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도시

라오디게이아
데니즐리는 다음과 같은 도시입니다. 과거 수 천년 전의 문명이 이 토양
위에 세워졌습니다. 최초의 농업이 이 토양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최초의 상업, 예술, 운동이 이 토양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돌에 이루어진
최초의 작업도 이 토양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최초의 계획 도시도 이
토양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데니즐리 시청으로서 우리에게
남겨진 지역 안에 세워졌던 화려한 문명들의 뒤에 남겨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유물들을 다가오는 세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도 고대 시기의 가장 중요한 도시들
가운데 하나인 라오디게이아 고대 도시가 세계 문화 유산으로 다시금 그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는 일에 우리 자신 스스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현재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이 시점 자체가 이러한 결정이 얼마나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가장 좋은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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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자는 한국 해 개발기구 (GEKA)에서 지원하는 “세계 문화 유산 라오디게아 프로젝
트를 깨워서”준비되었습니다. 이 책은 발굴 라오디게아의 머리의 내용에 대해서만 책임
이 있습니다. 남에게 해 개발기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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