타미라 동굴과 스페인 북부의 구석기시대 동굴 예술
세고비아 옛 시가지와 수도교
오비에도와 아스투리아스 왕국 기념물군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옛 시가지
아빌라 옛 시가지와 대성당
아라곤의 무데하르 건축
톨레도 역사 도시
가라호네이 국립공원
카세레스 옛 시가지
세비야 대성당, 알카사르, 인디아스 고문서관
살라망카 옛 시가지
포블레트 수도원
메리다 고고 유적군
산타 마리아 데 과달루페 왕립 수도원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례길
도냐나 국립공원
루엥카 성곽 도시
발렌시아의 라 론하 데 라 세다
라스 메둘라스
바르셀로나의 카탈라냐 음악당과 산트 파우 병원
산 밀란 유소•수소 수도원
이베리아 반도 지중해 연안의 암각화
알칼라 데 에나레스 대학과 역사 지구
이비사의 생물 다양성과 문화
산 크리스토발 데 라 라구나
타라코 고고 유적군
엘체의 야자나무 숲
루고의 로마 시대 성벽
발 데 보이의 카탈루냐 로마네스크 교회
아타푸에르카 고고 유적
아란후에스 문화 경관
우베다•바에사의 르네상스 기념물군
비스카야 대교
테이데 국립공원
헤라클레스의 탑
트라문타나 산맥의 문화 경관

슬로바키아 1993
블콜리네츠
반스카 슈티아브니차 역사 도시와 기술 기념물
레보차, 스피슈 성과 그 주변 기념물
바르데요프 도시 보존 지구
슬로바키아 카르파티아 산맥의 목조 교회

슬로베니아 1992
슈코치안 동굴

시리아 1975
다마스쿠스 고대 도시
보스라 고대 도시
팔미라 유적
알레포 고대 도시
기사의 성채와 살라딘 요새
북시리아의 고대 마을

시에라리온 2005
싱가포르 2012
아랍에미리트 2001
알 아인의 문화 유적지

아르메니아 1993

아르헨티나 1978
로스 글라시아레스 국립공원
이구아수 국립공원
발데스 반도
리오 핀투라스 암각화
이치괄라스토•탈람파야 자연 공원
코르도바의 예수회 수사 유적과 대목장
우마우카 협곡

싱벨리어 국립공원
쉬르트세이 섬

아이티 1980
국립 역사 공원-시타델, 상 수시, 라미에르

아일랜드 1991
보인 굴곡부의 고고 유적군
스켈리그 마이클

아제르바이잔 1993
시르반샤 궁전과 메이든 탑이 있는 바쿠 성곽 도시
고부스탄 암각화 문화 경관

아프가니스탄 1979
얌의 첨탑과 고고 유적
바미얀 계곡의 문화 경관과 고고 유적

안도라 1997
마드리우 페라피타 클라로 계곡

츠헤타의 역사 기념물
바그라티 성당과 겔라티 수도원
어퍼 스바네티

중국 1985
바이로이트 마르크그라프 오페라 하우스, 독일

에콰도르 1975
갈라파고스 제도
키토
상가이 국립공원
쿠엔카 역사 지구

에티오피아 1977
시미엔 국립공원
랄리벨라 암굴 교회군
파실 게비, 곤다르 지구
아와시 강 하류 유역
티야
악숨
오모 강 하류 유역
하라르 역사 요새(주골) 도시
콘소 문화 경관

엘살바도르 1991
호야 데 세렌 고고 유적

영국 1984
자이언츠 코즈웨이와 해안
더럼 성과 대성당
아이언브리지 계곡
스터들리 왕립 공원과 파운틴스 수도원 유적
스톤헨지와 에이브베리 거석 유적
귀네드의 에드워드 1세 시대 성곽군
세인트 킬다 군도
블레넘 궁전
배스
웨스트민스터 궁,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세인트 마거릿 교회
헨더슨 섬
런던 탑
캔터베리 대성당, 세인트 오거스틴 수도원 및
세인트 마틴 교회
에든버러 구 시가지와 신 시가지
고프 섬과 이낵세시블 섬
그리니치 해변
오크니 제도 신석기 유적
버뮤다의 세인트 조지 역사 도시와 방어물
블래나번 산업 경관
도싯과 동부 데번 해안
더웬트 계곡 방적 공장
뉴 래너크
솔테어
큐 왕립 식물원
리버풀-해양 무역 도시
콘월과 서부 데본 광산 경관
폰트치실트 다리와 운하

예멘 1980
시밤 옛 성곽 도시
사나 옛 시가지
자비드 역사 도시
소코트라 군도

오만 1981
바흘라 요새
바트•알쿠틈•알아인 고고 유적
프란킨센스 유적
아플라즈 관개 시설

카카두 국립공원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윌랜드라 호수 지역
태즈메이니아 야생 지대
로드 하우 제도
곤드와나 열대우림
울루루-카타 추타 국립공원
퀸즈랜드 열대 습윤 지역
샤크 만
프레이저 섬
오스트레일리아 포유류 화석 유적(리버슬레이/나라쿠르테)
허드 맥도널드 제도
매쿼리 섬
블루마운틴 산악 지대
푸눌룰루 국립공원
왕립 전시관과 칼턴 정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교도소 유적
닝갈루 해안

잘츠부르크 역사 지구
쇤브룬 궁전과 정원
잘츠카머구트 지방의 할슈타트-다흐슈타인 문화 경관
제메링 철도
그라츠 역사 지구와 에겐베르크 성
바하우 문화 경관
빈 역사 지구

부트린트
베라트•지로카스트라 역사 지구

온두라스 1979

방글라데시 1983

코판 마야 유적
리오 플라타노 강 생물권 보전 지역

바게르하트의 모스크 도시
파하르푸르의 불교 유적
순다르반

요르단 1975
페트라
쿠세이르 암라
움 아르 라사스(카스트롬 메파아)
와리 럼 보호 구역

베냉 1982
아보메 왕궁

베네수엘라 1990
코로 항구
카나이마 국립공원
카라카스 대학 건축물

우간다 1987
브윈디 천연 국립공원
르웬조리 산지 국립공원
카수비 부간다 왕릉군

베트남 1987

미르 성
네스비쉬의 라지비우 가의 건축, 주거, 문화 복합공간

조지야 1992

오스트리아 1992

알바니아 1989

바티칸 시

벨라루스 1988

적도기니 2010

오스트레일리아 1974

아이슬란드 1995

바티칸 시국 1982

브뤼셀의 그랑플라스
플랑드르 지방의 베긴회 수녀원
상트르 운하, 4개의 리프트와 주변 지역
브루게 역사 지구
건축가 빅토르 오르타의 저택
스피엔네스의 신석기 시대 플린트 광산(몽스)
투르네의 노트르담 대성당
플랑탱-모레투스 박물관
스토클레 저택
왈로니아의 광산 유적

잠비아 1984

예루살렘 옛 시가지와 성곽

아흐파트와 사나힌 수도원
에치미아진의 성당과 교회, 즈바르트노츠의 고고 유적지
게하르트 수도원과 아자트 계곡

브리지타운과 요새

벨기에 1996

자메이카 1983

예루살렘(요르단에 의해 등재 신청)

바베이도스 2002

후에 기념물 복합지구
하롱베이
호이안 고대 도시
미선 유적
퐁나케방 국립공원
탕롱의 제국주의 시대 성채 중앙 구역
호 왕조의 요새

이쓰쿠시마 신사
고대 나라의 역사 기념물
닛코의 신사와 사찰
류큐 왕국의 구수쿠 유적지과 관련 유산
기이 산지의 영지와 참배길
시레토코
이와미 은광과 문화 경관
오가사와라 제도
히라이즈미-불교 정토 사상을 대표하는 사찰, 정원,
고고 유적군

스위스 1975

우루과이 1989
콜로니아 델 사크라멘토 역사 지구
© 스토잔 스토자노브스키

오호리드 지역의 자연 유산 및 문화 유산, 마케도니아 공화국/옛 유고 연방

스와질란드 2005
스웨덴 1985
드로트닝홀름 왕실 영지
비르카와 호브가르텐
엥겔스베리 제철소
타눔 암각화
스코그쉬르코고르덴 묘지공원
한자 동맹 도시 비스뷔
라포니안 지역
룰레오의 감멜스타드 성당 마을
칼스크로나 항구
욀란드 남부 농업 경관
팔룬의 구리 광산 지역
바르베리 무선 방송국
헬싱란드의 장식 농장가옥

알제리 1974
베니함마드 요새 도시
타실리 나제르
음자브 계곡
지에밀라
티파사 고고 유적
팀가드 고고 유적
알제의 카스바

앙골라 1991
앤티가바부다 1983
에리트레아 2001
에스토니아 1995
탈린 역사 지구(옛 시가지)

우즈베키스탄 1993
이찬 칼라
부하라 역사 지구
샤크리스얍즈 역사 지구
사마르칸트-문화 교차로

우크라이나 1988
키예프의 성 소피아 대성당과 수도원 건물들, 키예프
페체르스크 라브라
라비프 역사 지구
부코비나 거주지역과 달마티아 대도시

이라크 1974
하트라
아슈르(칼라트 샤르카트)
사마라 고고 유적 도시

이란 1975
초가잔빌
페르세폴리스

© UNESCO / 등재신청서 / 바이에른 팔라스, 가든, 레이크 부서 (BSV)

에스파한의 메이단 에맘
타흐트 술레이만
파사르가대
밤 지역 문화 경관
술타니야
비수툰
이란 아르메니아 교회 수도원 유적
슈슈타르 관개 시설
아르다빌의 셰이크 사피 알딘 카네가와 사원 유적군
타브리즈 역사 지구
페르시아 정원
곤바테 카부스
이스파한의 마스제데 자메

이스라엘 1999
마사다
고대 도시 아크레
텔-아비브 화이트 시티-모더니즘 운동
성서 텔-메기도, 하조르, 베어셰바
향료 교역로-네게브 지역의 사막 도시
하이파와 갈릴리 서부 지역의 바하이교 성지
카르멜 산 인류 진화의 유적지: 나할 메아롯 동굴/
와디 엘 무그하라 동굴

이집트 1974
멤피스와 네크로폴리스-기자에서 다슈르까지의 피라미드
지역
고대 테베와 네크로폴리스
누비아 유적-아부 심벨에서 필레까지
역사 도시 카이로
아부 메나 그리스도교 유적
성 캐트린 지구
와디 알 히탄(고래 계곡)

이탈리아 1978
발카모니카의 암각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교회와 도미니크 수도원 및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피렌체 역사 지구
베네치아와 석호
피사의 두오모 광장
산 지미냐노 역사 지구
마테라의 동굴 주거지와 암석교회
베네토의 비첸차 시와 팔라디오 양식 건축물
시에나 역사 지구
나폴리 역사 지구
크레스피 다다
르네상스 도시 페라라와 포 삼각주
몬테 성
알베로벨로의 트룰리
라벤나의 초기 기독교 기념물
피엔차 역사 지구
카세르타의 18세기 궁전과 공원, 반비텔리 수도교, 산 레우초
사보이 궁중 저택
파도바 식물원
모데나의 대성당, 토레 치비카, 피아차 그란데
폼페이•헤르쿨라네움•토레 안눈치아타 고고 지구
카살레의 빌라 로마나
수 누락시 디 바루미니
포르토베네레, 친퀘 테레와 섬들
코스티에라 아말피타나
아르리젠토 고고 지구
아퀼레이아의 고고 지구와 가톨릭 성당
치렌토•발로 디 디아노 국립공원, 파에스툼과 벨리아
고고 유적지
우르비노 역사 지구
티볼리의 빌라 아드리아나
베로나 시
에올리에 제도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성당과 프란체스코회 유적
빌라 데스테, 티볼리
시칠리아 남동부 발 디 노토의 후기 바로크 도시
피에몬테와 롬바르디아의 사크리 몬티
체르베테리와 타르퀴니아의 에트루리아 인 네크로폴리스
발 도르차
시라쿠사와 판탈리카 바위 네크로폴리스
제노바: 르 스트라다 누오보와 팔라치 데이 롤리
만투바와 사비오네타
돌로미티 산맥
이탈리아의 랑고바르드(568년~774년 권력의 장소)

타이 산
만리장성
베이징과 선양의 명과 청 시대 황궁
둔황 모가오 굴
진시황릉
저우커우뎬 베이징원인 유적
황산
주자이거우 계곡 경관 및 역사 지구
황롱 자연 경관 및 역사 지구
우링위안 자연 경관 및 역사 지구
청더 피서 산장과 주변 사원
취푸의 공자 유적
우당 산의 고대 건축물군
라싸의 포탈라 궁의 역사유적군
루산 국립공원
어메이 산과 러산 대불
핑야오 고대 도시
쑤저우 전통 정원
리장 옛 시가지
천단: 베이징에 있는 황제의 제례 제단
베이징의 황실 정원, 이허위안
우이 산
다쭈 암각화
칭청 산과 두장옌 수리 시설
남부 안후이성 고대 마을-시디춘과 홍춘
룽먼 석굴
명과 청 시대의 황릉
윈강 석굴
윈난성 싼장빙류 보호구
고대 고구려 왕국 수도와 묘지
마카오 역사 지구
쓰촨 자이언트판다 보호 구역
은허
카이핑 댜오러우 건축물과 마을
중국 남부 카르스트
푸젠 성 토루
싼칭 산 국립공원
우타이 산
중국 단샤
천지지중(天地之中)의 덩펑 역사 기념물
항저우의 시후호 문화 경관
상도(上都) 유적
청지앙(澄江) 화석 유적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980
마노보 군다 세인트 플로리스 국립공원

지부티 2007
짐바브웨 1982
마나풀스 국립공원, 사피와 추어 사파리 지역
대 짐바브웨 유적
카미 유적
마토보 언덕

차드 1999
응앵가 호수

체코 1993
프라하 역사 지구
체스키 크룸로프 역사 지구
텔치 역사 지구
젤레나 호라의 성 얀 네포무츠키 순례 교회
쿠트나 호라: 성 바르바라 성당이 있는 역사 지구와
세들레츠에 있는 성모 마리아 대성당
레드니체•발티체 문화 경관
홀라쇼비체 역사 마을 보존 지구

파라과이 1988

그랑프레 경관

케냐 1991
케냐 산 국립공원과 천연림
투르카나 호수 국립공원
라무 옛 시가지
미지켄다 부족의 신성한 카야 숲
대지구대의 케냐 호수 계
몸바사의 예수 요새

코모로 2000
코스타리카 1977

인도네시아 1989
보로부두르 불교 사원군
우중쿨론 국립공원
코모도 국립공원
프람바난 힌두 사원군
산기란 초기 인류 유적
로렌츠 국립공원
수마트라의 열대우림 지역
발리의 문화 경관: 트리 히타 카라나 철학의 표현으로서의
수박 체계

일본 1992
호류사 지역의 불교 기념물
히메지 성
야쿠시마
시라카미 산지
고대 교토의 역사 기념물(교토, 우지, 오쓰 시)
시라카와고와 고카야마 역사 마을
히로시마 평화 기념관(원폭 돔)

파키스탄 1976
모헨조다로 고고 유적
탁실라
타흐티바히의 불교 유적과 사리바롤의 도시 유적
타타의 역사 기념물
라호르 성과 샬리마르 정원
로타스 요새

파푸아뉴기니 1997

코코스 섬 국립공원
과나카스테 보호 지역

쿠크 초기 농경지

팔라우 2002

코트디부아르 1981

록 아일랜드 남쪽의 석호

타이 국립공원
코모에 국립공원
그랑바상 역사 도시

팔레스타인 2011(2011년 11월 23일부터 UNESCO 회원국)
예수의 탄생지: 예수 탄생 교회와 순례길, 베들레헴

콜롬비아 1983

페루 1982

카르타헤나의 항구, 요새, 역사 기념물군
로스 카티오스 국립공원
산타 크루스 데 몸포스 역사 지구
티에라덴트로 국립 고고 공원
산 아구스틴 고고 공원
말펠로 동식물 보호 구역
콜롬비아 커피 문화 경관

콩고 1987
콩고민주공화국 1974
비룽가 국립공원
가람바 국립공원
카후지–비에가 국립공원
살롱가 국립공원
오카피 야생 동물 보호 지역

쿠스코
마추 픽추 역사 보호 지구
차빈 고고 유적
우아스카란 국립공원
찬찬 고고 유적 지대
마누 국립공원
리마 역사 지구
리오 아비세오 국립공원
나스카와 후마나 평원의 선과 지상 그림
아레키파 역사 지구
카랄 수페 신성 도시

라파누이 국립공원
칠로에 섬의 교회들
발파라이소 항구 도시 역사 지구
움베르스톤과 산타 라우라 초석 작업장
세웰 광산 마을

카메룬 1982
드야 동물 보호 지역

카보베르데 1988
시다데 벨라(히베이라 그란드) 역사 지구

카자흐스탄 1994
코자 아흐메드 야사위의 영묘
탐갈리 고고 경관 내의 암면 조각
카자흐스탄 북부 사랴르카 초원•호수 지역

카타르 1984
캄보디아 1991
앙코르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

캐나다 1976
란세오메도스 국립 역사 지구
나하니 국립공원
앨버타 주 공룡 공원
스구앵 과이
헤드 스매시드 버펄로 지대
우드 버펄로 국립공원
캐나다 로키 산맥 공원
퀘벡 역사 지구
그로스 몬 국립공원
루넌버그 옛 시가지
미과샤 국립공원
리도 운하
조긴스 화석 절벽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과라니 족 예수회 선교단 시설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알프스 주변의 선사 시대 호상 가옥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페르퇴/ 노이지들러 호 문화 경관

벨라루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몰도바/ 러시아/ 스웨덴/ 우크라이나
스트루베 측지 아크

벨라루스와 폴란드
벨로베시스카야 푸슈차/ 비아워비에자 삼림 지대

벨기에와 프랑스
벨기에와 프랑스의 종루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상가 트리내셔널

캐나다와 미국
알래스카•캐나다 국경의 산악 공원군
워터턴 글레이셔 국제 평화 공원

코스타리카와 파나마
탈라망카 산맥-라 아미스타드 보호 지역/ 라 아미스타드
국립공원

쿠웨이트 2002
쿡 제도 2009
크로아티아 1992
두브로브니크 옛 시가지
스플리트의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과 역사 건축물
플리트비체 호수 국립공원
포레치 역사 지구의 에우프라시우스 성당
트로기르 역사 도시
시베니크의 성 제임스 성당
스타리 그라드 평야

© UNESCO / 등재신청서 / 스븐 오흠

응앵가 호수, 차드

키르기스탄 1995
포르투갈 1980

술라이만투 성산

키리바시 2000
피닉스 제도 보호 구역

키프로스 1975
파포스
트로도스 지역의 벽화 교회군
코이로코이티아

타지키스탄 1992
사라즘의 최초의 도시 유적

탄자니아 1977
응고롱고로 자연 보존 지역
킬와 키시와니 유적과 송고 음나라 유적
세렝게티 국립공원
셀루스 동물 보호 구역
킬리만자로 국립공원
잔지바르 석조 도시
콘도아 암각화 유적

태국 1987
수코타이 역사 도시
아유타야 역사 도시
퉁야이 후아이카캥 야생동물 보호 구역
반치앙 고고 유적

© 린 에버크롬비 / 내셔널 지오그래픽

하트라, 이라크

칠레 1980

27점의 유산이 한 개 이상의 국가에 의해 공동 등재되고 관리된다.

아바나 옛 시가와 요새
트리니다드와 로스 인헤니오스 계곡
쿠바 산티아고의 산 페드로 드 라 로카 성
데셈바르코 델 그란마 국립공원
비날레스 계곡
쿠바 남동부 최초 커피 재배지 고고 경관
훔볼트 국립공원
시엔푸에고스 역사 지구
카마구에이 역사 지구

앙그라 두 에루이스무 옛 시가지
리스본의 제로니무스 수도원과 벨렝 탑
바탈랴 수도원
투마르 수도원
에보라 역사 지구
알코바사 수도원
신트라 문화 경관
포르투 역사 지구
마데이라의 라우리실바
알토 도루 와인 산지
기마랑이스 역사 지구
피코 섬의 포도밭 문화 경관
엘바스 요새 도시와 방어 시설

폴란드 1976
크라쿠프 역사 지구
비엘리치카 소금 광산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독일 나치 강제 수용소 및 집단 학살
수용소(1940~1945)
바르샤바 역사 지구
자모시치 옛 시가지
토룬 중세 마을
말보르크의 독일 기사단 성
칼바리아 제브지도프스카, 마니에리스모 건축과 공원 단지
및 순례 공원
야보르와 시비드니차의 자유 교회
남부 리틀 폴란드의 목조 교회
브로츠와프의 백주년관

프랑스 1975

크로메르지시의 정원과 성
리토미슐 성
올로모우츠의 성 삼위일체 석주
브르노의 투겐타트 별장
트르제비치의 유대인 지구와 성 프로코피우스 바실리카

초국경 유산

쿠바 1981

인도 1977
아잔타 석굴
엘로라 석굴
아그라 요새
타지마할
코나라크의 태양신 사원
마하발리푸람 기념물군
카지랑가 국립공원
마나스 야생동물 보호 구역
케올라디오 국립공원
고아의 성당과 수도원
카주라호 기념물군
함피 기념물군
파테푸르 시크리
파타다칼 기념물군
엘레판타 동굴
대 촐라 사원
순다르반스 국립공원
난다 데비 국립공원과 꽃의 계곡 국립공원
산치의 불교 기념물군
델리의 후마윤 묘지
델리의 쿠트브 미나르 유적지
인도 산악 철도
부다가야의 마하보디 사원 단지
빔베트카의 바위 은신처
참파네르-파바가드 고고 공원
차트라파티 시바지 역(옛 빅토리아역)
붉은 요새 복합단지
자이푸르의 잔타르 만타르
인도의 서 고츠 산맥

라 산티시마 트리니다드 데 파라나와 헤수스 데 타바란게의
예수회 선교단 시설

동파야옌 카오야이 숲

터키 1983
이스탄불 역사 지구
궤레메 국립공원과 카파도키아 바위 유적
디브리이의 대 모스크와 병원
히타이트의 수도 하투샤
넴루트 산
크산토스-레툰
히에라폴리스•파묵칼레
사프란볼루
트로이의 고고 유적
셀리미예 사원 복합 유적
차탈회위크 신석기 유적지

토고 1998
코타마코, 바타마리바 지역

통가 2004
투르크메니스탄 1994
고대 메르프 역사 문화 공원
쿠냐 우르겐치
니사의 파르티아 성채

튀니지 1975
튀니스의 메디나
카르타고 고고 유적
엘젬의 원형 경기장
이츠케울 국립공원
케르쿠안의 카르타고 옛 시가지와 네크로폴리스
수스의 메디나
카이로우안
두가(투가)

트리니다드토바고 2005
파나마 1978
파나마의 카리브 연안 요새: 포르토벨로, 산 로렌소
다리엔 국립공원
파나마 비에호의 고고 유적과 파나마 역사 지구
코이바 국립공원과 해양 특별 보호 구역

몽생미셸과 만
샤르트르 대성당
베르사유 궁전과 정원
베즐레, 교회와 언덕
베제르 계곡의 선사 유적지와 동굴 벽화
퐁텐블로 궁전과 정원
아미앵 대성당
오랑주 지방의 로마 극장과 개선문
아를의 로마 시대 로마네스크 기념물
퐁트네의 시토회 수도원
살랭레뱅 대 제염소에서 아르케스낭 왕립 제염소까지,
염전 제염
낭시의 스태니슬라스 광장, 캐리에르와 알리앙스 광장
생 사벵 쉬르 가르텅프 교회
포르토 만: 피아나의 칼랑슈, 지를라타 만, 스캉들라 자연
보호 지역
가르교(로마시대 수도교)
스트라스부르 옛 시가지
파리의 센 강변
랭스 대성당과 생 레미 수도원 및 토 궁전
부르주 대성당
아비뇽 역사 지구: 로마 교황의 궁전, 감독파 앙상블,
아비뇽 다리
미디 운하
카르카손 역사 요새 도시
리옹 역사 지구
프랑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례길
생테밀리옹 특별 지구
쉴리 쉬르 루아르와 샬론 사이에 있는 루아르 계곡
프로뱅, 중세 시장 도시
르 아브르, 오귀스트 페레가 재건한 도시
보르도, 달의 항구
보방의 요새 시설
누벨칼레도니 섬의 석호: 다양한 산호초와 생태계
레위니옹 섬의 피통, 서크, 랑빠르
알비 주교시
코스와 세벤의 중세 농경목축 문화 경관
노르-파 드 칼레 광산

피지 1990
핀란드 1987
라우마 옛 시가지
수오멘린나 요새
페테예베시 옛 교회
벨라의 제재•판지 공장
사말라덴마키 청동기 시대 매장지

필리핀 1985
투바타하 산호초 자연 공원
필리핀의 바로크 양식 교회
코르딜레라스의 계단식 논
푸에르토프린세사 지하강 국립공원
비간 역사 마을

헝가리 1985
부다페스트의 도나우 강 연안과 부다 성(城) 지구,
언드라시 거리
홀로쾨 전통 마을과 그 주변
파논할마의 베네딕트회 수도원과 자연 환경
호르토바지 국립공원-푸스터
페치(소피아나)의 초기 기독교 네크로폴리스
토커이 와인 역사 문화 경관

코트디부아르와 기니
님바 산 엄정 자연 보존 지역

핀란드와 스웨덴
하이 코스트/ 크바르켄 군도

프랑스와 스페인
피레네 산맥-몽 페르뒤 산

감비아와 세네갈
세네감비아 환상 열석군

독일과 네덜란드
바덴 해

독일과 폴란드
무스카우 공원/ 무자코프스키 공원

독일/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카르파티아 원시 너도밤나무 숲과 독일의 고대 너도밤나무 숲

독일과 영국
로마 제국 국경

바티칸 시국과 이탈리아
로마 역사 지구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아그텔레크 카르스트•슬로바키아 카르스트 동굴군

이탈리아와 스위스
알불라-베르니나 지역의 래티셰 철로
몬테 산 조르조 산

리투아니아와 러시아
쿠로니아 모래톱

몽골과 러시아
우브스 누르 분지

포르투갈과 스페인
코아계곡의 선사시대 암각화

슬로베니아와 스페인
알마덴과 이드리야 수은 광산

잠비아와 짐바브웨
모시 오아 툰야 폭포와 빅토리아 폭포

세계유산 기금 후원
세계유산 기금부터 세계유산 보존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국제지원은 세계유산협약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계유산 보존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후원금을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네스코 계좌(미화):
CHASE JP MORGAN 은행 949-1-191558
International Money Transfer Division
4 Metrotech Center, Brooklyn New York,
NY 11245, USA
은행코드: CHASUS 33-ABA: 0210-0002
유네스코 계좌(유로):
30003-03301-00037291909-97
SOCIETE GENERALE
Paris Seine Amont
10 rue Thénard 75005 PARIS, France
은행코드: SOGEFRPPAFS
송금 시 세계유산기금 후원(donation to the World Heritage Fund)
이라고 명시 부탁드립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지도
세계유산지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의해 매년 제작됩니다.
세계유산협약이나 세계유산보존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연락바랍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7, place de Fontenoy, 75352 Paris 07 SP, FRANCE
전화번호: + 33 (0)1 45 68 18 76
팩스: + 33 (0)1 45 68 55 70
이메일: wh-info@unesco.org
웹사이트: http://whc.unesco.org
세계유산 온라인 후원:http://whc.unesco.org/en/donation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우) 100-810
전화번호: 02-6958-4167
팩스: 02-6958-4252
이메일: culture@unesco.or.kr
웹사이트: http://unesco.or.kr/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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