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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유네스코 헌장에는 이 같은 글

귀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 문장에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해 평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명을 띠고 출범한 

유네스코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는 70여 년 동안 모든 문화가 전 인류의 공동 유산이며, 문화적 다양성을 고취

하는 것이 인류 진보에 있어 필수적인 토대임을 강조해왔습니다. 

문화 간 위계를 거부하며, 유·무형 모든 형태의 유산이 인간의 경험과 열망의 기록으로서 전승되어 문화 간 진정한 대화를 촉진

해야 한다는 ‘문화다양성 선언(2001년)’ 이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2003년, 이하 협약)’이 채택된 지도 십수 년이 지났습니다. 

이 협약에는 현재 178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협약을 기반에 두고 각국의 무형유산 관련 정부 기관, 비정부기구, 공동체 등이 무

형유산 보호를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확대하며 상호 교류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도서는 지난 2010년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이하 센터)가 발간한 「무형문화유산의 이해」의 개정판입니다. 「무형문화유

산의 이해」는 협약에 규정된 무형문화유산 개념과 보호의 방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가 총 여덟 장으로 구성한 해

설집을 한국어로 번역한 도서입니다. 이 도서는 협약과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간행물로, 도서에는 센

터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의 기본 정신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또한, 유네스코는 중요한 정책 주제로 삼고 있는 「무형문화

유산과 지속가능한 발전」, 「무형문화유산과 성평등」을 제목으로 한 소책자 두 종을 지난 2015년 해설집에 추가했습니다. 센터

는 기존 「무형문화유산의 이해」를 보완하고, 새로 추가된 내용까지 포함해 이번 개정판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총 열 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인류에게 무형문화유산이 갖는 의미와 그 보호의 중요성, 그리고 보호

의 방향성이 담겨 있으며, 2장에는 협약 전문이 전재돼 있습니다. 3장에서는 협약의 이행 주체와 운영지침에 관한 내용이, 4장에

서는 지난 1946년부터 200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협약의 바탕이 된 유네스코 사업과 활동에 대한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5

장에서는 협약을 기반에 둔 무형문화유산 개념과 보호 활동에서 독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의와 답변을 열 한가지 항목으로 

꾸려 제시하고 있습니다. 6장은 무형문화유산의 확정과 국가목록의 작성방법, 사례들이 담겨 있습니다. 7장에는 협약에서 다루

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다섯 가지 영역(구전 전통과 표현물/공연 예술/사회적 관습, 의례, 축제 행사/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과 관습/전통 공예기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과 9장은 위에서 언급한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책 주제들과 관련

된 내용입니다. 마지막 10장에서는 콜롬비아, 조지아, 케냐 등 총 열두 개 국가에서 수행했던 무형문화유산 보호 사업과 활동들

을 엿볼 수 있습니다. (10장은 기존 해설집에 담긴 내용을 수록한 것이지만, 협약 채택 이후 더욱 다양한 국가들이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나가고 있는 만큼 유네스코에서 차후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보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개정판 도서는 센터와 중국 베이징에 소재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훈련센터(CRIHAP)의 협력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도서는 센터와 CRIHAP이 공동으로 무형문화유산 전문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역량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되

었습니다. CRIHAP과 더불어 이번 도서의 총 감수를 맡은 함한희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그리고 이번 개정판 편집에 수고해 준 센

터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번 도서 보급을 통해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대한 국내 독자들의 이해를 증진하는 데 많

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발간사한국어판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금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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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이란
무엇인가?

What i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01



8•  무형문화유산의 이해 무형문화유산이란 무엇인가?  •9

무형문화유산이란

메크네스(Meknes)의

모자이크 (모로코)

두둑음악 (아르메니아)

와자피(Wajapi)족의 구술 및 회화

표현물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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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유네스코와 무형문화유산

미래 세대를 위해 보호해야 할 중요한 것으로는 여러가지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현재 혹은 기대되 

는 경제적 가치 때문에 중요할 수 있고, 우리 마음에 특정한 정서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중요할 수 

도 있다. 또한, 국가, 전통, 삶의 방식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딘가에 속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기 

때문에도 중요하다. 이는 손에 쥘 수 있는 물건(objects)일 수 있고, 더듬어 볼 수 있는 건축물일 수도 

있으며, 들려주는 노래나 이야기일 수 있다. 생김새가 어떠하든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유산이며 유산

은 우리의 적극적인 보호 노력을 필요로 한다.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는 최근 수 십년 간 상당한 변화를 겪어 왔다. 부분적으로는 유네스코가 제

정한 국제규약에 기인할 수 있다. 문화유산은 기념물이나 유물을 수집해 놓은 것(collection)에

만 한정되지 않는다. 문화유산에는 구전 전통(oral traditions), 공연 예술(performing arts), 사회적 

관습(social practices), 의례(rituals), 축제 행사(festive events),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과 실천 

그리고 전통 공예기술 등 선조에게서 물려 받아 후손에게 물려줄 전통이나 살아있는 표현물(living 

expressions)이 포함된다.

유네스코는 유엔 체제 안에서 문화 분야에 특별한 사명을 지닌 단일 전문기구로서, 회원국들이 자국

문화유산의 효과적인 보호 수단을 만들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 가운데 무형

문화유산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의 채택은 

문화유산 분야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

알바니아의 이소

민속 다성음악

뱅슈(Binche) 카니발

(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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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랑키야(Barranquilla) 카니발

(콜롬비아)

겔레데(Gelede) 구전 전통

(베냉, 나이지리아, 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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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

훼손되기 쉬운(fragile) 무형문화유산은 가속화되는 세

계화 체제에 맞서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을 유지

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여러 공동체가 간직하고 있 

는 무형문화유산을 서로 이해하는 것은 문화 간 대화

(intercultural dialogue)를 돕고 다른 방식의 삶을 존중

하도록 이끈다.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은 문화적 표현(manifestation)

자체보다는 무형유산을 통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풍부한 지식과 기술에 있다. 지식 전수의 사

회·경제적 가치는 한 국가 내에서 소수 집단(minority 

group)이나 주류 사회집단 모두에게 필요하고, 선진국

못지않게 개발도상국에도 중요하다.

무형문화유산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전통성과 현대성의 공존 : 무형문화유산은 과거 전통으

로부터 물려 받은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집단이 참

여하는 오늘날의 농촌 및 도시 문화의 관습을 나타낸다.

포괄성 :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지닌 것과 비슷한 무형문 

화유산 표현물을 공유한다. 이웃 마을에서 유래한 것이든  

세상 저편 어느 도시에서 전해진 것이든, 아니면 삶의 터 

전을 옮겨 다른 지역에 정착한 이들이 현실에 맞춰 변화

시킨 것이든 모두가 무형문화유산이다. 무형문화유산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것이고, 환경에 적응 

해 거듭 변화한 것이며, 우리가 정체성과 연속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또한 무형문화유

고우라라(Gourara)의

아헬릴(Ahellil) (알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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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현재를 매개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

도 한다. 무형문화유산은 어떤 관습(practice)이 특정 문

화에 고유한 것인지를 문제 삼지 않는다. 무형문화유산

은 사회적 결속에 기여하면서 개인이 하나 또는 여러 공

동체의 일원이 되고 나아가 전체 사회의 일부라는 인식

을 갖도록 정체성과 책임감을 강화시킨다.

대표성 : 무형문화유산은 비교론적 관점에서 그 배타성

이나 예외적인 가치 때문에 문화적 재화(cultural good)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무형문화유산은 기본적으로 공동 

체 속에서 생겨난 것으로서, 공동체 내 다른 사람들에게

로, 다음 세대로 또는 다른 공동체로 지식, 전통 기술 그

리고 관습을 전하는 보유자들에 의해 좌우된다.

공동체 기반 : 무형문화유산은 유산을 창조하고, 유지하

며, 전수하는 공동체나 집단 혹은 개인이 인정할 때에만

유산일 수가 있다. 이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특정 표현물이나 관습을 이들의 유산이라고 할 수 없다.

쇼플룩(Shoplouk) 지역의 고대

다성음악, 춤 의례 - 비스트리트챠  

바비(Bistritsa Babi)

곤극(昆劇) (중국)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내 다른 사람들에게로, 
다음 세대로 또는 다른 공동체로 
지식, 전통 기술 그리고 
관습을 전하는 보유자들에 의해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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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아 레콘카보의 삼바 데 로다

(브라질)

알 시라흐 알 힐라리야흐

(Al-Sirah Al-Hilaliyyah) 서사시

(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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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으로 만든 인형연극, 캄보디아 크메르 그림자극

스벡 톰(Sbek Thom)은 연중 서너 차례 특별한 때에

만 연행된다. 스벡 톰은 15세기에는 의례 행위 중 하

나였던 것이 오늘날에는 하나의 예술 형식으로 자리

잡았다.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의 발트 해 가무 축

제(Baltic Song and Dance Celebration)는 이 지역 민 

속 공연 예술 전통을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축제는 며

칠에 걸쳐 대규모로 진행되는데, 에스토니아와 라트비 

아에서는 5년에 한번, 리투아니아에서는 4년에 한 

번 열린다. 축제에서는 40,000명에 달하는 아마추어 

가수와 무용수들이 공연을 선보이는 무대가 된다.

마다가스카르의 자피마니리 공동체는 삼림관리에서

부터 목조각에 이르기까지, 장식용, 기능용을 막론하

고 거의 모든 나무 표면 위에 정교한 조각장식을 함으

로써 나무를 다루는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

시키고 있다.

멕시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망자의 날(Dia de los 

Muertos, Day of the Dead)이 되면 세상을 떠난 친척들

과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이 잠시 지상에 내려와 머무

는 것을 기념한다. 이 축제는 스페인 침입 이전의 종

교 의식과 천주교 축일을 접목한 것으로, 축제가 열

리는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는, 멕시코의 가장 큰 

수확물인 옥수수 수확기이기도 하다.

우간다의 목피천(barkcloth) 제작은 인류의 가장 오래

된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직조술 발명보다 앞

서는 선사시대의 기술이다. 목피 옷은 주로 대관식, 치 

유의식, 장례식, 문화적 회합 때 입지만, 커튼, 모기장, 

침대, 곶간 등에도 사용된다. 19세기 아랍 대상들이 면

직물을 도입하면서 목피천의 생산이 주춤해졌고, 최 

근 제작이 재활성화되기까지 목피천의 문화적·정신 

적 기능은 축소되어왔다.

일반적인 의미의 문화처럼 무형유산은 끊임없이 변하

는 것이며 또한 새로운 세대에 의해 풍부해지는 자산

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형문화유산 표현물의 상당수가

세계화, 문화적 동질화, 지원과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 무형문화유산을 보호, 육성

하지 않으면 유산은 영원히 소멸되거나 과거에만 있었

던 관습으로 굳어질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

고 이를 미래 세대에 전수하는 일은 유산의 변화와 적

응을 허용하면서도 전승을 강화하여 유산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는 기념물, 유적지, 자연 공간을 보

존할 때와는 차별화되는 수단이 필요하다. 무형적인 

것을 살아 숨 쉬게 하려면 특정 문화로서의 의미가 

지켜져야만 하고 공동체 내 그리고 세대 간에 정기

적으로 연행과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살아있는 유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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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적인 것을 살아 숨 쉬게 하려면 특정 문화로서의 의미가 
지켜져야만 하고 공동체  내 그리고 세대 간에 정기적으로 연행과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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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모든 곳에서 이러한 전통과 관습을 실연하는 공

동체나 집단들은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하는 자신들만

의 체계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보통 문자화된 텍스트

보다는 구전(口傳)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보호 활동에

는 항상 유산을 보유한 공동체, 집단, 개인이 참여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의 어떤 종목들은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사

멸하거나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끊임없

이 변하며 살아 있는 문화의 일부인 유산을 과거의 것

으로 화석화 시키거나 하찮은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보호·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무형문화유산을 보

호하는 것은 지식, 기술, 의미를 전수하는 것과 깊이 연

관된다. 달리 말하면, 보호는 무용 공연이나 노래, 악기, 

공예품과 같이 구체적인 표현물을 생산하기보다는 

세대 간  무형문화유산의 전수, 소통과 관련된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보호란 무형문화유산이 오늘날 세대의 삶에 중요한 

일부가 되어 내일의 세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호 수단은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과 재창

조의 지속 및 전수를 가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사업에는 유산의 확정, 기록, 연구,

보존, 증진, 특히 정규·비정규 교육을 통한 전수, 유산

이 지닌 다양한 측면의 활성화가 있다.

또한 무형문화유산 보호는 경제발전의 중요한 원천인

데 반드시 관광처럼 수입 창출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활동이 살아있는 유산을 훼손할 수도 있 

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신, 무형문화유산이 지닌 

사회적 기능을 보다 향상시키고 경제정책 수립 시 무

형문화유산을 포함시켜 부각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

춰야 한다.

겔레데 구전 전통

(베냉, 나이지리아, 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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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국제적 공인

문화다양성의 추진력인 무형문화유산은 국제적인 인

정을 받았고, 무형유산의 보호는 국제협력의 우선순위

중 하나가 되었다.

2003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무형문화유산보호

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재정적 기초를 제공하는 최초의 국제조약이다. 협약

은 국제법 하에서 국가에 의해 발효되는 규약으로서 

당사국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003년 협약은 무형문화유산 보호가 인권에 관한 국제

협약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공동체 간의 상호 존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도록 한다.

협약은 국가 차원에서는 자국 영토 내에 존재하는 무

형문화유산의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있다. 협약은 다른

무엇보다 각국이 공동체, 집단, 관련 비정부기구가 참

여하는 가운데 무형유산을 확정하고 정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협약을 비준한 모든 국가는 총회를 통해 24개 정부간

위원회 위원국을 선출한다. 정부간위원회는 협약의 목

적을 증진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임무를 맡는다. 특히 

위원회는 무형유산의 협약 목록 등재 여부와 국제재

정 지원, 모범 보호 사례 보급 관련 사안에 대한 결정

을 내린다. 유산이 하나 이상의 국가 영토에 존재하는 

경우, 관련 국가가 공동으로 등재 신청하도록 권고 

하기도 한다.

정부간위원회에서 선정되는 종목에는 ‘긴급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목록’과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

표목록’이 있다. 가장 중요한 목록인 긴급보호목록은 

생존, 즉 지속적인 재창조와 전수가 위협받는 무형 

문화유산 표현물 보호가 목적이다. 유산을 대표목록

에 올린다는 것은 그 중요성에 대한 가시성과 인식을 

제고하고 문화 간 대화를 장려하여 전 세계 문화다양

성과 인류의 창조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또한 정부간위원회는 협약의 목표와 원칙을 가장 잘

반영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의 목록을 발간·갱

신한다. 이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본보기이자 모범사례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의 등재는 협약 당사국 정부만이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 시 관련 공동체나 집단의 전적인 참여

와 동의가 필요하다.

징의 문화공간 (베트남)

서사예인 메다의 기예 (터키)

슬로바코 베르분크 모집무용 (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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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인가?

기념물이나 예술 작품을 감정하고 수집하는 것처럼 

무형문화유산 역시 수집하고 기록할 수 있다. 사실

상 국가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첫 번째 단계

는 무형문화유산이라고 인식되는 표현물을 확정하는 

일이고 그 다음은 유산을 기록하여 유산 목록을 작

성하는 일이다. 이러한 목록은 수록된 무형문화유산 

표현물의 보호 방법을 개발하는 데 기초가 된다. 공동

체는 어떤 관습이 자신들의 문화유산인지 결정하는  

주체이므로 스스로 무형문화유산을 확인하고 정의 

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국가 목록에는 표현물의 희소성, 연행에 참여하는 공동체원

의 규모, 표현물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에 상관없이 모든 표현물이 실려

야 한다. 더불어 존속이 크게 위협 받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에는 어떠한 것

들이 있는지 고려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실제로, 국가 목록에는 각 유산의

생명력의 수준을 나타내기 위하여 표상 및 표현물의 분포 정도, 공동체 참

여도, 유산의 영향력에 관한 내용이 실릴 것이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은 끊

임없이 변화하는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목록을 갱신해야 한다.

협약은 당사국(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노력을 적극 지

원한다. 당사국은 정부간위원회에 국제지원을 신청하여 긴급보호목록에

올라 있는 유산의 보호, 목록 작성,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빌라 멜라의 콩고 성령회

문화공간 (도미니카 공화국)

베르가(Berga)의 파툼 축제

(스페인)

아카 피그미(Aka Pygmies)족의

다성창악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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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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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보호
2003년 10월 17일 파리

협약

2003년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제32차 국제연합교육

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

총회는...

기존의 인권 관련 국제 규약, 특히 1948년 세

계인권선언, 1966년 경제적·사회적·문화

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1966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참조하고,

‘1989년 전통문화 및 민속 보호에 관한 유네

스코 권고’와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다양

성 선언’ 그리고 제3차 문화장관 원탁회의

에서 채택된 ‘2002년 이스탄불 선언’ 에서 강

조하는 바와 같이,

문화적 다양성의 원동력이자 지속가능한 발

전의 보장 수단인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 그

리고 무형문화유산과 유형문화 및 자연유산

간의 깊은 상호의존 관계를 고려하고,

세계화 및 사회변화의 과정이 공동체 간 새

로운 대화를 위한 조건을 조성함과 동시

에 불관용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무형문

화유산 보호를 위한 방책의 결여는 유산의 

쇠퇴·소멸·파괴라는 심각한 위협을 초래 

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

편적 의지와 공통의 관심사를 인식하고,

공동체, 특히 토착 공동체·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무형문화유산의 창출·보호·유지 

및 재창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문화다양

성 및 인류의 창조성 제고에 기여함을 인정

하며,

1972년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등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제정으로 유네스코의 활동이 광범한 영향을

미침에 주목하고,

나아가, 현재까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구속력 있는 다자간 규약이 존재하고 있지 않

다는 점에 주목하며,

문화 및 자연유산에 관한 기존의 국제협정·

권고 및 결의를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새로운

규정으로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보충할 필요

성이 있음을 고려하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 무형문화유산 및 그 보

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할 필요성을

고려하며,

국제사회가 이 협약의 당사국과 함께 협력 및

상호 원조의 정신으로 이러한 유산의 보호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 선언’ 등 무

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유네스코의 프로그램

을 상기하며,

사람들을 더욱 친밀하게 하고 상호 교류와 이

해를 보장하는 요소로서 무형문화유산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면서,

2003년 10월 17일 이 협약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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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가스카르)



2. 위 1항에서 정의한 무형문화유산은 특히

다음 범주의 대상을 포함한다.

가.   무형문화유산의 전달 수단인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나. 공연 예술

다. 사회 관습, 의례, 축제 행사

라.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실천

마. 전통 공예기술

3.   ‘보호’란 무형문화유산의 확인, 기록, 연

구, 보존, 보전, 진흥, 증진, 특히 정규 및 

비정규 교육을 통한 전승을 포함하여 무

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은 물론 그 여러 측

면들의 회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의미한다.

4.   ‘당사국’이란 이 협약에 구속되고 협약이

발효된 국가를 의미한다.

5.   동 협약은 제33조에 언급된 바의 영토 개

념을 준용하여 당사국의 범주를 규정한

다. 그에 따라 ‘당사국’이라는 표현은 그 

영토를 의미한다.

제1장 총강 제2장 협약 상의 기관

제1조 협약의 목적 제4조 당사국 총회

제7조 위원회의 임무

제9조 자문기구의 인가

제10조 사무국

제5조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

간위원회

제6조 위원회의 위원국 선출 및 임기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방식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국제 문서와의 관계

동 협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나.   관련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이 보유한 무형

문화유산의 존중

다.   지방, 국가, 국제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

의 중요성 인식과 상호 이해 증진

라. 국제적 협력과 지원 도모

협약의 목적상,

1.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공동체, 집단, 개

인이 자신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지 

하는 관습, 표상, 표현, 지식, 기술은 물론 

그와 관련된 도구, 사물, 가공물, 문화공간

을 의미한다. 대대로 전승되어 온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집단의 환경, 자

연과의 상호작용, 역사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그들에게 정체성과 지속성의 

인식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인

류의 창의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 이

협약의 목적상 공동체, 집단, 개인들 간의 

상호 존중, 지속가능한 발전의 요건을 충

족시키고, 현존하는 국제 인권 규약에 부

합하는 무형문화유산만이 고려될 것이다.

동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의미

로 해석할 수 없다.

가.   무형문화유산 요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1972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 상 세계유산의 지위

를 변경하거나 보호수준을 저하시키는 것

나.   지적재산권 또는 생물학·생태학적 자원

의 이용과 관련된 국제 협약에 가입한 당

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

1.   협약 당사국의 총회(이하 ‘총회’)는 이 협약

의 최고기관이다.

2.   총회는 2년마다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정

기회의의 결정,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의 요청 또는 당사국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3. 총회는 자체 의사 규칙을 채택한다.

1.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유네스코 내에 둔다. 위

원회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이 

발효한 후 총회에 참석한 당사국이 선출하

는 18개 당사국 대표로 구성된다.

2.   협약 당사국의 수가 50개국에 달하면 위원

회의 위원국 수는 24개국으로 증가한다.

1.   위원회의 위원국 선출은 공평한 지역별 대

표성 및 순환의 원칙을 따른다.

2.   위원회의 위원국은 총회에 참석한 협약 당

사국에 의하여 4년 임기로 선출된다.

3.   다만, 최초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국 중 절반

의 임기는 2년으로 한정된다. 이에 해당되는 

국가는 최초 선거에서 추첨으로 선택된다.

4.   총회는 2년마다 위원회의 위원국 절반을 

교체한다.

5.   총회는 또한 공석을 채우는 데 필요한 수 

만큼 위원회의 위원국을 선출한다.

6.   위원회의 위원국은 두 번의 임기를 연속하

여 선출될 수 없다.

7.   위원회의 위원국은 무형문화유산 관련 다

양한 분야의 적격자를 자국 대표로 선정

한다.

이 협약이 부여한 다른 권한에 대한 영향 없

이,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가.   협약 목적의 증진 및 그 이행의 장려 및 

감독

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모범사례

에 대한 지침의 제공 및 이를 위한 조치

의 권고

다.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 재원 사용을 

위한 계획안을 준비하고 이를 총회에 

제출

라.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재원 확충 방안의

강구 및 이를 위한 필요조치의 채택

마.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의 작성

및 승인을 위한 총회 제출

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의 검토 및 총회 제출을 위한 요약

사.   위원회가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객관적 선정기준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

한 다음에 관한 요청의 검토 및 이에 대한 

결정

(1)   제16조·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언급된 목록 상 등재 및 제안

(2)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지원 공여

1.   위원회는 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위원

회는 위원회의 모든 활동 및 결정을 총회에 

보고한다.

2.   위원회는 위원국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자체의 의사 규칙을 채택한다.

3.   위원회는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적으로 특별 협의기구

를 설치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특정 사안에 대한 협의를 목적으

로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되는 다양한 분야

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공공· 민간 단체 및

개인을 회의에 초청할 수 있다.

1.   위원회는 무형문화유산 관련 분야에서 능

력을 인정받은 비정부기구가 자문자격으

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구의 인가를 총회

에 제안한다.

2.   위원회는 또한 상기 인가 기준 및 방식을

총회에 제안한다.

1.   위원회는 유네스코 사무국의 지원을 받

는다.

2.   사무국은 총회 및 위원회의 회의 의제 초

안 및 문서를 준비하고 총회와 위원회의 

결정이 이행되도록 보장한다.

엘 구에구엔세(El Güegüense)
(니카라과)

보이순(Boysun) 지역의 문화공간

(우즈베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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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쏘발라(Sosso-Bala) 문화공간 (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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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Baul) 창악 (방글라

데시)

제3장 무형문화유산의 국내적 보호 제4장 무형문화유산의 국제적 보호

제5장 국제협력 및 지원

제11조 당사국의 역할 제16조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제17조 긴급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

문화유산 목록

제18조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프로

그램, 프로젝트, 활동

제21조 국제지원의 형식

제19조 협력

제20조 국제지원의 목적

제12조 목록

제13조 그 밖의 보호 조치

제15조 공동체 · 집단 및 개인의 참여

제14조 교육 ·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

모든 당사국은,

가.   자국 영토 내에 속한 무형문화유산의 보

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며,

나.   제2조3항에 언급된 보호 조치들 중 공동

체·집단 및 관련 비정부기구의 참여하에 

자국의 영토 내에 속한 다양한 무형문화

유산 종목들을 확정하고 정의한다. 

1.   보호를 위한 확정 절차를 밟기 위해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자

국의 영토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1개 이상의 목록을 작성한다. 목록은 

정기적으로 갱신된다.

2.   각 당사국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때 목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국의 영토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개발 및 증진을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

과 같이 노력한다.

가.   사회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기능을 증진하

고 이러한 유산의 보호를 기획프로그램

에 통합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책을 채택

한다.

나.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

산의 보호를 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책

임 기관을 지정하거나 설립한다.

다.   특히,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에 주목

하여 무형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

하기 위한 과학적·기술적·예술적 연구 

및 연구방법을 촉진한다.

라.   다음을 목표로 하는 적절한 법적·기술

적·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한다.

(1)   무형문화유산의 관리에 관한 훈련기

관의 설립 또는 강화 및 이러한 유산의

실연 또는 표현을 위한 장소 및 공간

을 통한 유산의 전수 장려

(2)   무형문화유산의 특정 양상에 대한 접

근을 관장하는 관례를 존중하면서 이

러한 유산에 대한 접근의 보장

(3)   무형문화유산을 위한 기록기관의 설

립 및 이러한 기관의 이용 편의 제고

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특히, 다음의 방법을 통한 사회의 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존중 및 고양의 

보장

(1)   일반대중, 특히 젊은 세대를 대상으

로하는 교육·인식제고 및 정보 프로 

그램

(2)   관련 공동체 및 집단 내의 특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3)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관리 및 

과학적 연구 등 능력배양 활동

(4) 비공식적 지식 전수수단

나.   이러한 유산을 위협하는 위험과 동 협약

에 따라 수행된 활동의 일반대중에 대한

홍보

다.   무형문화유산의 표현을 위하여 존재할 

필요가 있는 자연공간 및 기념장소를 보

호하기 위한 교육의 증진

당사국은 자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

의 틀 내에서 이러한 유산을 창출·유지 및 

전수하는 공동체·집단 및 해당되는 경우, 

개인이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이

들이 유산의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

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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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교 조루리 분

라쿠 인형극 (일본)

신장의 위구르 무캄

(Muqam) (중국)

소치기와 우차 전통

(코스타리카)

1.   위원회는 무형문화유산의 가시성과 무형

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문

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대화를 장려하기 위

하여 위원회는 관련된 당사국의 제안에 따

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을 작성·

갱신 및 공표한다.

2.   위원회는 동 대표목록의 작성·갱신 및 공

표 기준을 작성하고 승인을 위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1.   당사국이 제출한 제안을 기초로 하고 위원

회가 작성하고 총회가 승인한 기준에 따라 

위원회는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

려하여 이 협약의 원칙 및 목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소지역·

지역 유산 보호 프로그램·프로젝트 및 활

동을 정기적으로 선정하여 증진시킨다.

2.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위의 제안을 준비

하기 위한 당사국의 국제적 지원 요청을 

접수·검토·승인한다.

3.   위원회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수단을 이용

하여 최우수 관행을 보급함으로써 위 프

로젝트·프로그램 및 활동의 이행을 보조

한다.

해당 유산을 위 1항에 언급된 목록에 등재

할 수 있다.

1.   동 협약의 목적상 국제협력은 특히 정보와 

경험의 교류, 공동사업 및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당사국의 노력에 대한 지원 

체제의 확립을 포함한다.

1.   위원회는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긴급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

유산 목록을 작성·갱신 및 공표하고 관련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유산을 목록

에 등재한다.

2.   위원회는 이 목록의 작성·갱신 및 공표의 

기준을 작성하고 승인을 받기 위해 총회에 

제출한다.

3.   극도의 긴급 상황(위원회의 제안으로 총회

가 승인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에서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과의 협의를 거쳐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 관습법 및 관행

을 해함이 없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가 

인류 공통의 관심사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양자·소지역·지역 및 국제적으

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국제지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공여될 수

있다.

가.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

산 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보호

나.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목록  

준비

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목표로 국가·소

지역 및 지역적으로 수행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의 지원

라.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밖의 

목적

위원회가 당사국에 공여하는 지원은 제7조

에 언급된 운영지침 및 제24조에 언급된 협

정에 의하여 규율되며, 다음과 같은 형식으

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가. 보호의 다양한 측면에 관한 연구

나. 전문가 및 실연자의 양성

다. 모든 필수 직원에 대한 훈련

라. 기준 설정 및 다른 조치의 구체화

마.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바. 설비 및 노하우 제공

사.   적절한 경우 저리 융자 및 공여를 포함한

그 밖의 형태의 재정 및 기술 지원

24•  무형문화유산의 이해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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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무형문화유산의 이해

제22조 국제지원의 조건

제23조 국제지원 요청

제24조 수혜당사국의 역할

제25조 기금의 성격 및 재원

제26조 기금에 대한 당사국의 분담금

제27조 기금의 자발적 추가 분담금

제30조 위원회 보고서

제29조 당사국 보고서

제28조 국제기금 조성 운동

제31조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

선언과의 관계

1.   위원회는 국제지원 요청에 대한 검토 절

차를 마련하고, 예상조치·필요한 개입 및 

비용산정 등 요청 시 포함될 정보를 명시

한다.

2.   긴급 상황 시 위원회는 지원 요청을 우선적

으로 검토한다.

3.   결정을 위하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연구 및 협의를 실시한다.

제6장 무형문화유산기금

제7장 보고서

제8장 경과규정

1.   모든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국제지원 신

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2.   또한 동 신청서는 2개국 이상의 당사국이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3.   동 신청서는 필요서류와 함께 제22조1항

에 언급된 정보를 포함한다.

1.   동 협약의 규정에 따라 공여된 국제지원

은 수혜당사국과 위원회간 협정으로 규율

된다.

2.   원칙적으로 수혜당사국은 국제지원이 이

뤄지는 보호 조치의 비용을 자국의 재원한

도 내에서 분담한다.

3.   수혜당사국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하

여 공여된 지원의 사용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2.   다만, 이 협약 제32조 또는 제33조에 언급

된 국가는 비준·수락·승인·가입서 기탁

시 자국이 동 조1항의 규정에 기속되지 않

음을 선언할 수 있다.

3.   동 조2항에 언급된 선언을 한 이 협약의 당

사국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

서 이 선언을 철회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선언의 철회는 차기 총회 개최일까지 이 

국가가 납부해야 분담금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4.   동 조2항에 언급된 선언을 한 당사국의 분

담금은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 2년마다 정기적

으로 납부되며, 동 조1항의 규정에 기속되

었다면 납부해야 할 분담금에 최대한 근접

하여야 한다.

5.   당해 년도와 그 전 년도의 의무적 또는 자

발적 분담금을 체납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위원국이 될 자격을 상실한다. 이 규정은 최

초선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체납 국가

가 이미 위원회의 위원국인 경우 그 국가 

의 임기는 이 협약 제6조에 규정된 선거 

시 종료된다.

라. 기금의 재원에 대한 이자

마.   모금을 통해 마련된 자금 및 기금 관련 행

사의 수입

바.   위원회가 작성하는 기금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다른 재원

4.   위원회의 재원의 사용은 총회가 결정한 지

침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5.   위원회는 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을 전제로

특정 사업 관련 일반적·구체적 목적의 기

부 및 다른 형태의 지원을 수령할 수 있다.

6.   동 협약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정치적·

경제적 조건과 다른 조건을 기금에 대한 

기부에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   동 협약의 당사국은 자발적인 추가분담

금과는 관계없이, 최소한 2년마다 분담금

을 기금에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분담금 

액수는 모든 국가에 동일한 백분율로 적

용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동 조2항에 언

급된 선언을 하지 않은 당사국들이 총회

에 출석해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결정

한다. 당사국의 분담금은 유네스코 정규 

예산에 대한 자국 분담금의 1퍼센트를 

넘지 않는다.

1.   무형문화유산보호 기금(이하 ‘기금’)을 설

립한다.

2.   동 기금은 유네스코의 재정 규칙에 따라 

설립된 신탁기금으로 구성된다.

3. 동 기금은 다음을 재원으로 한다.

가. 당사국의 분담금

나.   유네스코 총회가 이러한 목적으로 계상

한 자금

다. 다음 각 호에 의한 기부·증여 및 유증

(1) 다른 국가

(2)   특히, 국제연합개발계획 등 국제연합 

소속의 기구·프로그램 및 다른 국제

기구

(3) 공공 또는 민간단체 및 개인

제26조에 언급된 것에 추가하여 자발적 분담

금 납부를 희망하는 당사국은 위원회가 이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조속히 위원회에 이를 통보한다.

당사국은 기금을 위하여 유네스코 주관으로

개최되는 국제적 모금 운동을 가능한 한 지

원한다.

당사국은 위원회가 정한 형식 및 주기를 준

수하여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만들어진 

입법·규제 및 다른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위

원회에 제출한다.

1.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및 제29조에 언

급된 당사국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총회의 각 

회기마다 보고서를 제출한다.

2. 동 보고서는 유네스코 총회에 통지된다.

1.   위원회는 이 협약 발효 이전에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으로 선언된 유산을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통합한다.

2.   상기 유산의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으로의 통합으로 제16조2항의 규정에 따

라 결정되는 향후 등재기준에 예단되지 

아니한다.

3.   동 협약이 발효한 후 상기 선언은 더 이상 

시행되지 아니한다.

사르디니아의

목가 - 칸토 아 테노레(Canto

a tenore) (이탈리아)

 페트라와 와디 룸

(Wadi Rum)의 베두족 문화공

간 (요르단)

고우라라(Gourara)의 아

헬릴(Ahellil) (알제리)

베르가(Berga)의 파툼

(Patum) 축제 (스페인)

Photo © Manel Escobet i Giró / UNESCO Photo © CNRPAH / UNESCO Photo © National Commission of Jordan Photo © Franco Stefano Ru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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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메이스키에(Semeiskie)

문화공간과 구전문화 (러시아)

Photo © Russian State House of the People Creativity Ministry of Culture Photo © Kim Jong-Dal Photo © National Garifuna Council Language, Dance and Music of the Garifuna© Zambia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제32조 비준 · 수락 또는 승인

제33조 가입

제34조 발효 제36조 협약의 탈퇴

제37조 기탁처의 기능

제39조 정본

제40조 등록

제38조 개정

제35조 연방제 또는 단일하지 아니한 헌

법체제

제9장 최종 조항

1.   동 협약은 각 유네스코 회원국의 헌법 절

차에 따라 비준·수락 또는 승인된다.

2.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1.   동 협약은 가입을 위해서 유네스코 총회에 

초청을 받은 유네스코 비회원국에 개방되

어 있다.

2.   동 협약은 또한 국제연합 총회 결의 1514 

(XV)에 의거해 완전한 독립을 얻지는 못했

지만 국제연합이 인정한 정식 자치 정부

를 지니면서 동 협약이 규율하는 조약체결

권 등 권한을 가진 자치구의 가입을 개방 

한다.

3.   가입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기탁

된다.

이 협약은 30번째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 그

날 또는 그 이전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발생된다. 그 밖의 국가에 대해서는 비준서·

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일로부터 3

개월 후 이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의 조항은 연방제 또는 단일하지 아니

한 헌법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당사국에 적

용된다.

가.   연방 또는 중앙입법권의 법적 관할에 속

하는 동 협약 규정의 이행에 관하여 연방

또는 중앙정부는 연방국이 아닌 당사국

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나.   규정에 따르면 협약의 이행은 각 주정부, 

지역, 도, 군 등의 관할 아래 있기에 연방

정부는 연방 헌법체제 하에서 입법조치

의 의무를 갖지 않는 각각의 행정구역 당

국에 협약의 채택 권고와 함께 규정도 통

보한다. 

1. 당사국은 동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문서로서 통고된다.

3.   탈퇴는 탈퇴 통지서 수령 후 12개월 후 효

력이 발생한다. 효력 발생 시까지는 탈퇴

를 행하는 당사국의 재정적 의무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동 협약의 기탁처로서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유네스코 회원국, 제33조에 언급된 유네스코 

비회원국 및 국제연합에 제32조 및 제33조

에 규정된 모든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및 제36조에 규정된 탈퇴 통

지서에 대하여 통보한다.

1.   당사국은 서면으로 사무총장에게 협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에 이를 회람하고 회람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사국 절반 이상이 이러한 

  요청에 긍정적으로 회신하는 경우, 사무총

장은 다음 총회 회기에 토의 및 채택을 위

하여 이러한 개정안을 제출한다.

2.   개정안은 참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의 3

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다.

3.   협약 채택 이후, 당사국의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관련 협약 개정안이 제출되어야 

한다.

4.   개정안은 당사국 3분의 2가 동 조3항에 언

급된 문서를 기탁한 후 3개월 후 비준·수

락· 승인 또는 가입한 당사국에 대하여서

만 발효한다. 그 이후 개정안을 비준·수

락·승인 또는 가입하는 당사국에 대하여 

해당 당사국이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상기 개정

안이 효력을 발생한다.

5.   동 조3항 및 4항에 규정된 절차는 위원회

의 위원국 수에 관한 제5조의 개정에 적용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개정은 채택 시 효

력을 발생한다.

6.    동 조4항에 따라 개정 발효 후 동 협약의 

당사국이 된 국가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아래와 같이 간주된다.

가. 개정된 협약의 당사자

나.   개정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국가와의 관

계에 있어서는 개정되지 아니한 협약의

당사자

동 협약은 동등하게 정본인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 등 6

개 언어로 작성되며, 모두 동등하게 정본으

로 인정된다.

동 협약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유

네스코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국제연합 사무

국에 등록된다.

강릉단오제 (한국)

마키쉬(Makishi) 가면

무용 의식 (잠비아)

가리푸나(Garifuna)족

의 언어, 무용, 음악 (벨리즈, 과테

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타킬레(Taquile)의 직물공예 (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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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이행

Implementing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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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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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이행

유네스코

유엔 전문기구인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는 1945년 11월 16일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국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유네스코는 사고의 실험장(laboratory 

of ideas)으로서의 역할과 새롭게 대두되는 윤리적 문제에 관한 보편 규범을 제정하는 기준 설정자

(standard-setter)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는 정보와 기술의 전파와 공유를 위한 정보센터의

역할도 하면서 회원국들의 인적·제도적 역량 구축을 지원한다.

유네스코는 그동안 여러 전략과 활동을 통해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에 노력해왔으며, 현재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극단적 빈곤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모든 나라에서 보편적인 기초 교육을 보장하며 성차별을 해소하고 전 세계 환경자원의 상실이

라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유네스코의 문화 부문은 기구의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문화 부문의 활동은 유산 보존, 복원과 보호, 

회원국 내 문화정책과 지속가능한 문화산업의 발전 등을 통해 유네스코의 핵심적인 기능(권리옹호, 

역량 강화, 규범 제정, 국제 협력, 지식정보)과 궤를 같이 한다. 문화 부문의 사업은 민족과 사회의 지

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문화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서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유·무형의 문

화유산을 포함한 모든 유산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holistic approach)을 강조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2003년 제 32차 총회에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채택하였다. 동 협약은 창설 이래 전

세계 문화다양성을 연구하고 인식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등 오랫동안 유네

스코가 기울여온 노력의 산물이다. 유네스코의 문화 분야 규약인 2003년 협약은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주요 규범 중의 하나이다.

자파라족의 구전 전통과

문화 표현물 (에콰도르，페루)

볼리비아의 전통 악기 차랑

고(charango)를 연주하는 아이

마라(Aymara)족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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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정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구속력을 가지는 최초의 무

형문화유산보호 분야 다자간 규약으로서, 문화와 자연

유산에 관한 기존의 협정, 권고, 결의에서 비롯된 동시

에 이들을 보강하고 있다. 협약은 문화다양성과 무형

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최근의 국제적인 논의를 반영하

여 정책 수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협약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세대 간에 전승되는 것이며,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과 자연 및 역사와의 상호 작용

속에서 공동체와 집단이 끊임없이 재창조한 것으로서

정체성과 연속성을 제공한다.

협약은 공동체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공

동체는 개방적인 특성을 지닌 주체로 반드시 구체적인 

영토와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공동체는 지배적 

집단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개인은 

여러 공동체에 동시에 속할 수 있고 공동체를 바꿀 수

도 있다. 협약에 따르면 공동체, 집단, 그리고 개인은 

자신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확인과 정의, 관리에 적

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들은 무형문화유산을 창조

하고 재창조하며, 유지하고 전수하는 유일한 존재들이

기 때문이다.

‘보호’라는 용어는 협약의 주요 목표가 공동체와 집단

내에서 무형유산의 장기적인 생존을 보장하는 데 있다

는 점을 강조한다. ‘보호(safeguarding)’는 협약에서 

“확인, 기록, 연구, 보존, 보호(protection), 증진, 고양, 

특히 정규·비정규 교육을 통한 전수, 유산이 지닌 다

양한 측면의 활성화 등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을 보장 

하는 여러 조치”로 정의된다.

협약은 공동체가 중요하게 인식하는 무형유산의 살아

있는 표현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표현물은 공동

체에 정체성과 연속성을 부여한다. 또한 협약은 무형

문화유산 간에 위계를 설정하지 않으며 모든 표현물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한다. 더불어 국제 인권규약 그리

고 공동체, 집단, 개인 간의 상호 존중 요건과 양립할 수 

있는 무형유산 표현물만을 인정하며 사회적 결속, 다

른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평가, 지속가능발전 

등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형문화유산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있다.

여타의 국제 규약과 관련해 협약 제3조는 협약의 어떤

조항도 무형문화유산과 직접 관련된 1972년 세계유산 

협약의 목적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집단, 개

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생각하는 관행, 표상,

표현물, 지식, 기술 ─ 도구, 사물, 공예품, 관련 문화 공

간 포함 ─ 을 의미한다. 무형문화유산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나타난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존중

지역,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과

상호 이해에 대한 인식 제고

국제협력과 지원 제공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인 언어를 포함한 구전 표현

물 및 구전 전통

공연 예술

사회적 관습, 의례, 축제 행사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과 실천

전통 공예기술

보호 협약 상 세계유산의 보호 지위를 낮추거나 수준

을 저하 할 수 없으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국제규약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협약은 유네스코 사무국에 당사국 총회와 정부

간위원회 지원, 회의 문서 준비, 의결사항 이행을 요청

하고 있다.

협약상의 기구

운영지침(Operational Directives)

협약 당사국 총회는 협약 내에서 최고 권한을 지

닌 기구로서 2년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

우나 위원회 또는 적어도 당사국 3분의 1의 요청이 있

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총회는 협약 이행을 위

한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24개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을

선출하는데 위원회 구성원의 절반은 2년마다 교체된

다. 총회는 전 세계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의

견과 보호 조치를 반영하기 위해 위원국 선출 과정에

서 동등한 지리적 분포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각 지

역별 위원국 수는 해당 지역 내에서 협약을 비준한 국

가 수에 비례한다.

위원회는 해마다 정기회의를 열며 위원국 3분의 2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의 핵심 기

능은 다음과 같다.

협약 목표의 증진, 모범 사례에 대한 지침 제공, 무형문

화유산의 보호 조치에 관한 권고

총회가 채택한 지침과 2개년 계획에 따른 무형문화유산

기금의 재원 사용

협약 제16조와 제17조에 따라 당사국이 제안한 무형문

화유산 표현물의 협약 목록 등재

협약 제 18조에 따라 협약의 목표와 원칙을 가장 잘 반영

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의 선정 및 진흥

위원회에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비정부기구의 총회 인

가 요청

협약 제7조는 정부간위원회의 기능으로, 협약 이행 운

영지침의 작성과 총회 제출 및 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 총회는 2008년 첫 운영지침을 채택했고, 이어지

는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지침 내용을 개정하고 있다.

특히 운영지침은 무형유산의 협약 목록 등재 절차,  

국제 재정 지원, 위원회 자문 비정부기구의 인가, 협약

이행 시 공동체의 참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협약의 원칙과 목표를 잘 반영하는 목록과 프로그램

협약 제17조는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기 위해 긴급

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목록(긴급보호목

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다른 목록, 즉 인류 무형문

화유산 대표목록(대표목록)은 무형문화유산의 가시성

을 제고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제정되었

다(제16조).

당사국만이 협약 목록에 포함될 무형문화유산 종목을

신청할 수 있다. 등재 기준, 방법, 절차는 운영지침 제1

장에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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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 공예와 그 상징성

(리투아니아)

두 가지 목록 외에 협약 제18조는 위원회가 개발도상

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 협약의 원칙과 목표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

동을 정기적으로 선정·진흥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보호 활동을 대상으로 해서 국제지원이

제공된다.

목록 등재 신청서 양식, 절차 뿐만 아니라 보호 프로그

램, 프로젝트, 활동 제안서는 www.unesco.org/culture/

ich/en/forms/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국제지원

협약은 보다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히

무형문화유산기금을 통한 국제협력 및 지원 체제를 수

립하고 있다. 운영지침 제1장에 따르면, 긴급보호목

록 등재 유산 보호와 국가 목록 작성에 우선적으로 기

금을 할당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기금은 긴급 지원에

사용하거나 공동체, 집단, 무형문화유산 전문가를 정

부간위원회 회의에 참석시키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국

제지원 신청서 양식과 신청절차는 www.unesco.org/ 

culture/ich/en/forms/에서 열람 가능하다.

당사국은 무형문화유산기금에 정규 분담금 외에도 자

발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는 협약을 이

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다양한 재원

에서 비롯되는 추가 납부금은 유네스코가 새로운 활

동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게 할 뿐만 아

니라 기존의 활동을 강화하고 확대시킬 수 있게 만든

다. 한국, 일본, 노르웨이,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아랍에미리트 등 일부 회원국과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네스코와의 협정을 통해 전 세계 무형

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기금을 상당 부분 마련해 왔다.

긴급보호목록 등재기준

01.      해당 종목은 협약 제2조에 명시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의를 충족시킨다.

02.      a.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 당사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목의 존속이 위태로워 긴급 보호가  

요구되거나,

       b.   해당 종목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여 즉각적인 보호 없이는 존속이 불가능하므로 극도로 긴급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03.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에 의한 해당 종목의 지속적인 실연과 전승을 가능케 하는 구체적인 보호 조치들이 

입안되었다.

04.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공동체, 집단 또는 개인의 광범위한 참여가 수반되고, 그들의 자유의사에 기초하고 

사전에 통보가 이뤄진 동의를 통해 등재신청이 이루어졌다.

05.       협약 제11조 및 제12조에서 규정된 대로 해당 종목은 제출 당사국의 영토 내에 속한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06.       극도로 긴급한 종목의 경우, 관련 당사국은 협약 제17조3항에 의거하여 해당 종목 등재에 관한 협의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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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이행을 위한 참여

‘운영지침’ 제3장은 협약 이행에 있어 공동체, 집단, 개

인, 전문가, 전문기관, 연구기관 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비정부기구의 참여에 관한 지침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협약은 전통을 보유한 공동체와 집단

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공동체는 개방 

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봐야 하므로 반드시 구체적인

영토와 관련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협약의 정신이다.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담당하는 중심적인

역할은 이미 협약 제2조1항에 제시된 무형문화유산

의 정의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협약 제11조·제

13조·제15조에서는 당사국이 자국 내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기준

01.     해당 종목은 협약 제2조에 명시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의를 충족시킨다.

02.       해당 종목의 등재는 무형문화유산의 가시성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화를 장려함으로써 

전 세계의 문화다양성의 반영과 인류의 창의성 발현에 기여할 것이다.

03.     해당 종목의 보호,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보호 조치들이 입안되었다.

04.       해당 종목의 등재신청을 위해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의 광범위한 참여가 수반되고, 그들의 자유의사에  

기초하고 사전에 통보가 이뤄진 동의가 표명되었다.

05.       협약 제11조3항 및 제12조4항에 규정된 대로, 해당 종목은 신청 당사국의 영토에 속한 무형문화유산 목

록에 포함되어 있다.

종묘제례와 제례악

(한국)

전통 민속 장가 - 우르틴 두

(몽골,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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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선정 기준

01.      해당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은 협약 제2조3항에 정의된 보호 개념을 포함한다.

02.      해당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은 지역, 소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노력을 증

진한다.

03.      해당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은 협약의 원칙과 목적을 반영한다.

04.      이미 완료된 경우, 해당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은 관련 무형유산의 생명력 증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경우, 이는 관련 무형유산의 생명력 증진에 실제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된다.

05.      해당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은 관련 공동체, 집단, 또는 해당될 경우 개인의 참여에 의해 이행될 것이며, 

그들의 자유의사에 기초하고 사전에 통보가 이뤄진 동의를 획득할 것이다.

06.    해당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은 사례에 따라 소지역, 지역 혹은 국제적 차원의 보호 활동 모델이 될 수 있다.

07.      제안 당사국, 시행 기관, 관련 공동체, 집단 혹은 해당될 경우 개인은 자신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이  

모범사례로 선정될 경우 이를 홍보하는 데 적극 협력할 것이다.

08.    해당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은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경험들을 포함하고 있다.

09.    해당 프로그램, 프로젝트 혹은 활동은 우선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의 특정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

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동체, 집

단, 관련 비정부기구를 무형문화유산을 확인하고 정의

를 내리는 일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을 창조, 유지, 전수하는 공동체와 집단, 

그리고 개인은 보호 활동과 관리에 가능한 한 폭넓게 

참여해야 한다.

협약이 공동체와 집단에 부여한 역할은 운영지침을 통

해 강화된다. 예를 들어 협약 목록 등재는 관련 공동체

와 집단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

라 사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이

들의 참여는 국제지원을 받는 보호 프로그램을 준비하

고 이행하는 데에도 필요하며, 협약의 원칙과 목표를 

가장 잘 반영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으로 자국

의 사례가 선정되면 각국 정부는 모범사례의 보급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특히 운영지침은 당사국이 

공동체나 집단 그리고 전문가, 전문 기관, 연구 기관

이 무형문화유산의 확인, 정의, 목록 작성, 프로그램·프

로젝트·활동의 개발, 신청서 준비, 특정 유산의 목록

에서의 삭제, 유산의 이동 문제를 다루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나 조정 기구를 만들 것을 권장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에서 자격, 전문성, 경험 등을 갖추 

고 협약의 정신에 부합되는 목표를 지니며, 게다가 운

영 능력까지 갖춘 비정부기구는 자문 기능을 맡을 수 

엘 구에구엔세(El

Gügünse) (니카라과)

빔부자(Vimbuza) 치유

무용 (말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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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비정부기구는 긴급보호목록 등재신청서 검토, 

25,000달러 이상의 국제지원 신청, 협약 제18조에 언급 

된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을 평가한다. 이러한 자격 

의 부여 기준과 절차는 운영지침 제2장에 나와 있다.

보고

당사국은 정부간위원회에 협약 이행을 위한 입법 및 

규정 관련 사항 또는 그밖의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제

출해야 한다(제29조). 동 보고서는 무형문화유산 목 

록 작성이나 갱신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운

영지침 제4장에 따르면, 당사국은 지역순환 원칙에  

따라 지역별로 6년마다 12월 15일까지 정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대표목록에 등재된 국가 영토 내 모든 

무형문화유산의 지위에 관한 정보를 담아야 한다. 또

한 각 당사국은 위원회에 자국 영토 내 긴급보호목록  

등재 무형문화유산의 지위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 보고서는 통상 유산이 등재된 해로부터 네 

번째 되는 해의 12월 15일까지, 그 이후에는 4년마다 

한 번 제출해야 한다. 

막용(Mak Yong) 연극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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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이행  •41

가시성(Visibility)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드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취하는 노력

외에도 위원회는 세계적으로 보호 활동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엠블렘을 제작하여 2008년 6월 총회의 승인을 거쳐

이를 통해 협약의 가시성을 높이고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다. 

사무국은 웹사이트(www.unesco.org/culture/ich)를 운영하여 위원회와 총회의 문서

와 결정, 그리고 무형유산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사무국은 또한 전

세계에 산재한 무형문화유산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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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 서사시인

아킨의 기예

탄탄의 무쎔 (모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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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조항은 협약 당사국, 즉 유네스코 회원 

국으로서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비준서(혹 

은 수락서, 동의서)를 기탁하고 협약이 발효 

된 국가의 영토 내에서만 적용된다.

비준은 ‘국가가 국제적 측면에서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확정하는 경우에 일컬 

어지는 국제적 조치’를 뜻한다(‘조약법에 관 

한 비엔나 협약’ 제2조1항). 수락, 승인, 가

입도 비준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협

약은 비준서, 수락서, 동의서를 기탁한 지 3

개월 후에 발효된다. 협약 당사국의 최신 목

록은 www.unesco.org/culture/ich에서 볼 수 

있다.

협약은 개방적 문서로서, 대부분의 조항이

비규범적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국 정

부는 협약 이행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국들은 무형문화유산 보호

에 필요한 모든 형태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촉진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협약과 운영지침에 제시된

구체적인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당사국 지위의 획득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조치와 무형

문화유산의 확인과 정의 과정에 공동체, 집단,

관련 비정부기구가 참여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사국은 유산 보호 목적의 확

인 작업을 위해 자국 내 하나 이상의 무형문화

유산 목록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제11조와 제12조는 협약

의 다른 조항보다 규범적이기는 하지만 당사

국의 목록 준비 방식에 있어서는 충분한 유연

성을 제공한다. 당사국은 협약 가입 전에 하나

이상의 목록을 미리 작성할 필요는 없다. 목록

의 작성과 갱신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을 확

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현재 진행형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협약 제13조·제14조·제15조는 보호 조치와 

인식 제고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은 무

형문화유산을 창조하고 유지하며 전승하는 

공동체, 집단, 개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조치들을 적용해야 한다.

당사국은 협약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

금에 정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협약 제

26조2항에 언급된 선언을 하지 않은 당사국

일지라도 최소 2년에 한 번 유네스코 정규 예

산 분담금의 1%를 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협약 제26조2항에 언급된 선언 국가는 적어

도 2년에 한 번 유네스코 정규 예산 분담금의

약 1%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당사국은 협약의 이행을 위한 입법적, 규율

적, 그리고 그밖의 다른 조치와 관련하여 정

부간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협약 제29조). 이 보고서에는 대표목록

에 등재된 자국 내 무형문화유산의 현황에 대

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각 당사국은 또

한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된 자국 내 무형문화

유산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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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체(Elche) 신비극(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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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 지위의 획득

비준서/수락서/승인서/가입서 예시

해당 국가는 아래 문서를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2003)을 검토한 결과, 우리에게 부여

된 권한을 바탕으로 협약 조항에 따라 협약 전문과 세부 내용을 승인

하고, 이에 협약 제32조와 제33조 규정에 따라 위 협약을 비준/수락/ 

승인/가입할 것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선언하며 이상의 증거로서 서 

명 날인한 이 비준서/수락서/승인서/가입서를 기탁하는 바이다.

(국가명)

는(은)

(장소)

(일시)

(날인)

(서명)

(국가 내지 정부 수반 혹은 외교부 장관의 이름)

국가 내지 정부 수반 혹은 외교부 장관의 이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정을 위한 활동

Working towards a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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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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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을 위한 활동

유네스코의 문화 분야 협약은 국제 기준 제정에 대한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초안 작성과 채택이 이

루어졌다. 이 국제 기준은 국가의 문화정책 입안과 국가 간 협력 강화의 기초가 되었다. 지난 55년 동

안 만들어진 여덟 개 규약은 채택 당시 국제사회가 문화 분야에서 어떤 문제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

었는지를 보여준다. 각각을 비교해 보면, 정부와 비정부기구들이 수행했던 문화정책과 역할이 어떻

게 변해왔는지 알 수 있다. 이 규약들은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는 한 상호보완적이며, 국가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표준적인 준거가 된다. 더욱이 새롭게 채택된 규약을 통해 기존의 규약들을 더욱 잘 이

해할 수 있는데, 새 규약은 과거 정책의 영향과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러한 규

약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서 세계 문화다양성 보존을 위한 회원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수단이 된다. 규약의 효과는 규약이 비준된 후 체약국이 규약 이행을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노력하

느냐에 달려 있다.

유네스코는 2003년 제32차 총회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을 채택하였다. 협약의 채택은 국제 사

회의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는데, 국제사회는 처음으로 문화적 표상

이나 표현물을 지원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문화적 표상이나 표현물은 이와

같이 광범위한 법적·사업적 틀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 등 문화유산을 다루는 다른 국제규약과 달리

2003년에 채택된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주요 목적은 공동체, 집단, 개인이 자신들의 문화유산이

라고 인식하는 관습, 표상, 표현물, 지식,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은 구전 전통, 구전

표현물, 공연 예술, 사회적 관습, 의례, 축제 행사,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과 실천, 전통 공예기술 등

에 나타날 수 있다. 협약 제2조에 나와 있는 이 정의는 도구, 사물, 인공물,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화

공간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오랫동안 진행된 정부간 협상의 결과로서, 여러 개념을 조

율하는 과정을 거쳐 현재의 내용으로 승인받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장은 현재 상태의 협약 채택으로 이어진 사상과 정책을 낳는데 기여한 활동이나 프로

그램에 초점을 맞춰 협약 제정의 배경을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Ph

ot
o 

c 
in

st
itu

to
 N

ac
io

na
l d

e 
Cu

ltu
ra

 /
D

an
te

 V
ill

af
ue

rt
e

타킬레(Taquile)의 직물공예(페루)

보이순 지역의 문화공간

(우즈베키스탄)



유네스코의 문화 분야 첫 번째 프로그램은 전

후 탈식민지 시기 세계의 정치적·사회적 상

황을 반영했다.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해 평화

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유네스코의 사명에 따

라 예술 분야의 국제협력과 세계의 다양한 문

화 정체성 인식에 관한 연구에 총력을 기울였

다. 문학, 박물관, 음악, 언어 등 전통적인 문

화 영역과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였다.

1946년 국제박물관협회(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 ICOM)가 설립되었고, 이어 1949년

국제음악협회(International Music Council, 

IMC)가 만들어졌다. 번역 색인(Index Transl-

ationum) 제 1권이 발간된 것은 1949년이었

으며, 1952년 베네치아 회의에서 처음으로

예술 생산(artistic production)에 대한 우려가

논의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세계저작권협약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이 채택되었

는데, 본 협약은 1955년 발효되고 이어 1971

년에 개정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초래한

재앙적 결과 때문에 전시에 건축유산을 보호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1954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전시문화재보호협약’

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종합적이고 동질적인 사물의 범주

로 ‘문화재(cultural property)’라는 표현을 도

입하였는데, 이는 독특한 문화적 가치 때문

에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들이

다. 이 용어는 훗날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1970)’에도 적용되었다. 헤이그 협약과 제2

차 의정서(1999)는 이 협약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약이다.

유네스코는 1953년에 이미 ‘문화의 통일과 다

양성(Unity and Diversity of Cultures)’이라는

총서의 제1권을 발간했다. 이 책은 여러 민족

의 특수한 문화에 대한 오늘날의 인식과 여러

문화 사이의 상호 관계를 조사한 결과물로,

세계 여러 문화와 그 상호 관계에 대한 통찰

력 제공이 목적이었다. 이어 1957년에는 ‘동

서양 문화의 상호이해(Mutual Appreciation 

of Eastern and Western Culture)’ 사업이 시

작되어 9년간 계속되었다. 유네스코 총회

는 1966년 그 유명한 ‘국제 문화협력 원칙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을 채택했

다. 이 선언은 각각의 문화는 존엄과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존중 및 보존하여야 하고, 모 

1946~1981년 : 제1단계

무어 마을의 마룬 전통

(자메이카)

모래그림 (바누아투)

거인과 용의 행렬

(벨기에, 프랑스)

쵸피족의 팀빌라

(모잠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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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민족은 자신의 문화를 발전시킬 권리와 의

무가 있으며, 모든 문화는 전 인류의 공동 유

산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유네스코는

문화 부문 국제협력 정책의 기본 특징을 수

립했으며, 이는 향후 유네스코 문화유산 정

책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이 선언은 법적인

의미에서 유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

았지만 ‘인류의 유산(heritage of mankind)’이

라는 표현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분야 정책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1960년 시작된 이집트의 누비아 캠페인

(Nubia Campaign) 이후, 유형유산 분야에 한

해서이지만 ‘인류의 유산’이라는 개념을 발

전시키는 정책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누비

아 캠페인은 국제 여론을 보호 활동에 우호

적인 것으로 바꾼 가장 성공적인 사례였다. 2

년 후 원래의 위치보다 64미터 위로 옮긴 아

부 심벨(Abu Simbel) 사원이 공식적으로 모

습을 드러냈다. 기념물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활동은 1962년 시작된 베네치

아 보호 캠페인 혹은 1968년 11월 19일 유네

스코 총회가 채택한 ‘공공 또는 민간 사업에

의해 위험에 처한 문화재 보존에 관한 권고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였다. 이어 1970년

에는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

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었다.

이처럼 법적 효력이 있는 캠페인 및 활동 

은 문화가 경제발전에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인식을 드높였다. 탈식민화 과정과 

냉전이라는 정치적 배경 속에서 문화의 제

도적·행정적·재정적 측면에 대한 정부간 

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the Institution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Aspects of Culture)가 1970년 8월 24일부

터 9월 2일까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

렸다. 이 회의에서는 ‘문화적 발전(cultural 

development)’과 ‘개발의 문화적 차원(cultural 

dimension of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이 등

장하여 문화정책이 개발 전략에 어떻게 통합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이 회의는 또한 민족 문화의 다양성, 고유성,

독창성 등이 인류의 진보와 세계 문화 발전의

필수적인 토대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 회의

는 자원·훈련 기관·훈련 받은 인력이 부족하

여 문화 유산 보존 활동을 거의 수행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많은 나라의 토착 문화가 위

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또, 회 

원국은 비정부기구가 가능한 한 밀접하게 문

화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

장함으로써 문화 분야에서 비정부기구와의

협력을 위한 기초를 세웠다.

유네스코는 저작권과 문화재 보호 분야의 활

동 외에 1952년 협약·1954년 협약·1970년 

협약에 언급된 바와 같이 유산과 문화 산업

을 발전 정도와 무관하게 모든 회원국에서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서 증진하

고자 했다.

유네스코는 1972년 아프리카의 구전 전통과

아프리카 언어의 증진을 위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1회 태평양 예술 축제(Festival 

of the Arts of the Pacific)가 피지에서 열렸고,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두 가지의 문화 연구 사

업이 시행되었다. 문화유산이라는 개념은 유

형문화 분야에만 엄격하게 한정되지는 않았

다. 그러나 1972년, 유네스코는 1966년 선언,

누비아 캠페인의 성공, 1970년 베네치아에서

수립된 원칙 등을 기초로 하여 가장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는 협약을 채택하였는데, 바로 ‘세

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이었다. 이 협

약은 오늘날 문화유산 분야에서 가장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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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법규로서 유산의 범위를 기념물, 건물군,

지역군 등 모든 유형유산으로 제한했기 때문

에 문화유산을 유형유산으로 보는 시각을 강

화시켰다. 이 협약은 헤이그 협약처럼 부동

산 문화유산-이 경우 탁월한 보편적 가치-

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서도 인류의 유산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세계유산협약은 등재 제도(listing system)와

협약 이행을 위해서, 개정이 가능한 운영지

침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유

산보존 정책을 강화하였고, 보존 정책을 개

발수단 ─ 주로 관광을 통한 개발 ─ 에 포함

시키는 표준적인 준거가 되었다.

집단적인 지적재산권의 법적 측면들이 명확하

게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유산협약에는

무형문화유산 표현물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

라서 볼리비아 정부는 1973년 민속 보호에 대

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세계저작권협약(1971년 개정)에 추가 의정

서를 제안했다.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

았지만, 1년 후 유네스코와 세계지적재산권

기구(WIPO)의 지원을 받아 튀니스에서 정부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었고, 문화적 표현물에

적용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시

범 법안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한편, 1970년 베네치아 회의의 후속으로 여

러 지역 세미나가 열렸다. 이 중 하나인 아

프리카 문화정책에 관한 아크라 정부간회

의(Accra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in Africa, 1977)에서 전문가

들은 문화라는 개념은 순수예술이나 유산을 

넘어 세계관, 가치 체계, 신념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년 후, 라틴아메리카와 카

리브해 지역 정부간 문화정책회의가 채택

한 보고타 선언(Bogota Declaration)에서는  

문화발전을 통해 공동체와 개인의 삶의 질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 선

언은 문화적 진정성(cultural authenticity)이

란 지리적 기원이 무엇이든, 어떤 식으로 문

화적 혼성이 이루어졌든지 간에 문화적 정

체성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모든 민족이나 집단이 조상 전래

의 역사와 개인적 가치 및 열망 그리고 자율 

의지에 따라 독립적으로 문화 정체성을 결

정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베네치아 회의 이후 잇따라 열린 회의

는 1982년 멕시코시티에서 몬디아쿨트

(Mondiacult)라는 세계문화정책회의로 대단

원의 막을 내렸다. 이 회의에는 당시 유네스

코 158개 회원국 가운데 126개국에서 960명

이 참가했다. 세계유산협약의 성공, 그리고 

부동의(immovable)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른 형태의 유

산과 개발 수단인 문화적 생산물의 중요성이 

약화되었다. 이 회의의 목적은 1970년에 열

린 베네치아 회의 이후 축적된 문화정책과 

실천에 관한 지식과 경험 검토, 현대 세계에

서 문화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 증진, 

전반적인 발전 계획에서 문화 발전을 증진

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 수립, 국제적인 문화 

협력의 촉진이었다.

이 회의는 만장일치로 문화 간의 위계에 

대한 개념을 거부하였다. 우수한 문화와 열

등한 문화 사이의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

는 생각 때문이었다. 모든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도 재확인하였다. 회의는 문화

적 정체성이 과거 세대로부터 물려 받은 전

통,역사, 도덕적·정신적·윤리적 가치의 보호

장치임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현재와 미래의 

문화적 실천은 과거의 것만큼이나 가치가 있

기 때문에 정부와 공동체가 모두 문화정책 개

발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도 제안됐다. 이와 

같이 정부 기관과 시민사회는 문화정책 개발

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회의의 주요 성과는 문화를 재규정했다는 점

이다. 유산은 현재 일상 생활에서 표현되는

모든 문화 가치를 포함하며, 삶의 방식과 가

치를 전달하는 표현 형태를 지속시키는 활동

이 점차 더 중요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 회의 

1982~2000년 :

몬디아쿨트에서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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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현재 ‘무형유산’ 보존에 대한 관심이 

과거 수십 년간 이루어진 것 가운데 가장 건

설적인 발전들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언급했

다. ‘무형유산’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

용되기는 이 회의가 처음이었다.

이 회의는 문화의 개념을 재규정(예술이나

문자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 인류의 기본권,

가치 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시킴)하는 것

외에 멕시코시티 문화정책선언(Mexico City 

Declaration on Cultural Policies)을 통해 문화

유산을 새로이 정의하였다. 이 선언은 문화

유산에 인간의 창의성이 표현되는 언어, 의

례, 신념, 역사 공간과 기념물, 문학, 예술작

품, 아카이브, 도서관 등 유형과 무형의 것을

모두 포함시켰다. 나아가 멕시코 선언은 각

민족의 전통과 표현 형식이 문화의 존재를 세

계에 드러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

에 모든 문화는 독특하고 환원할 수 없는 가

치 체계를 반영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

에서 문화정체성과 문화다양성은 분리될 수

없고, 다양한 문화정체성의 존재를 인식하는

일은 다양한 전통이 존재하는 곳이면 어디든 

문화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의 정수를 

이룬다고 하였다. 

몬디아쿨트 회의는 유네스코에 기념물과 역

사유적으로 구성된 문화유산 보존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 특히 구전 전통

의 보존과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발

전시키도록 요청했다. 이러한 활동은 양자 

간 관계, 소지역, 지역, 다국적 차원에서 실시

되는 것이었으며, 보편성, 다양성, 민족과 문

화에 대한 절대적인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였다. 이 회의는 각국 소수 집

단이 보유한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문화는 문화적·영적 가

치 및 전통 측면에서 전 세계의 문화를 활성

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의는 회원국과 문화분야 국제기구를 초

청하여 유산보호 정책이 문화 전통 전체를 다

루도록 확장시키고자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

는 문화 전통이란 예술유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속 예술, 민속 구전, 문화 행위 등 과

거 유산 표현물 모두를 이르는 것이었다. 이

회의는 민족 전통 문화의 보존과 발전이 문화

정체성을 강조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본질이

며, 한 국가 유산의 기본 구성 요소인 민속은

언어, 구전 전통, 신념, 기념 행사, 식습관, 의

약, 기술 등을 아울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

였다. 이 회의를 바탕으로 회원국은 역사적

으로나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문화재의 경

우처럼 문화 전통 가운데 아직 인정받지 못

한 부분도 인정을 해야 하며, 보존, 증진, 보급

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대해 기술적·재정

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몬디아쿨트 회의가 열린 지 2년 후인 1984

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근대 

세계수공예의 보존과 발전을 논의하기 위

한 회의가 열렸다. 그 후, 유네스코와 세계

저작권기구는 튀니스에서 채택한 불법 이

용과 그 밖의 편견적 행위에 대한 민속 표현

물의 보호에 관한 국내법 시범 조항을 기초

로 하여 1984년조약 초안을 마련하였다. 발

효는 되지 않았고, 민속에 대한 법적 보호가 

이루어지기까지는 5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극지방 언어에 관한 책 발간 준비나 1987년 

서아프리카 말리의 농촌 발전을 위한 전통

과 문화혁신을 결합하는 실험적 계획 등 몇

몇 활동이 진행되었다. 1986년 경제사회이

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는 유엔 

총회가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제출한 활동계

획 초안을 바탕으로 세계문화발전 10년선

포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했다.

1989년 튀니지 함마메트에서 세계공예발

전10개년계획(1990~1999) 수립을 위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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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키 연극 (일본)

신장의 위구르 무캄 (중국)

바이아 레콘카보의

삼바 데 로다 (브라질)

48•  무형문화유산의 이해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정을 위한 활동  •49



제 전문가 회의가 열렸다. 같은 해, 즉 몬디

아쿨트 회의가 열린 지 7년 후, 총회는 전통

문화 및 민속 보호 권고(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를 채택했다. 이는 무형문화유

산 보호와 몬디아쿨트 회의에서 제기된 바

람을 반영하는 최초의 법적 규약이었다. 이

후 유네스코는 이 권고를 실천에 옮기기 위

해 훈련과정을 구성하고, 소수 민족 및 토착 

집단 무형문화유산의 목록 작성과 보호·활

성화·전파 계획 수립을 지원했으며, 전통 문

화 축제의 개최도 지원했다. 민속 활동 네트

워크를 구성해 유네스코 세계전통음악 모음 

CD를 만들었고, 또 ‘음악유산 수집’을 위한 

편람, ‘세계 사멸위기 언어 지도’, ‘부적절한 

상업적 이용에 대한 전통 문화와 민속 보호 

매뉴얼’, ‘윤리와 전통문화’라는 제목의 자

료가 출간되었다. 1989년 권고 이행을 위한 

지역 세미나가 여덟 차례 열렸으나 지속적

인 결과를 낳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그러나 권고 그 자체로서 무형문화유산 관련

영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했다. 1990년 부르키나 파소 우아

가두구(Ouagadougou)에서 열린 국제공예

전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공예상(UNESCO 

Craft Prize)이 수여되었다. 국제문화진흥기

금은 소멸하는 구전이 부활하고 신선한 문

화적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

고자 인도의 하하라쉬트라(Haharashtra) 노

래 보호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이 지

역 차원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마하라쉬트

라(Mahrashtra)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1992

년 조그자카르타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공

연예술에 대한 비디오 모음 ‘전통 무용·연극·

세계음악’이 만들어졌다. 같은 해 11월, 유네

스코, 세계은행, 유니세프 공동 주최로 코트

디부아르 아비잔에서 코트디부아르 문화성

의 협력 하에 아프리카 발전의 문화적 차원

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1993년에는 

‘유네스코 사멸위기 언어 적서(Red Book)

계획’을 시작했고 1995년 도쿄대학에서는 이

주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1993

년 제 142차 집행이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이

제안한 인간문화재(Living Human Treasure)

제도가 시작되었다.

1991년 총회는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과

협력 하에 독립적인 세계문화발전위원회 설

립을 요청하도록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위원회는 문화와 개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는 긴급하

고 장기적인 활동을 제안하기로했다. 1992

년 12월 설립된 세계위원회는 전 유엔 사무

총장 하비에르 페레스 데 쿠엘라가 의장으로 

참여했다.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이라는 보고서는 세대

간 전승되는 풍부한 유·무형유산을 강조했

다.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유산이 전 세계적

으로 공동체의 집단 기억을 구체화하고 불확

실성의 시대에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점을 인

정했다. 이 보고서는 문화와 문화다양성보

호 필요성에 관한 유네스코의 전통적인 입장

을 따르면서도 형체가 있는 사물(기념물,

예술작품, 공예품)이 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주요 수혜대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한 훼손되기 쉬운 무형문화유산은 그와 같

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장

소 이름이나 지역의 전통 같이 무형의 것 역

시 문화유산의 일부라는 점을 일깨웠다.

또한 위원회는 경제발전의 일부로서 유산보

존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무

형문화유산이 아직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

음을 볼 때 유산의 모든 측면이 폭넓고 효과

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

적으로 관리되지도 않고 있다는 점을 상기했

태피스프리 작업 (터키)

와양 인형극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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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원회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에 관한 협약이 법적 규약이면서도 유형유산

에만 적용되고, 선진국에서 가치 있다고 여

기는 종류의 유산 관련 관심사를 반영하기 

때문에 문화의 에너지가 인공물, 춤, 구전 전

통 등 다른 형태의 표현물에 집중되어 나타

나는 문화적 지역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유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은 정치·윤리·경제

적 관점에서 유산 보호과정 중 당면하게 되

는 문제점을 자세히 담고 있다. 이 책은 물

질 유산이 갖는 복잡성을 문화정체성에 대

한 단순화된 메시지로 변화시키는 정치적 

묘수를 경계한다. 이러한 메시지는 대중적 

형태, 문화적 표현 또는 역사적 진실을 외면

하고 고도의 상징적인 대상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문

성이 결여된 분야로 인류학적 연구가 확산

되어 ‘민족 예술(ethnic arts)’에 흥미를 가

진 관광객들이 문화적 전통의 극화나 의례

화를 인위적으로 요구하는 현상이 증가하

고 있다. 그래서 의상, 음악, 춤 그리고 공예

라는 탈맥락화된 문화적 전통만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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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다 음송 전통 (인도)

위원회는 구체적인 무형문화유산 표현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인정의 경제적 의미와 관련

해서 고려해야 할 문제 및 위험성에 대해 다

음과 같이 네 가지를 제시했다.

진정성(authentication) : 전통 공예의 복제 방지

전용(expropriation) : 가치 있는 인공물과 기록

물을 원 소재지에서 탈거하는 문제

보상(compensation) : 민속의 원천인 개인이나 

공동체에 보상이 따르지 않는 문제

상품화(commodification)의 위험 : 민속 문화자

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업화의 

위험

이 보고서는 또한 지적재산권의 인정과 관련

된 문제를 강조했고,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

은 살아 있는 창조적 전통을 다룰 때 올바른

개념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보고

서는 전통적 규범에 내재한 아이디어를 바탕

으로 새로운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 보고서는 

또한 어떤 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지, 어

떤 유산을 보호해야 하는 지에 대해 논의했다. 

목록에 등재된 유산에 대해 우선 순위를 매긴 

국가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이 출간된 후, 유네스

코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공동 주최하는

민속 보호를 위한 일련의 지역 포럼과 아프리

카 언어 정책에 관한 정부간회의가 열렸고, 이

어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두 가지 활동을 제안

했다. 하나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걸작 선

언’ 프로그램으로서, 이는 유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전 세계적 차원의 인식 제고를 위한 주

요한 발걸음이었다. 다른 하나는 전통문화와 

민속 보호를 위한 규범 제정의 가 능성을 연구

하는 것이다.

선언의 목적은 새로운 형태의 국제적 인정 제

도를 만들어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을 높이는 것이었다. 2001년·2003년·2005

년에 90항목의 유산이 ‘인류 구전 및 무형유

산걸작’으로 선언되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전 세계적인 운동을 일으켰다.

2000년 이후와 협약의 기초(起草)

멕시코 선언에서 좋은 의도를 담았음에도 불

구하고 국제 사회가 문화적 정체성과 문화다

양성을 개발 정책의 주요 요소로 다루기까지

는 20년이 걸렸다.

1990년대 말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 지속된 

지역 회의 후에 워싱턴에서 미국 스미소니언 

연구소와 유네스코의 공동 주최로 ‘1989년 

전통문화와 민속 권고에 대한 세계 평가 : 지

역의 역량 강화와 국제 협력’이라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분야

에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약이 필요하다

는 결론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또 1989년 권

고는 기록화(documentation)에 과도하게 초

점을 맞춘 나머지 살아있는 관습이나 전통, 

이러한 관습과 전통의 보유자인 집단이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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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누(Kihnu) 문화공간

(에스토니아)

동체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

을 깨달았다. 이들은 이야기, 노래 등 예술적

결과물 뿐만 아니라 그 생산을 가능하게 하

는 지식이나 가치, 생산물을 낳는 창조적 과

정, 이러한 생산물이 적절하게 수용되고 인

정되는 상호작용 방식을 아우르는 좀 더 포

괄적인 방법론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회의는 또한 특정 공동체는 ‘민

속(folklore)’이라는 용어가 비하적 의미를 담

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규

범을 위해서는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용어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무형문화유산’이라

는 용어는 인간의 학습 과정-인간에게 전해

지고 인간이 만든 지식, 기술, 창의성, 생산

물, 인간의 지속가능성에 필요한 자원, 공간 

등 사회적·자연적 맥락의 여러 측면-을 가

리키는 데 좀 더 적합한 용어로 제시되었다. 

이 과정은 살아있는 공동체에게 이전 세대와

의 연속성을 제공하고 문화정체성, 문화다양

성 및 인류의 창의성 보호에 중요하다.

사무총장은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2001년 새

로운 규약을 통해 전통 문화와 민속의 보호를 

국제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예비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 

고서는 지적재산권이 무형문화유산의 표현

물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며, 따라서 이

러한 목적에 맞는 고유한 체제를 개발할 필

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보고서는 또 

문화 분야에서의 기존 규약들은 주로 유형문

화유산과 관련된 것이며, 구체적으로 무형문

화유산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위한 

만족할 만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

다. 부분적으로는 무형문화유산 자체의 성격 

때문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세계

인권선언(유엔, 1948년)에 바탕을 둔 새로운 

규약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으며, 규약의 바탕

이 되는 주요 원칙들을 제안했다. 기본원칙

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되었다.

무형문화유산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생산하고 

유지하는 주요 공동체 구성원의 창의성과 활

동을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의 손실은 유산의 창조, 활동, 전

승과 관련된 조건이나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가 재생산될 때 예방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을 다루는 모든 규약은 유산을 

다루고 유지하는 방법을 스스로 개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을 연행하는 공동체

의 권리와 능력을 촉진·장려·보호한다.

문화의 공유와 문화적 대화의 촉진은 이에 대

한 인식과 동등한 교류가 보장되는 한 전반적

으로 창의성을 증진한다.

보고서는 워싱턴 회의의 권고에 따라 더 이

상 적합하지 않은 ‘민속’이라는 용어 대신에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제안

하고,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최초로 마련했

으며, 이러한 유산이 나타나는 영역을 제안

했다.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총회가 승인한 

프로그램과 예산의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집

행을 위한 기관)는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적 

측면과 정의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논의

할 것을 요구했고, 특히 ‘인류 구전 및 무형유

산걸작’에서 사용한 것과 일관된 정의를 만

들었다. 또한 집행이사회는 그러한 유산의 보

호는 규범적 행위에서 그쳐서는 안 되며 세계

지적재산권기구와 긴밀히 협조하고 보호의 

한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01년 9월 유네스코 총회는 세계문화다양

성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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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레 왐쿨루

(말라위, 모잠비크, 잠비아)

탄탄의 무쎔 (모로코)

Diversity)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제7조에서

모든 형태의 유산은 인간 경험과 열망의 기

록으로서 보존, 증진, 전승되어 다양성 속에

서 창의성을 촉진하고 문화 간의 진정한 대

화를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선언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규약을

만드는 데 기초가 되었다. 선언에 첨부된 

활동계획에서 회원국들은 문화 및 자연유산, 

특히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증진

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만드는 데 여러 조치

를 취하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또 전통지식, 

특히 토착민의 존중과 보호의 필요성도 언급

했고 환경보호와 천연자원의 관리, 근대 과

학과 지역 지식의 동반상승효과(synergy) 강

화에 전통지식이 기여하는 바를 인식하게 되

었다. 총회는 이러한 관점에서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새로운 국제규범 제정을 위해 노력하

기로 했다.

같은 해(2001), 총회는 ‘수중문화유산보호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을 채택하여 

다른 유네스코 협약이 육지를 토대로 한 문

화유산에 부여한 것과 같은 보호 기준을 수

중 고고학 유적지에도 적용했다. 이 규정들

은 1970년 협약이나 1995년 ‘유니드로아

(UNIDRROIT) 협약’과 연계되어 있는데, 해

저 문화재의 불법반출 금지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규약은 반환 요

구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2002년 유엔 문화유산의 해(United Nations 

Year for Cultural Heritage)에 문화유산 정책, 

특히 무형문화유산 정책이 개발에 미친 역할

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형태의 유산과 관련된 

규약 제정의 필요성이 커졌다. 2002년 9월, 

110개국 대표자들(이 중 72명은 문화부 장

관)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무형문화유산

과 문화다양성에 관한 원탁회의에 참가했다. 

이들은 이스탄불 선언(Istanbul Declaration)

을 채택하여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하

고 새로운 국제협약의 채택을 권고했다.

또한 2002년 9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기초를 위한 제1차 정부간 전문가 회의가 

파리에서 열렸다. 전문가들은 무형문화유

산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사용할지에 대

해 논의했다. 왜냐하면 이 용어에 대한 광

범위하고 모호한 해석이 협약의 엄격한 이

행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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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전문가들은 인권 관련 국제규약 

에 대해 언급했고,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

는 용어 대신에 ‘공동체’나 ‘집단’이라는 용

어를 그대로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문화지

역(cultural site)’이라는 용어보다는 ‘문화공

간(cultural space)’이라는 말을 더 선호했

다. 문화지역에는 건물이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형문화유산은 끊임없이 변화하

는 살아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정의에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이라는 

표현을 덧붙이기로 했다. 무형문화유산의 영

역에 언어를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형문화유산의 전달 수단으로서의 언어’

라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 간에 타협을 이루었다. 또 사회적 관습,

의례, 축제 행사 영역에 종교에 대해서는 언

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국가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

장을 표명했다. 국가의 주요 의무는 관련 문

화 공동체, 비정부기구, 관련 이해당사자들

과 협력하여 자국 내 무형문화유산을 확인하

고 정의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간위원회는 

국가 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바탕으로 국제무

형문화유산 등록부(international register)를 

만들기로 했다. 이 등록부(이후의 대표목록)

는 무형문화유산의 가시성을 높이고 문화다

양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리라 예상되었다.

협약 초안 작성을 위해 정부 간 회의가 여러

차례 개최되었다. 특히 회원국이 맡아야 하

는 역할의 중요성과 연대와 협력의 국제원칙

그리고 유연하고 효과적인 보호 메커니즘의

중요성, 당사국 총회 하위기관으로서의 정부

간위원회와 무형문화유산보호 기금의 중요

성 등 주요 주제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

였다.

2003년 11월, 유네스코 총회 문화분과위원

회는 총회 전체회의에서 무형문화유산보호

협약을 유네스코 협약 중 하나로 채택하도록 

권고했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2003년 

10월 17일, 찬성 120개국, 기권 8개국으로 반

대하는 국가없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서

른 번째 비준서가 기탁된 지 3개월 후인 2006

년 4월 20일 발효되었다(최신 당사국 목록

은 www.unesco.org/culture/ich에서 열람가

능). 이미 유네스코 회원국 절반 이상이 이 협

약에 서명한 상태였다. 협약이 예외적으로 신

속하게 비준되었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무

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또한 오늘날 삶의 방식과 세

계화 과정에 따라 예상되는 위협 상황에서 협

약 상의 국제적 보호가 시급하다는 점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미 국가 수준에

서 무수히 많은 활동이 진행되었고, 국제 차

원의 (정부 간) 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다. 이는 

협약의 채택과 신속한 이행이 세계의 살아있

는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유네스코의 장기적

인 노력의 과정의 한 이정표임을 보여주는 것

이다.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세계유산

협약의 실용적 접근에 기반하고 있는데 표현

물이나 전통 사이의 위계를 설정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동등한 평가를 강조한다. 세계

유산협약에서 구현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 

라는 개념은 무형문화유산보호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국제사회의 인식은 살아 있는  

유산이 창조·전승·재창조되는 공동체의  

정체성과 연속성에 대해 살아있는 유산 보

호가 갖는 중요성에 바탕을 두고있다. 이러

한 인식은 공동체의 유산에 가시성을 제공함 

으로써 가능한데, 이는 제16조에서 제시된 목

록의 중요한 목적이다. 이 협약은 등재 제도 

(listing system) 보다는 주로 보호 활동과 모

범사례의 교류를 강조한다.

2003년 이후 문화 분야의 또 다른 법적 

규약이 발효되었다. 바로 2005년 채택된 ‘문

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

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이하 문화

다양성 협약)이다. 2003년 협약이 무형유산

을 보유한 공동체와 집단 내 지식의 전수 과

정을 주로 다룬다면 문화다양성협약은 문화

적 활동, 문화적 재화, 문화적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고 공유되는 문화적 표현의 생산과 관

련된 것이다. 이 협약은 유네스코가 다양성

과 전 지구적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법적 규약을 보완한 것이다. 다양성과 전 지

구적인 환경에서는 개인과 민족의 창의성이 

다양성 속에서 장려되고, 그리하여 경제발전 

과 세계 문화다양성의 증진과 보존에 기여한다.

이로써 문화는 인간적인 세계화를 이룩하기 

위한 바람에서 국제법 사상 처음으로 정치적 

의제가 되었다. 이러한 전향적인 맥락에서 

문화는 진정한 대화와 발전의 장이 되어 새

로운 연대의 영역을 열어가고 있다. 

무형문화유산,
열 한가지 주요 쟁점

Questions & Answers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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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아 레콘카보의 삼바 데 로다 (브라질)

신장의 위구르 무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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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메체의 가면 북춤 (부탄)

문화유산은 기념물이나 유물의 집합물에 그

치지 않는다. 문화유산에는 선조로부터 물려

받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구전 전통, 공

연 예술, 사회적 관습, 의례, 축제 행사, 자연

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실천 혹은 전통 공예

기술 등 전통과 살아있는 표현물들이 포함된

다. 이것은 형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문화유산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것

이 바로 무형문화유산으로서 환경에 적응해 

관습과 전통을 변화시킴에 따라 끊임없이 재

창조되고 변화해 온 형태의 유산이다.

이것은 우리 문화와 관련해 우리에게 정체성

과 소속감을 부여한다. 세계가 변화함에 따

라 근대화와 기계화는 이러한 살아있는 과정

(living process)의 일부로서 대개의 경우 창의

성을 돕고 증진한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와 전수에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은 사람이다.

공동체는 집단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을 창조

하고 전수하며 다른 공동체와 유사한 유산표

현을 공유할 수 있다. 인근 마을에서 온 것이

든 세계 반대편 어느 도시에서 온 것이든, 아

니면 다른 지역에 이주하고 정착한 민족이 변

화시킨 것이든 모든 것들이 한 세대에서 다

음 세대로 전해진 무형문화유산으로서, 환경

에 적응해 변화해 왔고 각 공동체에 정체성과 

연속성을 부여하는 데 기여했다. 같은 유산을 

공유하는 것은 남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며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다

른 형태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배우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문화 간 대화를 존중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나. 무형문화유산이란 무엇인가?

열 한 가지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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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레데 구전 전통 (베냉, 나이지리아, 토고) 굴레 왐쿨루 (말라위, 모잠비크, 잠비아) 사나의 노래 (예멘)

둘. protecting인가 safeguarding인가?

문화유산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부

합해야하며 또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끊임 없이 전수되고 재창조되어야 한다. 어

떤 무형문화유산은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사

멸하거나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나 

보호(safeguarding)는 보통의 의미에서의 보

호(protection)나 보존(conservation)을 뜻하

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무형문화유산이 고

정되거나 굳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보

호는 무형문화유산의 존속, 즉 그것의 끊임

없는 재창조와 전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다.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은 지식, 기

술, 의미를 전수하는 것이다. 이것은 춤, 음

악, 악기, 공예 등 구체적인 표현물의 생산에 

주목하기 보다는 세대 간의 전수 내지 전달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실천에 옮기는 공

동체는 그것을 확인하고 보호하는 데 가장 적

합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외부인

들도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부

인들은 공동체가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정보

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것을 도울 수 있고 학교

나 대학 내 교육과 같이 좀 더 공식적인 경로

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을 전수할 

수 있다. 미디어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것 또한 보호를 촉진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유산은 아무렇

게나 보호되거나 재생되어서는 안 된다. 무 

형유산은 살아있는 실체로서 생애 주기를 갖

는다. 따라서 어떤 요소들은 새로운 형태의 

표현물이 등장하면 사라지기도 한다. 그리하여 

어떤 형태의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에 더 이

상 적합하거나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도 한다. 무형문화유산 협약에 나와 있

는 바와 같이, 공동체가 자신들의 것으로 인

정하는 무형문화유산, 혹은 자신들에게 정체

성을 제공하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공동체의 동의와 참여의 바탕 위에서 

보호 조치가 제안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어

떤 경우에는 공동체의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것은 유산이 공동체에 갖는 가치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호 조치들은 유

산의 특정한 측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관습을 존중해야 한다. 가령 신성하고 비밀

스러운 무형문화유산 표현물들을 다룰 때가 

그런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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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왕실무용

알 시라흐 알 힐라리야흐 서사시

(이집트)

와양 인형극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의 무감

(아제르바이잔)

셋. 무형문화유산을 왜 보호하는가?

무형문화유산은 우리에게 정체성과 소속감

을 부여하고 현재를 통해 과거와 미래를 연

결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한 여러 공동체

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는 문화 간 대

화를 가능하게 하고 다른 방식의 삶에 대한 

상호 존중을 촉진한다. 무형문화유산은 사회

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중요하다. 무형문화

유산은 사회적 결속을 돕고 개인을 공동체와 

사회의 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는 공동체 스스로 정한

다. 공동체는 이들 표현물을 자신들의 유산 

의 일부로 인식하면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무형문화유산의 사회적 가치는 

상업적 가치로 전환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특정 공동체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경제적 가치는 양면적이다. 하나는 공동체 

내에 전수되는 지식과 기술이고, 다른 하나

는 그러한 지식과 기술로부터 비롯된 생산물

이다. 그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의 예로는 특

허 받은 조제약이 아닌 전통 약재의 소비, 공

연을 위한 입장권 판매, 공예품 교역, 여행자 

유치 등 생산물의 상업적 이용일 수 있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자체 혹은 교

역을 통해 다른 공동체가 소비함으로써 얻게 

되는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 이상을 가진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에 정체성과 연속성

을 주는 주요한 역할을 통해 공동체 발전에 

필수적인 사회적 결속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의 직접적인 가치는 종종 비공

식적인 경로를 통해 전수된 지식, 무형문화

유산의 다른 경제 부문에 미치는 영향, 발

전에 부담이 되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

는 능력 등에서 비롯된다.

외부의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연례 축제가 올

해 열리지 않으면 얼마나 큰 손실일까? 공동

체는 그들이 축제를 주최하고 그것을 공연하

는 데 지식이나 기술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

까? 만약 농업을 위한 전통 수자원 또는 토지 

관리체제가 단기적인 이익 중심의 시장 체제 

때문에 왜곡된다면 얼마나 손실이 클 것인가?

공동체에서 무형문화유산을 앗아가게 되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데, 직간접적인 경제 

가치가 사라지고 공동체의 사회적 결속과  

상호 이해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 무형문

화유산의 전승이 훼손되거나 단절되면 공동

체로부터 사회적 표식을 앗아가게 되고 소외

와 오해를 불러오며 정체성 약화와 갈등을 야

기한다.

유네스코는 교육, 사회과학, 자연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보다 평화로운 세계

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유엔의 전문기구

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유네스코는 몇 가

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유네스코는 사

고의 실험장으로서의 역할과 새롭게 부각되

는 윤리적 문제들에 맞는 보편적 규범을 만

드는 규범 제정자의 역할을 한다. 또한 지식 

전파와 공유를 위해 정보센터 역할을 하면

서 193개 회원국들과 7개 준회원국이 인적, 

제도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

네스코는 유엔 안에서 문화 분야에 특별한 

임무를 지닌 전문기구로서 공유된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의 조건을 만들

고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60년 이상 문화유산 분야에서 활동해 왔으

며, 이러한 활동은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

호협약의 채택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넷. 왜 유네스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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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왜 협약인가?

2003년 유네스코 총회가 무형문화유산보호

협약을 채택한 것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

한 법적·행정적·재정적 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오랜 

기간 노력해 온 결과이다. 이 협약은 하나의 조

약으로서 서면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는 것이

며 국제법의 지배를 받는다. 이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들은 조항의 적용에 대한 동의를 표시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는 협약 당사국이 

되며 협약 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된다.

2003년 협약의 주요 목적은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그것에 대한 존중을 가능하게 하

며,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무형

문화유산 분야에서 국제협력과 지원을 제공

하는 것이다. 이 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을 보호

하는 공동체와 집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리고 주로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 전달하는 살아있는 유산을 강조

하면서, 생산물이나 결과보다는 과정이나 조

건에 관심을 가진다. 이 협약은 공동체가 중

요하다고 여기는 유산을 다루며 창의성과 

다양성 증진 그리고 공동체, 집단, 사회 전

체의 복리에 기여하며, 평화로운 발전과 상생

을 가능하게 한다.

여섯. 협약은 어떻게 이행되는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국가적 차원과 국

제적 차원에서 이행해야 할 조치들을 제시하

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협약은 자국 내 무형문화유

산의 보호를 요구한다. 협약은 공동체, 집단,

관련 비정부기구가 참여하는 가운데 각국이

그러한 유산을 확인하고 정의하도록 요구하

고 있다. 이 협약은 또한 몇 가지 보호 조치와

함께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인식을 제고하

고 역량을 강화하며 교육적 조치를 진흥하는 

조치들을 제안하고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 모든 국가들은 2년마다 열

리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협약을 비준한다. 

총회는 협약에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무형

문화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의 24개 위원국

을 선출한다. 이 위원회는 해마다 열리며 협

약의 목적을 증진하고 그 이행을 점검한다.

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는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과 준비를 위해 총회에 운영지침을 제출

하는 것이다. 총회는 2008년 6월 최초의 운영

지침을 채택했고, 향후 회의에서 이를 수정해 

나갈 것이다. 특히 운영지침은 협약 목록상 

무형문화유산 등재, 국제 재정 지원, 위원회 

자문을 위한 비정부기구의 참여, 협약 이행을 

위한 공동체의 참여 등에 대한 절차들을 규정

하고 있다.

일곱. 무형문화유산은 협약 하에서 국 

제적으로 어떻게 인정 받을 수 있는가?

협약은 국제인권 규약에 부합하고 공동체의

상호 존중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비록 협약 당사국들만이 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문화유산을 신청할 수 있

지만 공동체와 관련 집단이 충분히 참여하도

록 제안하고 있다.

정부간위원회가 선정한 무형문화유산은 긴

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목록

이나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될

것이다. 위원회는 협약의 목표와 원칙을 가장 

잘 반영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에 대

한 목록을 작성 및 갱신한다. 이 프로그램, 프

로젝 트, 활동은 모범 사례로 보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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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

것은 무형문화유산에 문화적 가치 대신 시장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자 부적절한 상업적 이

용의 가능성을 초래하는 것일 수도 있다.

무형문화유산들은 대표목록과 긴급보호목록

에 동시에 등재될 수 없다. 목적이 다르고 그 

밖에도 등재 기준이나 신청 절차가 다르게 적

용되기 때문이다.

긴급보호목록은 생명력, 즉 끊임없는 재창조

와 전승을 위협하는 무형문화유산 표현물을 

적절히 보호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가장 중요하다.

대표목록의 등재는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

에 대한 가시성과 인식을 높이고 대화를 촉

진하여 전 세계적으로 문화다양성을 반영하

고 인간의 창의성을 발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록 등재에 따른 가시성의 증대는 소수

집단을 인정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아가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실연

하는 공동체와 집단의 자존감과 위상을 증대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의 증가로 

인해 무형문화유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관광 산업의 

신장이 왜곡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공동

체는 여행객의 요구에 맞추어 유산을 변화시

키거나 하나의 살아 있는 표현만을 인정함으

로써 집단이나 공동체 괴리를 조장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또한 민속화(folklorization) 과

정이나 진정성(authenticity)을 추구하는 과

정에서 유산을 고착화하거나 은밀하고 신비

한 정보에 접근할 때 지켜야 하는 관습을 무

여덟. 협약에서 종교나 언어가 인정될 

수 있는가?

비록 정체성과 연속성을 공동체에 제공하기

는 하지만, 종교는 그 자체로 협약에 포함되

지는 않는다. 그러나 협약은 종교에서 영감

을 받은 문화적 관습이나 표현들은 언급하

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관습, 의례, 축제 

행사 등은 제2조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영역

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협약은 언어 자체 혹

은 언어의 전반적인 부분(문법, 어휘, 구문)

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무형문화유산

을 전달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강

조한다. 구전 전통이나 구전 표현은 언어 없

이 존재할 수가 없다. 더욱이 우주에 대한 지

식에서부터 의례나 공예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형태의 무형문화유산은 일상적인 차원 

에서 언어와 연결되거나 언어에 의존하고 세

대를 통해 전승된다.

아홉. 국가는 무형문화유산 보존을 위

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형문화유산을 창조하고 전승하는 공동체

는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특권적인 지위를 지

니고 있으나 때때로 공동체 스스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나 수단을 갖지 못할 수도 있

다. 이 경우 국가, 기관, 기구들은 공동체가 

살아있는 유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협약은 국가가 자국 내 모든 무형문화유산

을 포함하는 목록을 작성·갱신함으로써 보

호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

서 국가는 사라질 위험에 처한 유산을 비롯

해 자국 내의 무형문화유산을 평가하고, 그 

것에 대한 인식을 제고, 관심을 촉진하며 살

아있는 유산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형태를 

새롭게 조명한다. 국가는 자신들의 방식으

로 목록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가 목 

록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무형

문화유산은 목록에서 보호 조치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적절히 정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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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주

로 무형문화유산은 변화하고 공유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종종 집단적으로 소유한다는 사

실과 관련되어 있다. 실제로 무형문화유산은 

그것을 보유하고 연행하는 공동체와 집단에 

의해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변화하기 때문에 

춤의 공연, 노래의 기록된 해석, 약용 식물의 

특허 사용과 같이 한 가지 형태의 특정한 표

명이 무형문화유산을 고착회시켜 자연적인 

변화를 방해할 수 있다. 더욱이 공동체는 무

형문화유산을 창조·유지·전승하는 주체이

기 때문에 유산의 집단적 소유자를 가늠하

기 어렵다.

협약은 국제적 차원에서 주로 세계지적재산

권기구(WIPO)의 관장 사항인 지적 재산권을

통한 구체적인 표현물의 법적 보호보다는 무

형문화유산의 보호, 즉 유산 자체를 확인하고

정의함으로써 유산의 지속적인 재창조와 전

승을 가능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은 제3조에서 협약의

조항을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 규약이 정하고 

있는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을 다룰 때 현행 입법 체계로 

지원은 각국 정부만이 신청할 수 있다. 2003

년 협약은 프로그램, 프로젝트, 그 밖의 활동

을 지원하는 기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기

금을 배분할 때 개발도상국, 특히 저개발국

의 요구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재정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열 하나. 협약과 지적재산권은 어떤 

관계인가?

두둑 음악 (아르메니아)

톨리만 오토미 치치메카 족의

기억의 장소와 살아있는 전통

타그바나 공동체의 횡취 나 

팔음악 - 아푼카하의 그보페 (코

트디부아르)

뱅슈 카니발 (벨기에)

시칠리아의 인형극 오

페라 데이 푸피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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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

게 하고 유산의 특정 측면에 대한 접근을 통

제하는 관습을 위한 법적,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조치, 기록화 전문 기관을 설립하고  

강화하는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록화는 무형문화유산을 고착화하는 결과

를 낳지 않는가? 기록화가 어떤 유산의 상태

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 어

떤 무형문화유산이 위협 받고 위험에 처해 

있다면 그 기록은 이러한 위험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살아있는 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중요하며 예상되는 위협은 신속히 발견해 조

치를 취해야 한다.

더욱이 국가는 사회에서 교육, 인식제고, 정

보 프로그램,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인식하고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

긴급보호목록에 포함되는 유산의 보호와 목

록을 만드는 일이 기금 배분에서 특별히 우

선 순위를 차지한다. 또한 이 기금은 긴급지

원이나 무형문화유산 공동체, 집단 및 전문

가들의 위원회 회의 참여를 위해서도 사용

된다. 국제지원 신청에 필요한 양식과 절차

는 www.unesco.org/culture/ich/en/forms

에서 볼 수 있다. 이 분야의 유네스코 본부 

사무국과 지역사무소, 국가위원회, 각국 정

부는 지원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확정과 목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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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의

라비날 아치(Rabinal Achí) 무용극 

전통 (과테말라)

제마 엘프나 광장의 

문화공간 (모로코)

쇼플룩 지역의 고대

다성음악, 춤, 의례 - 비스트

리트챠 바비 (불가리아)

확정과 목록 작성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을 공동체, 집단, 개인이 자신들의 문화유산이라고 인식하는

관습, 표상, 표현물, 지식과 기술 ― 도구, 물건, 인공물,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화 공간을 포함 ― 로 정

의한다. 이 무형문화유산은 세대 간에 전해지며 공동체와 집단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자연과 역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정체성과 연속성을 부여

하고 문화다양성과 인간의 창의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킨다.

무형문화유산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이 다음과 같은 여러 영역에서 표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영역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1.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인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과 표현물

2. 공연 예술

3. 사회적 관습, 의례, 축제 행사

4.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실천

5. 전통 공예기술

말할 나위 없이, 많은 무형문화유산들은 이 영역 중 한 가지 이상에 속할 수 있다.

협약의 주요 목적은 이와 같은 유산을 보호·존중하며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 분야의 국제

협력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협약을 비준한 국가(이른바 당사국)는 자국 영토 내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 협약은 두 개의 목록을 만든다. 하나는 ‘긴급 보호를 필요로 하

는 무형문화유산 목록’이고 다른 하나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이다. 이 두 목록의 목적은 인류의 

창의성과 문화다양성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유산, 특히 긴급 보호가 필요한 유산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

이다.

협약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에서 공동체와 집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산물보다는 과정과 조건을 

중시하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연행하고 생생한 경험을 통해 전하는 살아 있는 유산을 강조하기 위함이

다. 협약은 공동체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산을 다루고 창의성과 다양성 증진, 그리고 공동체, 집

단, 사회적 복리에 기여한다.

자파라족의 구전 전통과 문화 

표현물 (에콰도르, 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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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착화시키지 않는 보호

무형문화유산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적합해

야 하며 지속적으로 재창조되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

대로 전해져야 한다. 특정 무형문화유산은 도움을 받

지 못해 사멸하거나 사라질 위험이 있다. 그러나 보호

는 무형문화유산을 순수한 원형으로 고정·고착화시

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는 

지식, 기술, 의미의 전수에 관한 것이다. 협약은 무용, 

노래, 악기, 공예 등 구체적인 표현물보다는 전승 혹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의 전달을 강조한다. 따라서 

모든 보호 조치들은 대부분 무형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변화와 해석 그리고 미래 세대로의 전승에 필요한 다양

한 유형적·무형적 상황을 강화하는 데 관심을 둔다.

무형문화유산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하기 위

한 보호 조치는 유형유산(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보호

에 필요한 조치와는 상당히 다르다. 그러나 일부 유형

유산은 종종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되어 있다. 협약이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에 ‘도구, 사물, 인공물, 관련 문화

공간’을 포함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형문화유산이 보호되고 재

생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가? 무형문화유산은 생명

체로서 생애 주기를 따르기 때문에 어떤 유산들은 새로

운 형태의 표현을 낳은 후에 사라지게 마련이다. 특정

한 형태의 무형문화유산은 경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공동체 자체에 적합하거나 의미 있는 것으로 고

려 되지 않는다. 협약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공동체

가 자신들의 것으로 인정하고 정체성과 연속성을 부여 

하는 무형문화유산만이 보호될 수 있다. 협약에서 말 

하는 ‘인정(recognition)’은 공식적 과정이기도 하고 때 

로는 비공식적 과정이기도 하다. 이 과정을 통해 공동 

체는 구체적인 관습, 표상, 표현물, 지식, 기술 그리고 

관련 도구, 사물, 인공물, 문화공간 등을 자신들의 문화 

유산의 일부로 인정한다.

보호는 항상 공동체의 동의와 참여 속에서 진행되고 적

용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 공동체 유산을 보호하기 위

한 공적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유산이 

공동체에 갖는 의미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이 보호 조치들은 그와 같은 유산의 특수한 측면, 즉 신

비한 것으로 간주되는 신성한 무형문화유산 표현물에

대한 접근을 규제하는 관습적 실천을 존중해야 한다.

협약은 개방적 문서로서 조항 대부분은 비규범적인 용

어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유연하게 협약을 

이행할 수 있다. 그러나 목록 작성은 협약과 협약 이

행을 위한 운영지침이 정한 구체적인 의무 중의 하나

이다.

협약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필수적이다. 무형문화유

산이 개인과 집단적 정체성에 부여하는 중요성에 대

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형문화유산 목

록의 작성 과정과 대중들이 그 목록에 접근할 수 있도

록 하는 과정은 무형문화유산의 표현물과 관습을 낳은 

공동체와 개인의 창의성 및 자존감을 배양할 수 있다.  

목록은 또한 관련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계획을 수립하

는 기초가 될 수 있다.

협약 제11조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 무형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무형문화유산의 확정과 정의에 공동체, 집단, 관련 비

정부기구를 포함시켜야 한다. 유산에 대한 확정은 하

나 이상의 구체적인 무형문화유산을 그 자체의 맥락

에서 설명하고 다른 것과 구별하는 것이다. 확정과 정

의 과정은 목록 작성으로 이어져야 하며 목록 작성은

보호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즉, 목록 작성은 추상적인

활동이 아니라 수단적인(instrumental)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수의 무형문화유산을 이미 확정했다면 당사국

은 그와 같은 유산을 위한 보호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협약은 국가가 목록 작성에서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국 영토 내의 무형

문화유산에 대해 하나 이상의 목록을 작성할 것과 정

기적으로 목록을 갱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1조와 제12조는 협약의 다른 조항보다 훨씬 규범

적이지만, 당사국이 목록을 어떻게 준비할 지에 대해 

목록-보호를 위한 유산의 확정

제마 엘프나 광장의

문화공간 (모로코)

엘체 신비극 (스페인)

보이순 지역의 문화공간

(우즈베키스탄)

타킬레의 직물공예 (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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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한다. 당사국은 자국 나름

의 방식으로 목록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무형문화유

산은 보호 조치를 충분히 실행할 수 있도록 잘 정의되

어야 한다.

많은 국가들이 수십 년간 목록작성을 해오고 있긴 하

지만, 협약 비준 전에 당사국이 반드시 하나 이상의 목

록을 미리 작성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목록의 작성과 

갱신은 결코 끝나지 않는 현재 진행형의 과제이다. 지

원이나 협약 목록등재를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반드시 목록을 완성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협약 이행 

운영지침은 긴급보호목록이나 대표목록 등재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국가의 경우 신청 대상이 되는 유산

이 자국의 무형문화유산목록에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

하도록 하고 있다.

나라마다 인구, 영토, 무형문화유산의 분포 면에서 큰

차이가 있고, 정치적·행정적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협약은 각 당사국이 상당히 자유롭게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목록을 작성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이렇게 되면

국가적·지역적 조건이나 관심사를 고려할 수 있다.

협약에 열거된 보호 조치 가운데 연구와 기록화

(documentation)는 당사국이 자국에 무형유산이 있고

누가, 왜 그 일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전략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당사국은 이를 위해 관련

기관, 연구자, 공동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가 무형문

화유산 보호 위원회를 설립하여 공동체와 연구자들 사

이의 대화를 원활히 할 수도 있다.

국가는 단일하고 포괄적인 목록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소규모의 비교적 엄격한 목록을 만들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협약이나 운영지침은 ‘단일한 국가

목록(a national inventory)’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대신 ‘하나 이상의 목록(one or more inventories)’이라

표현한다. 이처럼 국가는 모든 유산 영역이나 공동체 

를 단일 체계 안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이 목록은 기

존의 등록부(registries)나 카탈로그를 포함할 수 있다.

특히 복수의 목록을 작성하는 방식은 문화에 대한 책임

이 중앙정부 영역 밖에 있어 하위 지역 단위나 지방에

서 자체 목록을 만드는 연방 국가에 알맞다.

전통 보유자와 실연자의 참여

협약은 각국이 자유롭게 무형문화유산의 목록을 작성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 조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참여와

관련된 것이다.

공동체는 무형문화유산을 창조하고 살아 있도록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유산 보호에 있어 특별한 지위를 갖는

다. 무형문화유산을 실천하는 공동체들은 유산을 확인

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 누구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유산이 목록작성을 통해 확정

되는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협약의 정의는 무형문화유산을 공동체, 집단, 개

인이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들이 아닌 

어느 누구도 특정 표현이나 관습이 그들의 유산이라고 

결정지을 수 없다. 따라서 목록 작성이 유산을 확인하

고 정의하며 유산의 보유자인 공동체, 집단, 개인의 참

여 없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때로 공

동체 스스로 목록 작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수단을 

지니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국이나 관련 기관, 기

구 등은 이들이 자신의 살아 있는 유산을 목록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기록화는 지금의 무형문화유산을 가시적으로 기록하

고 관련 문서들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이 작업은 다 

양한 기록 수단과 형식을 사용하고, 수집된 자료는 도

서관, 아카이브, 웹사이트 등에 보관, 제공함으로써 관

련 공동체와 보다 많은 대중들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그러나 공동체와 집단은 노래책이나 신성한 문

헌, 직물 견본, 디자인 책, 성상(icon), 그림 등 무형문 

화유산 표현과 지식을 담은 전통적인 형태의 기록물 

도 보유하고 있다. 창의성을 진작하고 자료를 전파하

기 위해 공동체가 만든 혁신적인 기록 노력과 프로그

램은 입증된 보호 전략 중의 하나로서 점차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제13조라항(2호)는 당사국이 무형유산에 접근할 

때 그와 관련된 관습적 실천들을 유념해야 한다는 점

을 강조한다. 이는 어떤 경우에 특정한 무형문화유산

이 목록화로 드러나서는 안 되거나 이미 목록에 있는 

어떤 무형문화유산이 특수한 제한 하에서만 알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공동체는 민감한 주

제를 목록에 상세히 기록하기보다는 특정 지식의 관

리자가 누구인지만 알려주면 된다. 목록에 등재된 무

형문화유산의 정보 제공은 그 유산에 대한 접근을 더

욱 용이하게 한다. 협약의 정신에 따르면, 목록에 무형

문화유산이 오르는 것을 거부하는 공동체의 의지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미 일부 당사국은 적극적으로 무형문화유산 전승자

들이 속한 공동체와 관련을 맺고 있지만, 상당수의 목

록 작성 작업이 아직도 공동체의 참여에 관한 협약의

규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공동체 외부의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협약에서 요구 

하는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 보장이 목적이 아닐 때 

도 있다.

당사국은 목록 작성 과정에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

록 적절한 제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

는 기존의 관련 입법, 제도, 전통적인 보호 체계, 모범 

사례와 개선 영역 등을 평가하기 위한 여러 부문 간 행

정기구 설립이나 지정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구들은 무형문화유산 목록 작성, 보호정책 

수립,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사업

개발, 목록과 보호에 대중의 참여 유도를 책임진다. 행

정조직은 필요한 경우 목록에 포함된 무형문화유산 보

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당사국은 또

한 실연자, 전통 보유자, 연구자, 비정부기구, 시민사

회, 지역 대표, 공동체 대표를 포함한 지역 지원팀, 문

화활동가, 그리고 훈련과 역량강화 관련 기술과 식견

을 지닌 사람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단 또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 목록 작성 방법은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그들의 참여 속에 서로 보조를 맞

추어 수행해야 한다. 목록 작성에 따른 잠재적인 결과,

이해관계자와 관습적 실천 사이의 윤리적 관계를 보장

하는 절차, 무형문화유산 접근에 대한 관리 등도 검토

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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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를 위한 토착 축제

(멕시코)

통가의 춤과 서창 라칼라카

엘체 신비극 (스페인)

목록 작성은 지역공동체, 정부, 비정부기구가 참여하

는 상향 과정인 동시에 하향 과정이어야 한다. 당사국

이 공동체의 참여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들이 수립되어야 한다.

공동체, 집단, 그 대표들의 적정한 유산 확정 작업

공동체나 집단이 인정하는 무형문화유산만을 대상으 

로 한 목록 작성

목록 작성에 앞서 공동체와 집단의 자유 의사에 따른 사

전 동의 의사 획득

공동체 외의 구성원 참여 시 공동체의 동의 획득

무형문화유산 접근과 관련된 관습 존중

지역 정부와의 적극적인 관계 설정

윤리 강령을 제정, 준수하여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고려

목록의 작성

기존의 목록 체제 상당 부분과 오래된 목록의 대부분은 

2003년 협약처럼 보호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 아니

다. 일부 목록은 연구자들이 자신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었다. 더불어 일부 오래된 목록 중에는 

식민지 상황 또는 국가 형성 과정 중에 만들어진 것들

이어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다. 

협약 제11조2항과 제12조는 한 국가의 모든 무형문화

유산이 목록 작성의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

면 이는 당사국 영토 내의 무형문화유산을 의미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목록은 가능한 한 종합적이고 완전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이것은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 협약이 의미하는 유산의 범위가 매우 넓고 

무형문화유산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결코 완전

한 목록을 작성하거나 완벽한 갱신을 할 수 없다. 

Ph
ot

o©
M

on
go

lia
n 

N
at

io
na

l C
en

tr
e 

fo
r I

nt
an

gi
bl

e 
H

er
ita

ge
Ph

ot
o 

©
 H

as
im

 P
ol

at

모린 쿠르 전통음악 (몽골)

메블레비의 세마(Mevlevi Sema)

의식 (터키)

필리핀 무형문화유산의 생존에 기여하는  

지역 중심의 기록화 작업

2003년에서 2004년, 필리핀 서(西) 민다나오 섬

의 수바넨(Subanen) 공동체는 조상의 땅에서 자

라는 식물에 대한 토착 지식을 혁신적인 방법으

로 기록했다. 이 식물들은 의학적, 농업적, 경제적, 

종교적 용도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이 지역 식물의 다양성(plant diversity)은 대중의 

수요변화와 기후변화 때문에 줄어들고 있다. 노인

들은 식물 다양성이 감소함에 따라 식물에 대한 

지식 역시 줄어들고, 젊은 세대가 주류 사회로 진

입함에 따라 구전 토착지식이 더 이상 다음 세대

에 전해지지 못한 채 결국 영원히 사라질 수 있다

는 점을 깨달았다.

수바넨 지도자들은 토착 지식을 기록할 기술을

얻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도록 전문

기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비문해자이기는 하지

만 지식이 풍부한 공동체 지도자들은 관련 정보

를 제공했고 글을 읽을 줄 아는 공동체의 젊은 

구성원들은 기록자의 역할을 담당했다.

기록 작업의 결과물은 영어와 수바넨어로 멀티

미디어나 다른 교육 자료 형태로 만들어졌다. 이

자료는 공식적으로 정부 저작권에 등록되어 공

동체가 지적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공동체의 교육 프로그램은 이 자료를 사용

해 공동체의 문화를 학생에게 가르치고 있다. 또

한 이는 조상의 언어로 읽고 쓰기를 원하는 성인

들을 위한 교육자료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자체 기록화(self-documentation)는 구전

되어 온 식물 지식을 보호하고 현재와 미래 세

대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공적인 방

법으로서 수바넨의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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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록작업 대상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허락을 받고, 수집활동이 기록 작업을 위한 것임을 알

리는 의식을 거행하고 있는 수바넨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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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훈련 등이 포함되었다. 이 나라 전역의 수

많은 연구소와 박물관들이 자신들의 특수한 여건

에 적합한 훈련과 장비를 제공받았다.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무렵, 에티오피아 국민들은 

여러 영역에서 국가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작성하

는 훈련을 받았고, 동시에 중앙과 지방 당국이 무

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깨달아 에티오피아의 살

아 있는 유산을 장기적으로 보호 하는 데 직접적

인 기여를 하게 되었다.

에티오피아의 살아 있는 음악과 춤 전통을

기록하기 위한 4개년 계획 : 국가 종합무형 

문화유산 목록

아프리카와 중동의 영향을 받은 약 80개 이상의

살아있는 언어와 고대 문화를 지닌 에티오피아는 

놀랄 만한 다양성을 지닌 나라이다. 에티오피아의 

독특한 지리적·경제적 배경에서 비롯된 오랜 고립

과 교류의 시기에서 비롯된 이 다양성은 이 나라

의 음악과 춤에 풍부하게 반영되어 있다.

실제로 에티오피아의 음악은 정통 기독교, 에티

오피아 유대교, 이슬람 전통, 아프리카의 다성 표

현물 및 악기 연주에서 생겨났다. 에티오피아 음

악은 성악이 주요 구성요소이기는 하나 악기가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악기 중에는 구약시기부

터 유래된 것도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리라(lyre)의 일종인 바간나(baganna)와 크라르

(krar), 바이올린과 비슷한 마센코(masenqo), 카바

로(kabaro) 북, 플루트의 일종인 와신트(washint) 

등이 있다.

유네스코는 에티오피아 전역의 음악과 무용 전

통을 수집하여 목록화하기 위해 4개년 계획을

시작했다. 에티오피아 무형문화유산의 모든 측

면을 포괄하는 보다 종합적인 국가차원의 목록

작성 첫 단계로서, 이 사업은 지역의 역량을 강

화하고 살아있는 실천과 전통을 기록하는 데 목

적을 두고 있다.

에티오피아 전문가들은 이 작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아디스아바바 대학과 야레드

(Yared) 음악학교에 민족음악 강좌를 개설했다. 

이 학교에서는 영어와 암하라어로 된 특별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음악과 춤의 목록 작성 훈련은 

2006년 수도에 있는 다양한 에티오피아 전통에 

대한 연구인 아디스아바바의 음악 경관으로 시

작되었다. 학생들은 여러 지역의 전통과 관습을 

연구 하기 위해 현장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던 유

럽 전문가들과 함께 작업을 수행했다. 활동에는 

남 에티오피아 마알(Maale) 민족에 대한 연구, 징

카(Jinka) 마을에서의 사우스 오모(South Omo) 

박물관 및 연구센터의 직원들을 위한 다성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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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으로 확정되고 목록에 작성되어야 하는 무형문화

유산의 수를 고려할 때 몇 가지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

가 있다. 이 때 공동체나 실연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 특별히 중요하다거나 공동체의 무형문화유산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무형유산을 먼저 목록에 올려

야 한다. 목록 작성이 보호 수단의 역할을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목록에 작성된 

유산의 생존에 대해 언급하고 이에 대한 위협을 설명

해야 한다. 브라질과 콜롬비아의 목록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부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에서는 소멸 위

험성을 목록 등재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목록이 가능한 한 조속하게 일정 수준의 대표성을 지닐 

수 있도록 비교적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국가는 목록 작성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어떤 유산은 다른 유산보다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지만,

일정한 형식에 따라 가능한 한 많은 유산을 제시하고,

세부 정보는 목록에 포함하기 보다는 유산을 설명하는

자료에서 언급하면 된다.

목록은 협약 제12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

존에 대한 위협이 단기간 내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목록의 갱신은 필수적이다. 상당수의 국가 목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유산들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어

떤 목록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관습에 대한 정보를 담

고 있다. 당사국은 정기적인 갱신 과정 등 목록 관련 정

보를 제공해야 한다.

빔부자 치유무용

(말라위)

바랑키야 카니발

(콜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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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 당사국에 단수의 목록을 만들지 아니면 복수의

목록을 만들지를 결정하는 선택권을 명시적으로 부여

하고 있다. 그러나 복수 목록 방식에서 각각 목록의 범

위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여

러 영역, 공동체,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그리고

연방 국가의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해 별도의 목록을 작

성할 수 있다. 목록 작성에 참여하는 이가 누구든 최종

적으로 작업 계획과 이행의 최종 책임은 협약 당사국

에게 있다.

당사국은 목록을 작성할 때 협약이 정한 무형문화유산

정의에 따르는 편이 좋지만,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목록은 해당 당사국의 환경에 가장 알맞은 방법

으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대표목록

이나 긴급보호목록에 등재 신청하거나 해당 유산의 보

호를 위한 재정 지원을 요청할 때 당사국은 신청 대상

유산이 협약 제2조가 정한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에 부

합하는 지를 밝혀야 한다.

대부분의 목록에는 무형문화유산을 분류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무형문화유산의 전달 수단이 되는 언어 등

을 포함한 구전 전통과 표현물, 공연 예술, 사회적 관

습, 의례, 축제 행사,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과 실천,

전통 공예기술 등 협약 제2조2항에 언급된 영역이 출

발점이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약은 이러

한 영역이 모든 유산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분류 체계도 목록 내 정보를 구성하는 데 유일한 수단

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케이프베르데, 모리셔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목록

체제는 어느 정도 2003년 협약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그 밖의 당사국은 협약 내용과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아

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언어를 단순히 전달 수

단이 아니라 무형문화유산으로 간주한다. 어떤 국가는 

‘공연 예술’이라는 용어 대신 ‘음악과 춤’으로 표현하는

반면, 또 어떤 국가는 음악을 춤과는 별개로 다룬다.

그러나 국가 목록에 나타나는 여러 분류는 협약이 정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영역으로 쉽게 조정할 수 있다. ‘전

통 의학’과 ‘토착 지식체계’는 자연에 대한 지식으로 분

류할 수 있고, 놀이나 사회조직 같은 분류는 사회적 관

습에 속할 수 있다. 신화나 장소, 사물, 동물의 이름 등

과 같은 주제는 구전 표현물에 해당하고 일부 종교 의

식과 순례는 의례나 축제에 속한다. 기억이나 신앙 그

리고 족보 정보나 음식 전통 같은 범주들은 협약 제2조

에 제시된 ‘하나 이상’의 영역에 속한다. 영역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공동체 무형문

화유산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뜻이고, 이는 각

국이 처한 상황에 맞게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협약

의 내용과 완전히 부합한다. 예를 들어, 알제리와 아이

티는 특정한 종교적 관습에 대해 별도의 분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일부 목록 작성 체계는 무형문화유산에만 한정되지 않

는다. 예를 들어, 리투아니아의 목록 작성 방법은 무형

문화유산의 관습, 전통 보유자, 아카이브와 관련된 유

형유산을 통합하고 있으며, 또한 더 이상 연행되지 않

는 무형유산을 포함하고 있다. 또, 벨기에에서는 사

이버 문화(cyber culture)와 가상 공간의 관습(virtual 

practices)을 무형문화유산의 분류 체계에 포함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가 간 또 다른 주요 차이점이라면 어떤 국가는 토착

무형문화유산에만 국한되어 있는 반면, 또 어떤 국가

― 예컨대 벨기에와 미국 ― 는 이주민 공동체의 무형

문화유산도 고려한다는 점이다. 상당수의 다문화 국가

들은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문화의 표현물이나 관습에

한정시키지 않고 처음부터 소수 집단의 무형문화유산

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목록에 포함된 기록의 양이나 구체성의 정도에 있어서

큰 편차가 있다. 다양한 국가의 모든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재정

적으로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 오늘날 사용되는 방식

의 절반은 포괄적인 기록을 제공하는 반면, 나머지는

등재 유산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제공하지 않는다. 어

떤 목록은 카탈로그나 등록부의 형태를 띠고 있고, 또

어떤 목록은 백과사전의 항목과 같은 분류체계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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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쉬마콤 음악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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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한다. 브라질에서는 두 가지를 아우르는 방법

을 사용하는데, 국가 수준의 유산은 등록부(Registry)에

올리고 다른 수준의 유산은 목록(Inventory)에 올린다.

특정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포괄적인 기록 작업은 이

러한 범주를 모두 제공하지만, 연방 국가의 목록은 일

부만 제공하기로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통적인 문화·사회 관습이나 

표현물에 대해 공동체, 실연자 집단, 전통 보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법적 규정이 없다. 이는 상업적 활용

의도를 갖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다룰 때 주의

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적절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인이 전통 의학 지식, 자연 자원에

대한 지식, 음악과 구전 지식 등의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공동체는 유산이 목록에 등재되기

전 사전에 자유 동의 의사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의 양을 제한할 수 있다. 공동체

는 자신의 유산이 다른 이에게 잠재적으로 어떤 가치

가 있을지 항상 의식하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목록

작성 책임자는 관계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타인이

불공정하게 이용할 만한 소지가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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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레데 구전 전통

(베냉, 나이지리아, 토고)

무어 마을의 마룬 전통

(자메이카)



무형문화유산의 확정과 목록 작성  •75

스스로 무형문화유산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획일

화된 외부의 잣대를 강요하는 것은 협약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외부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유산의 급속한 변화에 대해

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변화된 유산은 전

통적인 무형문화유산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항상 끊임

없이 연쇄적 발전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일부 목록 작성 체계에서는 그러한 단절을 겪은

유산이 포함되지 않지만, 공동체가 유산으로 인정한다

면 이 역시 포함될 수 있다.

일부 국가는 목록을 내부 행정 구역에 따라 구분한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는 각 자치 단체의 문화유산을

각각 분리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목록을 영토 기준에

따라 만드는데, 실제로 상당수 국가가 행정 구역을 제 

1의 분류 원칙으로 삼고 있다.

콜롬비아에서는 32개 구역에서 각각 별도 목록을 준비

하고 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56개 민족 집단을 인정

하고 이에 따라 목록을 구성하고 있다. 아이티와 같은

나라는 여러 공동체와 지역을 구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화, 이주, 중앙 집권화 정책에

따라 오늘날 행정구역은 서로 다른 민족언어로 또는 공

동체적 특성으로 나눠지는 전통적인 지역 경계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협약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을 때 세대 간 

에 얼마나 오랫동안 연행, 전승되어야 하는지를 정하

는 최소 기간은 없다. 어떤 국가들은 유산이 목록에 등

재되기 위한 시간적 요건을 부여하고 있는데, 2세대 

혹은 3세대에서 최대 7세대까지 다양하게 정하고 있

다. 때때로, 어떤 전통이 몇 세대에 걸쳐 전수돼 왔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특히 모국어가 기록 형

태로 존재하지 않았던 공동체에서 발생한다.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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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콜로 무용극 전통

(도미니카 공화국)

불가리아의 목록 작성 경험

불가리아에서는 국내적 차원에서 문화부(국립민

속위원회)와 불가리아 과학원의 민속연구소가 무

형문화유산의 보호, 목록 작성, 증진을 책임지고  

있다. 목록 작성은 2001년과 2002년에 진행되  

었다. 목록은 기존의 행정구역에 따라 국가와 지

방 수준 두 가지를 만들었고 민족적·종교적 배경에  

따라 영토 원칙과 분류 체계를 결합하였다. 이 

두 가지가 통상 일치하기 때문이다. 목록 등재 

기준은 진정성, 대표성, 예술적 가치, 생명력,  

전통성 등이다. 무형문화유산 영역은 전통 의례, 

축제, 전통 노래, 음악 연주, 전통 무용, 어린이 놀

이, 전통 서사, 전통 공예, 전통 가내 수공업, 전

통 의학이다. 전문가들이 만든 설문지를 행정 경

로와 문화공동체센터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하였

고, 수집 자료는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목록의 제 

1판은 편집을 거쳐 온라인 게시되었다.

온라인상의 의견과 추가 현장 연구를 통합한 최

종판은 인쇄물로 발간하고, 온라인을 통해 게시 

하였다. 오늘날 문화공동체센터 네트워크는 지역 

문화정책부가 문화부와 함께 조정 역할을 맡고 있

는데,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지식과 기술의 전수

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목피천 공예 (우간다)강릉단오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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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목록 작성 경험

브라질의 목록 작성은 1930년대 역사예술유산

연구소(IPHAN)의 창설과 톰바멘토라는 문화유산

(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의 법적 보호를 위한 행

정조치 실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톰바멘토

는 가능한 한 원래의 형태대로 문화재를 보호하

는 것을 포함해 서구의 진정성 개념에 바탕을 둔 

것으로 관련 사회적 과정보다는 사물에 초점을 

맞추었다. 1970년대 문화유산 개념이 확대되어 

무형자산을 포함하게 되었을 때 살아 있는 문화

자산은 특별한 수단을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결국 2000년에 무형문화자산 

등록부가 만들어졌다.

이 등록부를 통해 그 유산과 관련된 집단적·개

인적 권리를 고려한 무형문화유산이 기록되고 

공표되었다. 무형문화유산의 역동성을 고려할 

때 등록부는 적어도 10년마다 주기적으로 수정

되어야 한다. 등록된 유산들은 브라질 문화유산

으로 선포되었고 보호 계획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등록부와 함께 국가 무

형문화유산 프로그램이 자국의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할 목적으로 만들어져 국가 문화

문헌목록을 포함하게 되었다. 이 국가 목록 작

성 작업에서 목록 작성 방법은 무형 및 유형문화

유산의 확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역사예술유산

연구소가 마련했다. 무형문화자산은 네 가지 범

주로 나누어진다. 축제, 표현예술, 공예 혹은 전

통지식 그리고 장소나 물리적인 공간 등이다. 

목록 작성활동의 지역적 경계는 마을, 지역, 구

역, 도시 단위, 문화적으로 차별화된 지역 혹은 

영토군 등에 해당할 수 있다.

목록작성 방법론은 (1)예비 수집, (2)확인과 기록, 

(3)해석 세 단계로 구성된다. 역사예술유산연구

소가 수행하는 목록은 보호 도시 지역에 사는 아

프리카계 브라질인들과 집단 등 토착민들과 다

문화적 도시 맥락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적 준거

(cultural reference)를 강조한다. 또 위험에 처한

문화재를 특별히 강조한다. 역사예술유산연구소

에 따르면, 무형문화유산의 목록을 작성하는 중

요한 목적은 동질화하는 경향 속에서 이 나라의

문화다양성을 유지하고 보호 기제의 이행을 통해

전통 보유자들의 사회적 수용과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다. 역사예술유산연구소는 2000년

부터 이 나라 전역의 48개 목록의 문화적 준거를

마련했고 다른 47개가 현재 진행 중이다. 16개의

문화자산이 2002년부터 등록되었고 11개 활동이

전수와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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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의 목록 작성 경험

1993년 베네수엘라에서는 유산보호법이 제정 

되면서 문화유산연구소(Institute del Patri-monio 

Cultural)가 설립되었다. 이 연구소의 주요 과제는

베네수엘라 문화유산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최

초의 목록화 작업 기간 동안 610개의 문화재가 공

표되었고, 그 중 476개는 건축물(식민시기)이었다. 

연구소는 제 1차 목록에서 이 나라의 풍부하고 다

양한 문화유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인식

에 따라 2003년 베네수엘라 자치단체의 모든 형태

의 문화유산을 반영하는 새로운 목록 사업을 진행

하기로 결정했다. 2005년에는 68,000개의 유·무형 

문화유산이 등록되었고, 이 사업으로 약 110,000

개 유산이 목록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다. 

새로운 목록은 공동체 자체에 가치가 있는 문화적

표현물을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목록은 전문가들이 예외적인 가치를 인

정하거나 사회전체가 유산으로서의 적정성을 인

정하는 데 사용한 공공정책의 원칙의 적용을 배제 

하고 있다. 그 대신 새로운 목록의 최종 목표는 사

회적으로 베네수엘라 공동체와 집단 각각의 특징

을 나타내는 활동, 문화적 표현물 등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목록작업의 기본 기준은 유·무형 문화

유산이 지닌 공동체와 집단에 대한 대표성이었다.  

이는 특별한 기술을 지닌 개인으로서 집단의 정

체성을 상징화하는 개인들의 명단도 포함되었다. 

2004년 자치단체 차원에서 설문조사와 정보수

집을 통해 현장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대표

성 원칙을 준수하지 못했고 기념물이나 지역 이

외의 다른 유산의 가치에 대한 적절한 질문을 포

함하지 못했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 제한적이었

다. 따라서 하나의 질문이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

고 수집한 정보를 나중에 편집할 수 있게끔 충분

한 유연성을 남겨 둔 새로운 설문지를 만들었다.

대표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 기준은 등록 문화

재에 부여한 집단적 가치에 대한 입증이었다. 이

와 같은 증거가 부족한 요소들은 반려되었다.

정보수집은 문화 분야 종사자, 학생, 자원봉

사자, 그리고 이 나라에서 가장 넓은 공적 네

트워크인 지역 교사 네트워크가 맡았다. 공동

체는 사업의 범위나 목적에 대해 설명을 듣

고 자신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를 대상으

로 베네수엘라 문화유산 목록(Catáogos del 

Patrimonio Cultural Venezolano)이라는 총서 

형태로 출간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총서는 355개 자치단체(municipalities)의 목록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200권 이상의 책으로 

출간되었다. 각 자치단체의 문화유산은 물건, 

건축유산, 개인의 창작물, 구전 전통, 집단 표현물 

등 다섯 개 범주로 나누어 등록되었다.

편집 출판팀은 목록 발간과 관련된 실제적인 이

유 때문에 각각의 유산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업

무를 담당했다. 나머지 문서 및 시청각 정보는 

인터넷과 다른 수단을 통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문화유산연구소의 주

요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었다. 문화유산연구

소는 또한 베네수엘라 각 행정구역의 문화유산과 

문화지도 프로젝트 결과물이 포함된 CD제작도 

계획하고 있다. 이 목록은 발전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주요 교육·문화적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대법원은 모든 문화유산은

적절하게 목록에 등록되고 발간되어 문화유산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등재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재원을 할당

할 때 우선순위는 사라질 위험에 처한 문화유산

이다. 오늘날에는 84,000개 이상의 문화적 표현

물들이 목록에 포함되었고, 160개의 목록이 발간

되어 각 공동체의 모든 문화, 사회, 교육 기관에

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협약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목록은 제출 당사국의 국

가를 형성하는 공동체나 집단이 간직한 무형문화유

산을 가능한 한 충실하게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

보다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될 유산은 하나 이상

의 공동체나 집단, 개인이 문화적 정체성의 표현으로

서 간주하는지 여부를 첫 번째 기준으로 선정해야 

한다. 협약은 목록화 작업이 공동체의 참여 속에서 이 

루어져야 할 것을 요구한다. 분류, 범위, 세부 수준, 수

행 기제, 목록의 유지와 갱신 등에 관한 그 밖의 문제들

은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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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나오족의 다랑겐 서사시

(필리핀)

무형문화유산 종목의 목록 작성에

포함될 내용(예시)

1. 종목의 정의

     1.1.   유산의 명칭 

(관련 공동체나 집단이 사용하는 명칭)

     1.2.   간략하고, 최대한 함축적인 명칭 

(영역 구분 포함)

     1.3. 관련 공동체

     1.4. 유산의 소재지

     1.5. 간략한 설명

2. 종목의 특성

     2.1. 유형요소

     2.2. 무형요소

     2.3.   관련 언어, 등록부, 스피치 레벨 

(speech level)

     2.4. 유래

3. 종목 관련 개인 및 기관

     3.1.   실연자/공연자(이름,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 직업)

     3.2. 기타 참여자(보유자, 관리자)

     3.3. 종목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관습

     3.4. 전승 수단

     3.5. 관련 기관 (비정부기구 등)

4. 종목의 현황 - 생존능력

    4.1. 연행 위협 요소

    4.2. 전승 위협 요소

    4.3. 관련 유형적 요소와 자원의 이용가능성

    4.4. 관련 유·무형적 요소의 생존능력

    4.5. 보호 조치

5. 자료 수집 및 목록 작성

    5.1.   자료 수집 및 목록 작성 과정에서 

공동체의 동의와 참여

    5.2. 목록 수록 자료에 대한 규제

    5.3. 출처(이름, 지위, 기관)

    5.4. 자료 수집 일시 및 장소

    5.5. 자료 등록 일시

    5.6. 목록 편찬 주체

6. 문헌, 음악 목록, 시청각자료, 아카이브 관련 목록

마키쉬 가면무용 의식 (잠비아) 통가의 춤과 서창 - 라칼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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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바실리오의 팔렌케 문화공간

(콜롬비아)

무형문화유산의 확정과 목록 작성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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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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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의 영역
각각의 무형문화유산은 단일 표현물에 한정되지 않으며, 많은 유산들은 복수 영역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무속 의식은 전통 음악과 무용, 기도와 노래, 복식, 성물(聖物), 의례, 의식적 관습, 그리고 자연에 대한

예리한 인식과 지식 등과 관련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축제는 노래, 무용, 연극, 연회, 구전 전통, 이야기, 공예기 

술의 전시, 운동 경기, 그 밖의 다른 오락거리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무형문화유산 표현물이다. 영역 간의 경 

계는 매우 유동적이고, 흔히 공동체마다 차이를 보이므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외적으로 엄격한 분류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 어떤 공동체가 자신의 운문 낭송을 의례의 형식으로 본다면 다른 공동체는 이를 노래로 해석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어떤 공동체가 ‘연극’으로 정의하는 것을 다른 공동체는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무용’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규모와 범위 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어떤 공동체는 표현들 간의 미세한 차이를 구분 

하지만, 다른 집단들은 이것들을 한 가지 형식의 다양한 부분들로 간주한다.

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의 형식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협약이 제시하는 영역 목록은 배타적이기보

다는 포괄적이다. 이는 영역 구분이 반드시 ‘완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가는 각자 다른 영역 

체계를 사용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표현물들을 다르게 구분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협약의 영역과 비슷 

한 것을 다른 이름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나라들도 있다. 국가는 유산의 영역이나 새로운 하위 범주를 기존 

영역에 추가할 수 있다. 여기에는 무형문화유산이 인정되는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전통놀이 및 

경기’, ‘미식 전통’, ‘축산’, ‘순례’, ‘기억의 장소’ 등이 하위영역(sub-domain)에 포함된다.

유네스코가 2003년 채택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다섯 개의 무형문화유산의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전달 수단인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과 표현물

공연 예술

사회적 관습, 의례, 축제 행사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과 실천

전통 공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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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딩 공동체의 성년식 -

칸쿠랑 (세네갈, 감비아)

야쿠트족의 영웅 서사시 -

올롱코 (러시아)

뱅슈 카니발 (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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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피마니리(Zafimaniry)족의

목공예 지식 (마다가스카르)

와자피(Wajapi)족의

구술 및 회화 표현물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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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전
구전 전통과 구전 표현물들은 구어(口語)로 전해지기

때문에 이야기 내용이나 방식이 상당히 다양하다. 이

야기는 재생산, 즉흥, 창조의 결합물로서 장르, 맥락, 연

행자마다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조합은 이야기를 활

기차고 화려한 형태의 표현물로 만들기도 하지만 이 

야기의 훼손을 초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무형유산

의 생존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끊임없

는 전승 과정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많은 공동체에서 언어가 무형유산의 기본이 되기는 

하지만 개별 언어의 보호와 보존은 2003년 협약의 범

위를 넘어선다. 다만, 언어는 협약 제2조에서 무형문

화유산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포함되어 있다. 여러 언

어들은 이야기, 시, 노래 등을 전승하는 틀을 제공하

고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언어의 사멸은 구전 전통

과 표현의 영원한 상실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구

전 표현물 자체와 공연은 사전, 문법, 데이터베이스보

다 언어를 보호하는 데 한층 도움이 될 수 있다. 언어 

는 노래, 이야기, 수수께끼 등에 살아있기 때문에 언어

의 보호와 구전 전통 및 표현물의 전승은 매우 밀접하

게 관련되어 있다.

구전 전통과 표현물 영역에는 속담, 수수께끼, 이야기,

전설, 신화, 서사시, 노래, 시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무

형문화유산이 포함된다. 구전 전통과 표현물은 지식,

문화적·사회적 가치, 집단 기억을 전달하는 데 사용 

된다. 구전 전통과 표현물은 문화를 살아있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어떤 형태의 구전 표현은 일반적인 동시에 공동체 전

체가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또 어떤 유산은 특정한 사 

회 집단, 남성이나 여성, 노인들만이 사용할 수 있다. 

많은 사회에서 구전 전통을 공연하는 일은 매우 전문

적인 일이기 때문에 공동체는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공연자들을 집단 기억의 수호자로 간주한다. 이러한 

공연자들은 전 세계 공동체를 통틀어 널리 찾아볼 수

있다. 비서구 사회에서는 아프리카의 그리옷(griots)이

나 디엘리(dyelli) 같은 시인들과 이야기꾼들이 잘 알려

져 있는 한편, 유럽과 북미에서도 풍부한 구전 전통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과 미국에는 수많은 전

문 이야기꾼이 있다.

구전 전통과 표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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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푸가오(Ifugao)족의

후드후드 창악 (필리핀)

히카예(Hikaye) (팔레스타인)

다른 무형문화유산들처럼 구전 전통은 급속한 도  

시화, 대규모 이주, 산업화, 환경 변화로 인해 위 

협받고 있다. 책, 신문, 잡지, 라디오, 인터넷은 구 

전 전통과 표현물에 막심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 

다. 오늘날의 대중 매체는 전통 방식의 구전 표현물 

을 크게 변형시키거나 교체할 수 있다. 한때 완창(完 

唱)에 며칠씩 걸리던 서사시가 몇 시간으로 축소될 수 

있고 결혼식 전에 불렀던 전통 노래는 CD나 디지털 음

악 파일로 대체될 수도 있다.

구전 전통과 표현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회에서 무

형문화유산이 일상적인 역할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식이 사람들 간에 전해지는 기회, 예를 들어

연장자가 젊은이들과 어울리고 가정이나 집에서 이야

기를 전할 기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

하다. 구전은 흔히 축제나 문화적 축전에 중요한 일부

이므로 이러한 행사들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 이야

기 축제(storytelling festival)와 같은 새로운 맥락을 장려

하여 전통적인 창의성을 새롭게 표현하는 수단을 찾아

야 한다. 2003년 협약의 정신에 비춰볼 때, 보호 조치들

은 구전 전통이나 표현에 초점을 맞추되, 이때 공동체

는 생산물이 아닌 자신의 문화유산을 자유롭게 탐색하

는 과정으로 이에 접근해야 한다.

또한 공동체, 연구자, 기관은 내용상 이본(異本)과 서 

로 다른 공연 양식 등 광범위하고 풍부한 구전 전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억

양과 같은 독특한 표현적 특징이나 수적으로 다양한

양식이 시청각 자료 형태로 기록될 수 있다. 공연자와 

청중, 몸짓이나 흉내 같은 이야기의 비언어적 요소도

마찬가지이다. 대중매체와 정보통신기술은 기록된 

공연물들을 방송을 통해 해당 공동체와 일반 청중들에

게 선보임으로써 구전 전통과 표현물을 보호하고 강화

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러시아 야쿠트족의 영웅서사시 올롱코(Olonkho)는 야쿠

트인들의 신앙과 관습, 무속, 구술사, 가치관 등을 반영

한다. 이야기꾼인 올롱코슈트(Olonkhosut)는 연기, 노래,

웅변, 시적 즉흥성 등에 능해야 한다. 대부분의 구전 전

통처럼 올롱코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 가장

긴 시의 길이는 15,000행이나 된다.

팔레스타인의 히카예(Hikaye)는 여성이 다른 여성들이

나 아이들에게 들려주는데, 주로 여성의 관점에서 사회

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담고 있다. 70세 이상 모든 팔

레스타인 여성들은 거의가 히카예 이야기꾼으로서 주로 

나이 많은 여성들이 이 전통을 전승한다. 그러나 젊은 여

성이나 소년들이 공연이나 오락용으로 서로에게 이야기

를 들려주는 일도 드물지는 않다.

필리핀 이푸가오(Ifugao) 족의 후드후드(Hudhud)는 파종

기, 수확기, 장례 때 행해진다. 흔히 나이 많은 여성들이

며칠 씩 걸려 완창하기도 하는데, 이 여성들은 공동체에

서 역사가나 설교자 역할을 한다.

아킨(Akyns)의 기예를 보호하기 위해 키르기스스탄의 

여러 지역에 전수실 여섯 곳이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유명한 이야기꾼인 아킨이 되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자

신들의 지식과 기술을 전수한다. 교사들은 시청각 장비

나 녹음장치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일대일 학습 방식이 온

전히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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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민속 장가 - 우르틴 두

(몽골,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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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공연 예술에는 음악(성악, 기악), 무용, 연극, 운문의 낭

송, 무언극 등이 있다. 여기에는 인간의 창의성을 반영

하는 수많은 문화적 표현물들이 포함되는데, 공연 예

술은 어느 정도는 여러 가지 다른 무형문화유산 영역

을 포함하고 있다.

음악은 가장 보편적인 공연 예술이며 모든 사회에 존

재하고 있다. 흔히 다른 공연 예술 형식이나 의례, 축 

제 행사, 구전 전통 등 여러 무형문화유산 영역에서 필

수적인 부분이다. 이것은 성(聖)/속(俗), 고전적/대중

적, 노동/오락과의 관련성 등을 막론하고 가장 다양한 

맥락에서 발견된다. 음악은 정치적·경제적 차원에서

도 살펴 볼 수 있다. 음악은 공동체의 역사를 노래하고 

영향력있는 사람을 찬양하며, 경제 활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음악은 결혼식, 장례식, 의례, 

관례(冠禮), 축제, 모든 종류의 오락, 많은 사회적 기능 

등 다양한 상황에서 공연된다.

춤은 매우 복잡한 형태의 공연 예술이나, 간단하게 말

하면, 질서 있는 신체의 움직임으로서 보통 음악에 맞

추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묘사할 수 있다. 그 물리적 

측면과는 별도로 리듬감 있는 움직임, 발 동작, 몸짓

은 감정이나 분위기를 표현하고 종교 무용이나 사냥,  

전쟁, 성적 행위 등 특별한 행사나 일상 활동을 나타 

낸다.

전통극 공연은 보통 동작, 노래, 춤, 음악, 대화, 대사 

등을 결합하지만, 인형극이나 무언극을 포함하기도 한

다. 그러나 이러한 예술은 단순히 관객을 위한 공연 이

상의 의미가 있다. 농사일을 할 때 부르는 노래나 의례

에서 사용되는 음악 등과 같이 문화나 사회에서 결정적

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좀 더 친밀한 분위기에서 아기

를 재우기 위해 부르는 자장가도 있다.

카로인의 플루트연주자 (알제리)

다메체의 가면 북춤 (부탄) 공연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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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물건, 인공물, 문화적 표현과 관습에 관련된 공 

간들은 협약의 무형문화유산 정의에 포함된다. 공연 

예술에서는 악기, 가면, 의복, 무용에 사용되는 다른 

장식품, 그리고 연극의 장면과 소품 등이 여기에 포함

된다. 공연 예술은 흔히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어떤 공간이 공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때 협약은

이런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인정한다.

오늘날 상당수의 공연 예술이 위험에 처해 있다. 문화

적 관습이 표준화됨에 따라 많은 전통 관습들을 포기하

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문화적 관습들이 널리 알려진

곳에서도 일부 특정 표현물만 인기를 누리고 있을 뿐,

그 밖의 표현물들은 존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인기가 폭발적인 ‘월드뮤직(World Music)’을 생각

해 보면 짐작할 수 있듯이, 음악은 위에서 지적한 문제

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음악은 문화교

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전통적인 예술 장면을 풍부

하게 하는 창의성을 촉진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또한 문

제를 낳을 수도 있다. 다양한 형태의 음악은 일정한 결

과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획일화될 수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특정 공동체들이 지키고 이어온 전통과 공연에

서 필수적인 특정 음악 활동들이 설 자리는 거의 없다. 

음악, 무용, 연극은 흔히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 일정

에 주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며 문화진흥의 핵심 요

소가 되고 있다. 공연 예술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나라와 공동체의 수입을 창출하며 문화의 창 역할을 

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공연 예술을 선보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공연 예술은 관광 시장의 요구에 맞춰 변

화를 겪어왔다. 관광은 전통적인 공연 예술을 부활시

키는 데 기여하고 무형문화유산에 시장 가치를 부여할 

수 있지만, 관광객의 수요에 맞게 각색한 일부 주요 장

면만을 보여주는 데 그치기 때문에 유산의 의미를 왜

곡해 전달할 수 있다. 전통적인 예술은 오락이라는 이

름으로 공동체 표현의 중요한 형식을 상실한 채 상품

으로 변모하기도 한다.

브라질 바이아 레콘카보의 삼바 데 로다(Samba de 

Roda of Reconcavo of Bahia)는 아프리카 출신 노예의

무용과 문화전통에서 비롯되었으나 포르투갈의 문화

요소, 특히 언어와 시 형식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20세기 브라질 민족 정체성의 상징이 된 도시 삼바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산스크리트어 연극인 쿠티야탐(Kutiyattam)은 

인도의 가장 오래된 전통 중 하나로 산스크리트  

고전주의와 케랄라(Kelala) 지역 전통을 종합한 

것이다. 등장 인물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몸짓

과 눈짓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양식화되고 규범화된 

극 언어이다. 전통적으로 사원과 같이 신성한 공간

에서 연행되는 쿠티야탐 공연에는 항상 무대에 신의 

존재를 상징하는 등잔이 놓인다.

체코의 슬로바코 베르분크(Slovácko Verbuňk)는  

전통적으로 모든 연령대의 남성들이 추는 춤이다. 

안무를 정확하게 따르기보다는 즉흥성과 개성 

있는 표현, 곡예 경연을 특징으로 한다. 춤사위의 

구조적 복합성과 다양성은 이 지역의 문화 정체성과 

다양성을 표현하면서 이 춤을 큰 예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적 표현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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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의 음악 전통이 기록이나 교육 목적으로 서구 

의 악보 형식에 맞게 변형되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과

정은 파괴적일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음악은 표준적

인 서구 형태와는 일치하지 않는 음계를 사용하기 때

문에 악보로 옮기는 과정에서 음정이 미묘하게 달라 

질 수 있다. 이처럼 음악의 동질화 뿐만 아니라 현악기

에 프렛(fret)을 사용하는 등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연주

하도록 전통 악기를 변형하기 때문에 악기 자체도 크

게 변형된다.

전통 공연 예술의 보호 조치들은 주로 지식과 기술, 악

기 연주, 악기 제작 기술의 전수와 사제간의 유대 강화

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노래의 미묘한 차이, 춤 동

작, 다양한 연극적 해석이 모두 강화되어야 한다.

공연은 연구, 기록, 목록화, 보관 등이 이뤄져야 한다. 

전 세계에는 백년이 넘는 음성 기록들이 무수하게 존

재한다. 이처럼 오래된 기록은 보존 상태가 열악해 디

지털화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질 수 있다. 디지털화

는 이러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기록의 목록화

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문화 매체, 제도, 산업은 관객을 불러 모으고 대 

중 사이의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전통 공연예술의 생명

력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관객들이 

표현 양식의 다양한 모습들을 알아가게 되면, 이는 전

통 공연예술에 새롭고 광범위한 인기를 불러 모을 수 

있음과 동시에 예술 형태에 대한 지역적 다양성에 대

한 관심이 커지면서 해당 공연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 또한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호는 광범위한 공연 예술을 보호하는 데 필요

한 스태프와 제도를 준비하기 위한 적절한 훈련과 하

부 구조를 개선하는 것과도 관련있다. 조지아에서는 

학생들에게 인류학 현장조사 방법과 다성악 기록 방법

을 훈련시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목록

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다.

한편, 광범위한 사회적·환경적 요소는 공연 예술 전 

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삼림 파

괴는 공동체가 음악 활동을 하는 데 사용하는 전통악기

를 만들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캄보디아 왕실 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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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사례처럼 학생이 숙

련된 연행자에게 배우고, 공연하는 ‘명인 수업’이 

기니의 소쏘 발라(Sosso Bala)와 부탄의 ‘다메체

(Drametse) 가면북춤’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미래 세대 음악인들에게 영감,

훈련, 지식의 원천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무감(the 

Mugam)과 관련된 기록물을 국립 아카이브에 보관

하고 있다. 

쿠바의 경우와 같이, 학교에서 무형문화유산을 가르

침으로써 전승 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 쿠바의 학교

에서는 툼바 프랑세사(Tumba Francesa)를 아이들에

게 가르친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전 지역에서 전통 음악, 무용, 악

기 등을 수집하고 대학에서 민족음악학 분야의 교육 과

정을 수립하기 위한 야심찬 연구와 훈련사업이 진

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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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
죽재행사

사회적 관습, 의례, 축제 행사

사회적 관습, 의례, 축제 행사는 공동체와 집단의 삶을 

구조화하는 습관적인 활동으로서, 해당 공동체의 많

은 구성원들과 밀접하면서도 이들 사이에 공유되는 

문화다. 사회적 관습은 이를 연행하는 사람들의 집단

적, 사회적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공적이든 사적이든 

중요한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의미가 크다. 

사회적, 의례적, 축제적 관습은 계절의 운행과 농사력

(agricultural calendar)상의 행사나 개인 일생의 시기를 

기념할 수 있다. 이는 스스로의 역사와 기억에 대한 세

계관이나 인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소규모 집

회에서부터 대규모 축제나 기념 행사에 이르기까지 다

양하다. 각각의 하위 영역은 광범위하나 이들 사이에

는 중첩되는 것이 많다.

의례와 축제 행사는 흔히 특정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서 열리며 공동체로 하여금 그들의 세계관과 역사를 

기억하도록 한다. 어떤 경우에는 의례에 대한 접근권

이 특정한 공동체 구성원에 한정되기도 한다. 관례나

매장 의식이 그 예이다. 반면, 또 어떤 축제행사는 공 

적 생활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사회 모든 구성원에 

게 열려 있다. 카니발과 새해를 기념하는 행사, 봄의 시

작, 수확의 마무리 등은 전 세계적으로 모두에게 열려

있는 행사이다.

해당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어떤 사회적 관습에 반드

시 참여하지 않더라도, 해당 관습은 구성원들에게 친

숙하며 이들의 일상생활 모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정체성과 과거와

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독특한 사회적 관습은 2003년 

협약이 강조하는 바이다.

한국 서울 종묘에서 거행되는 종묘제례는 노래, 무용,

음악을 총 망라하는 것으로 수 세기 동안 계속되어 

왔으며 조상에 대한 숭배와 효성을 표현한다.

1년에 두 번, 말리의 니제르 강 삼각주 지역의 

방목지에서 계절 이동이 일어나는 시기에 가축이 강

을 건너는 것은 뿔(Peul) 공동체의 야랄(Yaaral)과 데

갈(Degal) 축제의 서막을 알린다. 여기에는 가장 아

름답게 장식한 무리를 선발하는 대회, 노래와 시낭

송 대회도 포함된다.

벨기에의 뱅슈 카니발, 볼리비아의 오루로 카니발, 

잠비아의 마키쉬 가장 무도회에는 다채로운 행렬, 

노래, 춤 그리고 다양한 복장과 가면이 등장한다. 

때때로 이 축제 행사는 다른 신분을 가정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사회적 차이를 극복하고 모방이나 

오락을 통해 사회·정치적 상황에 대해 발언하는 

수단이 된다.

말라위 북부 농촌 지역에서 널리 행해지는 빔부자

(vimbuza) 치유 무용은 19세기에 외상 경험을 극

복하는 수단으로 발전했지만 지난 수 십년 동안 널

리 유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유산에 대한 보호 노력

은 빔부자 치유 무용을 배우는 젊은이들의 관심을 

유발했고, 방송 패널 토론, 훈련 워크숍, 축제를 통해 

빔부자 치유자와 정부 및 비정부기구 간의 대화를 

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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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제례와 제례악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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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사 의식은 비공식적인 

것이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매우 세련되고 의례적이며 

사회 정체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마찬가지

로, 선물을 주고 받는 관습은 일상적인 행사에서부터 

중요한 정치·경제·사회적 의미를 지닌 공식적인 활동

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 관습, 의례, 축제 행사는 제사, 통과 의례, 출생,

혼인, 장례, 충성 서약, 전통 법체계, 전통 놀이와 운동,

의례상의 친족 의식, 정착 유형, 요리 전통, 절기 행사,

남녀 고유 관습, 수렵, 어로, 채집 등 놀랄만큼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는 특별한 몸짓, 말, 낭송,

노래와 춤, 특수 의복, 행렬, 제물, 특별한 음식 등 표현

물과 물리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 관습, 의례, 축제 행사는 오늘날 공동체가 겪고

있는 변화에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공동체 자체의 행

위자나 다른 사람들의 광범위한 참여에 깊이 의존하 

기 때문이다. 이주, 개인주의화, 정규 교육의 전반적 

인 도입, 전 세계적으로 기성 종교의 영향력 증대, 세계

화의 여러 결과 등은 이러한 관습에 특히 큰 영향을 미

치고 있다.

이주, 특히 젊은이들의 이주는 무형문화유산을 실연하

는 이들을 자신의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문화적

관습의 존속을 위태롭게 한다. 이와 동시에 사회적 관

습, 의례, 축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족이나 공동체

와 함께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

는 때이며, 이때 스스로의 정체성과 공동체 전통과의 

연계성을 재확인한다.

공동체의 축제 행사에는 점점 더 많은 관광객이 참여

하는데, 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전통 공연예술

이 겪는 비슷한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또한 사회적 

관습, 의례, 특히 축제의 존속은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조건에 크게 의존할 수 있다. 축제 참가자를 위한 복

장과 가면을 준비하고 제작하는 것은 높은 비용이 소

요되므로 경제적 불황기에는 지속되기 어려운 측면

이 있다.

모로코 마라케쉬의 제마 엘 프나 광장에서 열리는 

다양한 사회적 관습은 교통난과 대기오염을 초래하

는 도시의 성장과 개발계획 때문에 점점 사라질 위

협에 처해 있다. 도시계획과 경제발전 그리고 문화

적·환경적 관심사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당

국은 광장으로 이어지는 보행자 길을 만들었고 사

회적 관습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과 여행객 마차의 

수를 줄여 교통을 재정비했다.

바랑키야 카니발의 독창성을 보존하고 카니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재단은 어린이 축제 

를 만들었다. 이 행사는 콜롬비아에서 거행되는 

카니발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기능 보유자들은 꽃

수레, 사치스러운 복장, 머리 장식, 악기, 동물 가면,

그 밖의 인공물 등 수공예품 제작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받았다. 소액 신용 프로그램은 장인들이 적

은 액수의 돈을 빌려 물건을 만들어 추가적인 돈벌

이를 할 수 있게 했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삶의 질 

개선을 돕고 카니발에의 참여를 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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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습, 의례, 축제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개인, 사회적·정치적·법적 기관 그리고 사회적  

메커니즘을 동원해야 한다. 특정 집단에만 참여를 허

용하는 관습을 존중하면서 가능한 한 가장 폭넓은 대

중의 참여를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우에 따라

서는 공동체가 사회적 관습, 의례, 축제 행사에 필요한 

신성한 지역, 사물, 자연 자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음벤데 졔루살레마 춤

삼바 데 로다 (바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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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실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실천에는 공동체가 자연환

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발전시킨 지식, 방법, 

기술, 관습, 표상 등이 있다. 우주에 대한 사유 방식은 

언어, 구전 전통, 특정 장소에 대한 애착, 기억, 영성, 세

계관 등을 통해 표출된다. 또한 이러한 사유 방식은 가

치와 신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여러가지 사회적 관습과 

문화적 전통을 강조한다. 반대로 자연환경이나 공동체

의 보다 폭넓은 세계가 사유 방식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 영역에는 전통적 생태 관련 지혜(traditional 

ecological wisdom), 토착 지식, 지역 동식물에 대한 

지식, 전통치료 체계, 의례, 신앙, 성년식, 우주론, 샤머

니즘, 빙의(憑依) 의례, 사회조직, 축제, 언어, 시각예술 

등 수많은 분야가 있다.

전통 지식과 실천은 공동체 문화와 정체성의 중심에 

있지만 세계화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지역 식물종의 의학적 사용 등 전통 지식의 일부는 과

학자나 기업이 흥미를 느낄 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여러 전통적 관습들이 사라지고 있다. 농업 지역

의 급격한 도시화와 농지의 확대는 공동체 자연환경과 

그 지식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농지의 개간으로 

신성한 숲이 사라지고, 건축에 필요한 대안적인 임산 

자원을 찾아야할 수도 있다. 기후변화, 계속되는 삼림 

훼손,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사막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여러 종들이 위협받고 있으며 천연재료와 식물 종이 

사라짐에 따라 전통 공예와 본초학(herbal medicine)이  

쇠퇴하고 있다.

바누아투의 모래그림

베트남 궁중음악 나냑

망자를 위한 토착 축제 (멕시코)

Ph
ot

o 
©

 P
ed

ro
 H

iri
ar

t /
 IN

I

세계관이나 신념 체계를 보호하는 일은 자연환경을 보

호하는 일보다 훨씬 어렵다. 사회환경이나 자연환경에 

대한 외부의 도전 때문에 소외되고 주변화된 공동체들

은 스스로 자신의 전통이나 관습과는 동떨어진 새로운 

삶의 방식이나 순전히 경제적인 발전 모델만을 받아들

이는 경향이 있다.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공동체의 우주관뿐만 아니

라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볼리비아의 안데스 산맥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 

는 칼라와야(Kallawaya)족의 사제-의사는 풍부한 약

재와 더불어 안데스 지역 토착민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전통 의료체계를 발전시켰다. 칼라와야족 여성들

은 공동체의 우주관에 뿌리를 둔 디자인을 자신들이

만드는 직물에 반영한다.

베트남 궁정음악인 나냑은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신이나 왕과 소통하거나 이들

을 경배하는 수단이다.

세네갈과 감비아에서 행해지는 신성한 숲의 법적 보

호, 훈련을 통한 보호 지역 관리, 위험에 처한 식물종

의 이식은 만딩(Manding) 공동체의 칸쿠랑 성년식의 

미래를 지켜준다.

마다가스카르 자피마니리 족의 목공예 지식 보호 활

동 계획에는 국내외 차원의 특허권 설정을 통한 법적

보호가 포함된다. 이는 자피마니리 공동체의 정체성

과 밀접하게 관련된 회화적 디자인과 소재를 보호하

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는 공예 재료로 사용되

는 희귀 나무 종을 심고 있다.

바누아투 모래 그림, 와자피족의 구전 및 회화 표현

물(브라질), 그리고 자피마니리 족의 목공예 지식(마

다가스카르)은 다양한 형태의 시각적 장식 예술로서,

해당 공동체의 창조 신앙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동시

에 이를 표현하기도 한다. 예술가들이 예술 형식을

표현하고 전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축제와 다른 공

동체 행사를 개최하면 전통 공동체의 모래 그림 관

련 관습이 새로운 활력을 얻을 것이다. 또한 모래 그

림의 위상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법적·상업적 규

칙들을 도입하고 있다. 모래 그림은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한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될 것이고, 신탁기금

이 제정되어 예술가들이 신탁기금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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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전통 공예기술

전통 공예는 아마도 무형문화유산 가운데 가장 유형적

인 표현물일 것이다. 그러나 2003년 협약은 공예품 자

체보다는 주로 공예 관련 기술이나 지식에 초첨을 맞

추고 있다. 따라서 보호 활동은 공예품 보존보다는 장

인이 계속해서 공예품을 생산하고 기술과 지식을 공동

체 내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도구, 옷과 보석, 축제와 공연 예술용 의상 및 소품,저장 

용기, 저장 도구, 수송 수단 및 은신처, 장식예술과 의

례용 물건, 악기, 가구, 오락 및 교육용 장난감 등 수많

은 전통 공예 표현물이 있다. 이 중 상당수의 물건은 축

제 의례 등 단기간만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만, 어떤 것

은 세대간에 전해지는 가보가 될 수 있다. 공예품을 만

드는 기술은 물건 자체 만큼이나 다양하여, 종이제작과 

같이 미묘하고 세밀한 일에서부터 튼튼한 바구니나 두

꺼운 담요를 만드는 거친 일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다른 무형문화유산의 경우처럼 세계화는 전통적 형태

의 공예가 존속하는 데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 대규

모의 다국적 기업이든 소규모 가내 공업이든, 대량 생

산은 수공업보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적은 비용으로

일상 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공급할 수 있다. 많은 수공

예가들이 이 같은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경

적·기후적 요인 역시 삼림파괴와 토지 개간 등 자연자

원의 이용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공예에 영향을 

끼친다. 전통 수공업이 가내 공업으로 발전하는 경우

에도 생산 규모의 증가는 환경 훼손을 불러올 수 있다.

사회적 조건과 문화적 취향이 변화함에 따라 한때 정교

한 공예품 생산을 필요로 했던 축제와 기념 의식은 더

욱 간소해졌고, 장인의 기술을 표현할 기회도 점점 줄

어들었다. 공동체 젊은이들은 여러 전통 공예를 배우

는 데 필요한 장기간의 도제 생활의 고달픔 때문에 너

무 힘든 나머지 힘이 덜 들고 급여가 나은 공장이나 서

비스 산업에서 일자리를 찾는다. 수많은 공예 전통들 

인도네시아의 크리스(Kris)는 무기이자 영적 물품으 

로 사람들은 여기에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다. 엠푸(empu)라고 불리는 칼 대장장이는 철광석이

나 운석으로 칼을 만든다. 엠푸는 존경받는 장인으로

서 문학, 역사, 신비과학의 전문가이기도 하다. 전통 

방식으로 질 좋은 크리스를 만드는 존경 받는 엠푸가 

여전히 여러 섬에 남아 있지만,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

고 있으며 이들의 기술을 전수받을 사람을 찾기도 매

우 어렵다.

키누(Kihnu) 문화 공간(에스토니아)의 가장 가시적인 

상징물은 공동체 여성의 모직 수공예품이다. 여성들은 

집에서 전통 베틀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털을 이용

해 벙어리 장갑, 스타킹, 스커트, 블라우스 등을 짠다. 

이 눈에 띄는 의복을 장식하는 여러 상징적인 형태와 

색깔은 고대 전설에서 유래한 것이다.

우간다의 목피천 제작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지식으

로, 직조술 발명보다 앞선 선사시대 기술이다. 목피천

은 주로 대관식이나 치유 의식, 장례식, 문화행사 때 

입지만 커튼, 모기장, 침구, 창고에 사용되기도 한다. 

대상(隊商)들이 면을 들여오면서부터 목피천의 생산 

속도가 느려졌고 최근 이 유산이 부활할 때까지 목피

천의 생산이 줄었으며 기능이 약화된 바 있다. 

프랑스의 명인(Maîtres d’Art) 제도는 악기 제작, 직물 

예술, 제본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유능한 공예가들

을 인정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리투아니아의 프리에나이(Prienai) 시에는 이 지역 십

자가 공예 전통을 증진하기 위한 기관과 워크숍이 만

들어졌다. 이곳에서 도제들은 장인에게서 지역 도시와 

국내외 단골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예 기

술을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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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외부인에게 알려져서는 안 되는 비책이 포함되어

있어서 만약 가족이나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를 배우지

않으면 그 지식이 사라져 버릴 수 있다. 이방인과 지식

을 공유하는 것은 전통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형태의 무형문화유산과 마찬가지로, 전통 공예기

술을 보호하는 목적은 전통 수공업과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을 미래 세대에 전달하여 공동체 내에서 공예품 

이 계속 생산되는 한편, 제작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면

서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상당수 공예 전통은 지도와 도제 생활이라는 오래된 

체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체계를 강화하는 확실한 

방법은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에게 재정적 유

인책을 제공해 양자 모두가 지식 전수를 매력적인 것

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의 공예품 전통시장 또한 강화될 수 있으며 한편

으로는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될 수 있다. 도시화와 산

업화에 대응해, 전 세계 많은 사람이 공예인의 축적된 

지식과 문화적 가치가 담겨 있는 수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소비문화를 지배하는 다수의 첨단

기술 제품의 대안책이 되고 있다. 

나무를 재료로 사용하는 전통 공예에 미칠 수 있는 피

해를 상쇄하기 위해 나무를 심을 수도 있다. 어떤 상황

에서는 공동체가 자원에 접근하는 권리를 보장하면서

도  환경을 보호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지적재산권이나 특허 혹은 저작권 등록 등 추가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 공동체가 전통적 소재나 기술로부

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때로는 다른 목적

을 위한 법적 조치들이 공예품 생산을 장려하기도 한

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서 비닐 봉지 사용을 금지하

면 손으로 만든 종이 가방과 풀로 만든 용기 시장이 활

성화될 수 있고 전통적인 공예기술이나 지식이 번성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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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피천 공예 (우간다)

인도네시아 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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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문화다양성의 원동력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의 

보장 수단으로서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는 모든 단계에서 발전으로 가는 

경로를 알려주는 매우 독립적인 행동 계획으로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차원(경제적·사회적·환경적)을 강조하

며, 인권, 평등, 지속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근본적인 원칙을 존중하는 행동강

령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전

제 조건인 평화와 안보에 대한 요건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차원에 대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무형문화유산이 차지하는 자리를 어떻게 이해해

야 무형문화유산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식하고 잘 실현할 수 있 

을까?

© Vice Ministerio de Cultura

© Vice Ministerio de Cult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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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안보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경제적, 사회

적, 환경적 차원들은 분리된 행동 영역이 아니며 상

호의존적이다. 이 광범위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는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는 모

든 영역을 아우르면 긍정적 시너지가 생긴다는 것을 

감안해서이다. 무형문화유산은 각 영역에서 효율적

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지

구상의 공동체들이 미래에는 모든 것이 부족해진다

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무형문화유산 보호는 필수

적이다.

포용적인 사회발전

포용적인 사회발전은 지속가능한 식량확보, 양질의 

의료 서비스, 안전한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포용적인 사회보호체계와 성평등 

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 이러한 목표들은 포용적인 거

버넌스와 자신들의 가치 체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인간사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근본적인 욕구

와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관습 및 자

연과 관련된 지식과 행위를 포함하는 무형문화유산

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적응시켜 왔다. 전통적인 의

료 행위, 식생활, 물 관리법, 사회적 모임, 축제 및 지

식 전승체계들은 공동체들이 포용적인 사회 발전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음식은 공동체에게
정체성 및 소속감을
제공해주는 축제의
중심 요소로
여겨진다.

전통적인 의료 관습은 모두를 위한 높은 삶의 
질과 양질의 의료에 기여할 수 있다.

전 세계의 공동체들은 종종 지역의 자연 재료 사

용에 기초하여 효과적이고 저렴한 치유 행위를 제

공하는 다양한 건강 관련 지식 및 관습들을 발전

시켜 왔다. 예를 들어 약초 전문가들은 수천 년

간 사람들의 일차적인 보건의료에서 중요한 공

급자였다. 그들의 약용작물 사용에 대한 전통지

식과 실천은 환자를 치료하던 실제 경험으로부

터 나온 것이다. 예를 들어 탄자니아 탄가(Tanga) 

지역의 약초 전문가, 산파, 전통적인 정신건강 

전문가를 포함하는 치유자들은 신체 및 정신 질환을 

치료하는 데 특화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치

유법들은 다른 의술을  손쉽게 이용할 수 없는 고립

된 농촌 지역 등에서 저렴하고 다가가기 쉽다. 이러

한 치유 지식에 대한 인식과 존중, 진흥을 보장하고, 

특히 이러한 치유가 해당 공동체에 가장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가 될 만한 곳에서 미래세대에게 지속적

식량 채집과 식품 보존의 체계는 식량 및 영양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공동체들은 그들의 특정한 농

촌생활과 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에 기반을 둔 상

당한 전통지식을 축적해왔다. 그들의 기술은 습하거

나 춥거나 건조하거나 온화한 지역에 자리한 그들의 

땅과 자연환경에 대한 자세한 지식과 다양한 작물, 식

물, 동물의 이용에 기반하고 있다. 그들은 그러한 지

역과 환경변화에 다양한 방식으로 적응된 생산 및 보

존 체계뿐만 아니라 식생활도 발전시켜 왔다. 전 세계

적으로 수많은 가구가 토양의 비옥도를 증가시키고, 

다양한 식단을 제공하고, 적절한 영양과 더 나은 건강

을 주는 농업체계에 의지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들의 

지속적인 강화와 생명력이야 말로 전세계의 많은 공

동체를 위한 양질의 영양 및 식량의 공급과 확보에 중

대한 요소이다.

으로 전승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다른 의료관리 서

비스가 있는 곳일지라도 전통지식과 실천이 사회문

화 조직 안에 뿌리를 내리면서 특별한 정신적 가치

를 동반하고 있어서 보조적인 의료 서비스로 사람들

의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물 관리에 관한 전통적인 관습은 특히 농업
과 기타 생계방식에 있어서 깨끗한 물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지속가능한 물의 사용에 기여
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들은 깊은 신앙과 전통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물 관리와 모두에게 깨끗한 물에 대한 접

근성을 높이는 능력을 오랜 기간 입증해 왔다. 예

를 들어, 멕시코의 치아파스 (Chiapas) 주 산크리

스토발 데 라스 카사스 (San Cristobal de las Casas)  

지역의 물 관리 체계는 성스러운 영역과 문화적 전통

에 대한 마야인의 복합적인 인식에 기반을 둔다. 마

야인은 인간이 물의 순환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며,  

체액을 통해 자원의 지속적인 재생에 기여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물은 하나의 상품라기보다는 공동

의 자원으로 여겨지며, 급수관리는 공동체 전체의 책

임으로 여겨진다. 많은 공동체에서 이러한 체계가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며, 따라서 이 

를 미래 세대에 계속해서 전승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다른 곳에서는, 전통적인 물 관리 체계가 외 

부로부터의 물 공급에 대한 공동체의 의존도를 줄 

이고 취약가구에 대한 물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러한 수자원 관리체계의 

다양성, 가치, 강화 및 지속된 전승에 대한 인식

과 존중이야말로 물과 관련된 환경과 개발 문

제를 다루기 위한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만들어

가는 핵심이다.

무형문화유산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살아있는 사례들을 제공한다.

공동체들은 특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자연과 사회적 

환경에 대한 그들의 지식, 삶의 기술과 능력을 체계화

하고 미래 세대에 전승하려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

왔다. 오늘날 공교육의 현장에서도 역시 이러한 지식

의 많은 부분과 다양한 전통적인 전승방식들이 적극

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방식들은 우주론과 물리학

에서부터 의료와 자연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이용

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갈등과 긴장 해

결에 이르기까지, 사회 속에서 자아 및 타인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부터 집단 기억의 생성에 이르기까지, 건

축부터 재료공학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문분과 및 지

식영역을 아우르고 있다.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은 

젊은 세대가 그들의 문화정체성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풍부한 자원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양질의 교육은 무형문화유산에 의

해 주어지는 풍요로움을 인지하여야 하며, 모든 관련 

분야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최대한 통합하면

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체계 안에서 전통방식의 잠

재력과 무형문화유산의 전승방법의 활용을 추구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가구가 토양의
비옥도를 증가시키고,
다양한 식단을 제공
하고, 적절한 영양과
더 나은 건강을 주는
농업 체계에 의지
하고 있다.

© UNESCO / Isaack Omoro 2011

© UNESCO / Isaack Omoro 2011

무형문화유산은 식량 안보에 필수적이다.

전통적인 식생활과 지역농업, 목축업, 어업,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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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은 사회응집과 포용성을 강화하
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성 역할과 성 정체성을 창조
하고 전승하는데 있어 결정적이며, 따라서 성
평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관습, 의식, 축제들은 공동체와 집단의 삶을 

구성하며, 포용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사회적 연결

을 강화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브라질의 음악, 춤, 공예를 포함하는 예술

을 일컫는 프레부(Frevo)는 사순절 기간 동안 모든 

사회계층의 사람들을 오락으로 응집시킨다. 프레부

는 헤시피(Recife) 지역 주민들에게 정체성과 과거

로부터의 지속성을 가지게 하고, 성별, 인종, 계층, 

출신지역을 초월하여 공동체의 가치를 강화시키는 

공동의 유산이다. 모든 사람들이 프레부 음악의 리

듬에 맞추어 함께 춤을 춘다. 작은 모임에서부터 대

규모 축하행사와 기념행사까지, 수많은 사회적 관

습들이 이러한 관습을 행하는 이들에게 공통된 정

체성을 심어줌으로써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의 사회

적 포용성을 강화시킨다.

공동체들이 성 역할과 관련한 자신들의 가치와 규범, 

기대를 결정하고, 구성원들의 성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은 무형문화유산을 통해서이다. 또한, 특정한 유산

의 표현에 있어 접근성과 참여는 종종 성 규범에 의

해 정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전통 공예품의 생산

은 종종 성별에 따른 노동력 분배에 의존하며, 공연

예술은 성별 역할에 대해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주요

한 장이다. 무형문화유산이 끊임없이 사회적이고 환

경적인 변화에 적응하게 되면서, 성 역할 또한 변하

고 있다. 공동체들의 성별 관계는 끊임없는 협상의 

과정에 있으며,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의 연행을 통

해 성차별을 극복하고 성평등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

는 기회들이 열려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구성원들이 

성에 대한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 다문화  

공동체들은 끊임
없이 특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자연과
사회적 환경에
대한 그들의 지식,
삶의 기술과 능력을
체계화하고 미래
세대에 전승하려는
방법을 찾아왔다.

공동체에 자신감과 관용을 심어주고, 성평등을 이

루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대화의 장을 제공하는  

데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환경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안정된 기후, 지속가능한 자

원관리 및 생물다양성의 보존을 필요로 한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자연재해, 우주환경 및 자연자원의 

한계에 대한 더 나은 과학적 이해와 지식에 달려있

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취약한 인구의 회복력

을 강화하는 것이 인적,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줄이

는 데 필수적이다. 

무형문화유산의 일부로 세대를 통해 축적되고 변화

해 온 전통지식, 가치 및 관습들은 오랫동안 인간사

회가 그들을 둘러싼 자연환경과 상호교류하도록 이

끌어왔다. 오늘날,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무형

문화유산의 기여는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자연재해 대비 및 대응 등의 많은 분야에

서 인식되고 있다.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환경과 관련된 지식, 가치, 및 

관습을 포함하는 무형문화유산은 자연자원에 대해 

필요시 더욱 지속가능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진화

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게 하며, 공동체들로 하여금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의 도전에 더 나은 대응을 할 

수 있게 한다.

사회적 관습, 의식,
축제들은 공동체와
집단의 삶을 구성
하며, 포용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사회적 연결을
강화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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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민과 지역공동체들은 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사용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

어, 케냐 키쿠유(Kikuyu) 여인들은 농작물의 재배와 

종자 보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통적

으로 여성들은 같은 자리에 다양한 종의 콩을 재배

하고, 질병과 예측할 수 없는 기후에 대비하여 다량

의 종자를 비축한다. 오늘날, 이들 비축된 종자들은 

식물에 대한 토착지식의 귀중한 보고가 되었고, 수 

십년 간 이어진 국가 차원의 단일작물 재배로 인한 

농업유전자원의 빈곤화 이후에 더욱 귀중해졌다. 농

부, 유목민, 어부, 전통치유사 및 여러 기타 토착지식 

보유자들이 바로 그러한 생물다양성의 보호자들이 

되는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은 생물다양성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된 지식과
실천들은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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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지역공동체들은
자연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환경을
존중하는 무형문화
유산의 관습 및 삶의
방식들을 발전시켜
왔다.

자연에 대한 지역의 지식과 실천들은 환경적 지속가

능성에 대한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통

적인 어업 종사자들은 해양생물 다양성에 대한 과제

를 다룰 수 있는 전략적인 정보들을 갖고 있다. 그들

은 어류의 생태와 행동, 이동, 서식지 및 어업과 계절

에 따라 적응된 어획 관습 등 세세한 지식들을 발전시

켜 왔다. 매우 자세하고 다양하며 역동적인 이러한 지

식은 해양생물다양성 보존과 보전에 대한 과학적 연

구를 보완할 수 있다. 이러한 좋은 관습들의 공유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들과 연구자들 사이의 국제협력은 

삼림보전, 농업 생물다양성 보존과 자연자원 관리 등

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이루

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자연에 대한 지역의 지식과 실천들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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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인간 활동이 전 지구적으로 점점 더 증가하며 지속

가능하지 못한 속도로 자원을 소비하고 있지만, 많

은 지역공동체들은 자연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환경을 존중하는 무형문화유산의 관습 및 삶의 방식

들을 발전시켜 왔다. 예를 들어 사모아의 가는 직물 

매트는 문화적 의무를 충족시키는 지불 수단으로 사

용되거나 의례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된다. 오랜 기간 

전통적인 생태지식의 상당 부분이 직조술과 관련되

었는데, 직물의 주원료를 제공하는 야자수과 나무인 

판다누스(pandanus)의 다양한 경작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지식은 사모아인이 그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자연으로부터 나

온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그들의 환경을 보존하도

록 돕고 있다. 식물성 원료로 만든 직조품들은 지구

적 차원에서 막대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이나 다른 

환경적으로 유해한 생산품들과는 달리 자연적으로 

분해되며, 재배부터 수확, 이용 및 폐기의 과정을 상

대적으로 빠르게 한다. 

지식 및 대응전략들은 종종 자연재해 및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체 기반의 회복력에 중요한 
토대를 제공한다. 

취약하고 혹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지역공동체

들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을 수 있는 

최전선에 놓여있다. 생태학적 이해, 환경 및 생물다양

성 보전을 위한 기술과 규칙, 자원관리체계, 자연재

해 및 기상예보 대응체계를 포함하는 자연과 기후에 

대한 그들의 지식과 실천들은 해당 공동체가 지닌 자

연환경의 위험에 대처하는 전략의 풍부한 보고가 된

다.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정교해지고 개조

되었기 때문에, 지식과 실천들은 지역공동체들이 자

연재해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고, 필요 시에 재건하며,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오랜 

세월에 걸쳐 보증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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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인 경제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패턴에 

기초한 안정적이고 공정한 포용적 경제성장에 기반

을 둔다. 포용적인 경제발전은 빈곤계층뿐만 아니

라 생계가 불안정한 취약계층과 경제활동에서 완전

히 제외된 계층에도 초점을 맞춘다. 이는 생산적이

고 양질의 일자리, 빈곤 및 불평등 감소, 자원절약형 

저탄소 성장 및 복지의 보장을 필요로 한다. 무형문

화유산은 이러한 전환적인 변화에 있어 중요한 자산

이 된다. 무형문화유산은 다양한 생산활동을 수반함

으로써 화폐 및 비화폐적 가치 모두에 있어서 경제발

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며, 특히 지역경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이는 또한 

변화에 직면하였을 때 혁신을 위한 새로운 원천이 될 

수 있으며, 지역적이고 지구적 차원에서 포용적인 경

제발전을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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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거쳐 지속되고 강화되어 온
지역의 지식, 기술, 관습들은 많은

이들에게 생계유지를 할 수 있게 한다.
무형문화유산은 빈곤하고 취약한
계층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집단과

개인을 위하여 수입 및 양질의
일자리를 생산해 낼 수 있다.

공동체들은 또한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관
광활동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전통의 다양성, 축제, 공연예술, 전통공예 및 기타 무

형문화유산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발견은 국가적, 지

역적, 지구적 차원에서 관광객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훌륭한 기제가 된다. 살아있는 유산 및 이와 관련된 

사람들과 마주하면서 윤리와 책임성의 원칙을 존중

한다면, 관광객들의 활동들은 해당 공동체에게 자긍

심을 주면서 수입을 창출하고 일자리 생산을 고취시

킬 수 있다. 사실 관광은 유산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

이 없다면, 과도한 상업활동이 공동체에 그 의미와 목

적을 변화시키는 경우와 같이 오히려 유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든 공공이든 민간이든 

관광 관련 활동을 벌일 때,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그리

고 이와 관련된 이들의 권리와 지향성, 의사를 마땅히 

존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2

00
8 

by
 B

at
ik

 M
us

eu
m

 In
st

itu
te

, P
ek

al
on

ga
n 

/ G
au

ra
 M

an
ca

ca
ril

ad
ip

ur
a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무형문화유산은 발전을 
위한 혁신의 주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 

공동체와 집단들은 변화에 직면하여 끊임없이 혁신

한다. 무형문화유산은 지역적이고 지구적 차원에서

의 혁신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 자원이다. 어

떤 원료가 부족하거나 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새로운 

물질이 이전부터 있었던 필요를 충족시키는 쪽으로 

변용될 수도 있으며, 오랫동안 효과가 입증된 문화적 

전승방식이 정보통신의 기술에 맞추어 쓰이는 것처럼 

오래된 기술이 새로운 도전에 답을 주기도 한다.

무형문화유산은 집단과 공동체의 생계를 유
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세대를 거쳐 지속되고 강화되어 온 지역의 지식, 기

술, 관습들은 많은 이들에게 생계유지를 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의 농가들은 자연과 지역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양을 기르고 양모를 

생산한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그들에게 생계수단과 

정체성을 제공한다. 그들은 뜨개질을 위한 실을 잣고 

방모제품을 만들며, 양의 지방을 이용하여 양초와 비

누를 만든다. 이러한 생계유지를 위한 관습들은 해당 

공동체의 안녕에 필수적이며, 지역적 차원에서 빈곤

을 물리치는 주요 방어기제가 된다. 이는 지역의 농

업관습과 자원 관리체계 등의 다른 관습에서도 마찬

가지로 적용되는 사실이다.

무형문화유산은 빈곤하고 취약한 계층을 포
함하는 광범위한 집단과 개인을 위해 수익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통 공예는 이것이 없으면 경제체제에

서 소외될 수 있는 집단이나 공동체, 개인들에게 현

금 및 현물 소득의 주요한 원천이 된다. 이러한 기

술은 장인이나 그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공예품의 

수송과 판매, 원자재의 채집과 생산 등과 관련된 이들 

모두에게 수입을 창출한다. 그들은 종종 가족 및 공동

체 단위로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은 안정

성과 소속감을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생산하게 

되며, 또한 공동체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

기 때문에 명예로운 직업으로 여겨진다. 공연예술, 축

제 및 무형문화유산의 다른 형태들도 또한 경제발전

에 있어 여성과 청년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공동체 

구성원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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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공동체 내 사람들이 자신들의 무형문화유

산과 관련된 관광의 주요 수혜자가 되어야 하며, 이

를 관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윤리와 무형문화유산에 민감한 관광산업의 경우, 관

광객을 포함하는 관광산업 관계자의 행위를 지도함

으로써 해당 유산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피

해야 한다.

평화와 안보

갈등, 차별 및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포

함하는 평화와 안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들이다. 이러한 긴요한 일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는 인권존중, 효과적인 사법제도, 포용적인 정치과정, 

그리고 적절한 갈등예방 및 해결체계가 필요하다. 평

화와 안보는 어떠한 형태의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역

민의 토지 소유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자원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통제에도 달려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관습, 표상 및 표현들은 그 핵

심에 평화창설과 평화구축이 있으며, 대화와 상호이

해를 증진한다. 그러한 보호 활동 자체만으로도 평화

의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무형문화유산과 이

러한 보호 활동들은 공동체, 국가, 모든 개발행위자들

로 하여금 포용적 참여, 평화적 협력, 갈등예방 또는 

해결, 지속가능한 안보와 평화구축을 향해 문화적으

로 적절한 경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많은 무형문화유산의 실천들은 그 핵심에 평
화증진이 있다. 

1236년 제정된 말리(Mali) 제국의 헌법인 맨든헌장 

(The Manden Charter)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세계 

최초의 인권헌장 중 하나인 이 헌장은 다양성 안에

서의 사회평화, 인간 존엄의 불가침성,약탈에 의한 

노예폐지, 표현과 무역의 자유 등과 같은 가치들을 

옹호한다. 제정 이후 계속해서 구전으로 전승되었기 

때문에, 헌장의 내용 및 관련 의례들은 말링케(Malinke) 

인에게 소중하게 여겨진다. 이 역사적인 집회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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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례행사들은 지역 및 당국에 의해 캉가바 

(Kangaba) 촌에서 조직되는데, 특히 이 헌장을 법의 

원천이자 사랑·평화·형제애의 메시지로 보는 전통적 

권위 집단에 의해 조직된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무형

문화유산의 표현들이 평화의 가치를 증진하고 보호

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무형문화유산은 분쟁을 방지하거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화, 갈등 해결 및 화해에 관한 지역사회 관습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 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사

람들을 평화롭게 함께 살게 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 및 환경적 맥락에 대응하고, 공유공간 및 천연

자원에 대한 접근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러

한 체계들은 대개 비공식적이거나 매우 정교한 편

이다. 예를 들어, 스페인 무르시아 및 발렌시아의 반 

건조지대의 농부들은 그 지역 특산 채소, 과일 및 화

훼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물의 배분 및 관개체계 관

리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재판소를 찾

는다. 무르시아 평야의 장로평의회(The Council of 

Wise Men of the plain of Murcia) 및 발렌시아 평

야의 수자원재판소(the Water Tribunal of the plain 

of Valencia)는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매주 목요일 소집되며, 이는 다른 민사재판소와 같

은 법적 유효성을 가진다. 재판소의 구성원은 다수

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되거나 선택된 농부들이며, 

상충하는 주장을 중재하는데 그들의 농업과 관개, 

지역 관습에 대한 지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무형문

화유산의 사회적 관습의 지속적 생존력은 관련된 사

람들이 수용하는 포용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방지하

고 해결함으로써 평화와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공

동체의 능력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대화, 갈등 해결 및 화해에 관한
지역사회 관습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 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사람들을 평화롭게 함께 살게
할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 및
환경적 맥락에 대응하고,
공유공간 및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무형문화유산은 평화와 안보의 회복에 기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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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평화와 화해의 의례들은 개인, 가족, 또

는 공동체 등 양자 간의 평화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

회적 힘을 가진다. 평화의 의례들은 비폭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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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을 상징하고, 관계들을 성장시킨다. 이들은 사람

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오해, 경쟁, 증오와 폭력을 극

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는 또한 평화와 안보를 
지속시키는 수단이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이 포용적일 때, 이러한 활동

들은 토착민, 이주자, 이민자, 난민, 다양한 연령 및 성

별 집단,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공동체, 단체 

및 개인을 응집시키는 강력한 기제가 된다. 무형문화

유산 보호 활동은 민주적인 거버넌스 및 인권 존중에 

대한 기여를 통해 깊게 뿌리내린 보편적 가치의 공유 

및 전승과 같이 평화와 안보의 필요를 이끌어 내는 요

인들의 출현을 증진시키며, 창조적이고 경제적인 발

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집단정체성과 자존

감을 강화한다. 분쟁 후 상황에서의 보호활동은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들을 재건 계획과 공동의 기억으로 

끌어 모은다. 이러한 활동들은 살아있는 유산의 관습 

저변에서 문화 간 대화와 문화다양성 존중을 통해 화

해를 증진하며, 따라서 사회 내에서 평화와 안보를 회

복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이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된
지식과 실천들은 자연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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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가치관, 규범과 규율은 사회, 공동체 및 집단 

마다 다양하다. 모든 무형 문화유산의 표현들은 특정 

공동체의 성집단 간, 또는 성집단 내의 성 역할 및 관계

에 관한 지식과 규범을 담고 있으며, 이를 후대에 전승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무형문화유산은 성 역할과 정

체성을 형성하고 이를 전승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맥락

이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과 성 정체성의 형성은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성 정체성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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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식생활은 많은 공동체에서 여성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영역이다. 이러한 관

습의 중심에는 모녀 사이의 사회적인 관계

가 있다. 딸은 어머니가 일을 하는 것을 관찰

하고, 학습하며 동참한다. 점진적이고 반복

적으로 이러한 특정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것

이 해당 공동체 내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낙타는 오만 베두인(Bedouin)족의 전통적인 활동과 축제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낙타 사육과 관련된 공예에 있 

어서, 남성과 여성은 필요한 장비와 부대용품을 생산하는 데 각자가 역할을 한다. 여성들은 대부분의 직조품을 만들고, 

남성들은 목각과 은세공을 한다. 비슷한 노동 분업은 크로아티아의 흐르바츠코 자고레(Hrvatsko Zagorje) 지역 마을 주 

민들의 아동용 목재 장난감 제작 기술 전통에서도 관찰된다. 그들은 세대를 거쳐 가족내에서 전승된 기술을 사용한다. 남 

성들은 부드러운 버드나무, 라임나무, 너도밤나무, 단풍나무를 모아 말리고 자른 뒤 전통 도구를 사용하여 장난감으로 조

각한다. 그 후 여성들이 그 장난감들에 ‘상상력’을 발휘하여 즉흥적으로 꽃이나 기하학적 무늬 등을 그려 장식한다.

무형문화유산의 특정한 표현방식에 대한 접근과 참여 

역시 성별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전통 공예는 종

종 상호보완적이며 성 역할이 반영된 분업에 기반을 

둔다.

반면에 사회적 관습, 축제 및 공연예술은 관련 공동체

가 가진 성 역할 및 불평등에 관한 문제점과 사회적 편

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카니발전통과 공연에서 사람들은 성 역할을 바꾸거나 

심지어는 이를 초월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

동체는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성찰을 촉진

하며, 때로는 성 규범에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은 성과 관련한 가치와 규범의 생성 및 

보급, 변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관습이 변

하는 계기는 특정한 위협에 대한 해결을 찾는 것과 같

이 실용적일 수 있다. 또한 평등한 기회를 증진하기 위

해 원칙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다. 성 규범은 무형문화

유산의 전승에 영향을 미치고, 무형문화유산은 성 규

범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성 규범과 무형문화유

산 간에는 상호관계가 성립한다.

성 역할과 관계의 변화

인간은 일반적으로 유년기부터 성 역할에 동화하며 

학습한다. 그러나 성 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무형

문화유산과 마찬가지로, 성 역할은 끊임없이 변화하

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한다. 공동체들은 시간이 지남

에 따라 그들의 성 역할과 규범을 ‘협상’하며, 과거 특

정 성별의 독점적 영역 형태로서 한쪽 성에만 국한됐

던 전통들도 해당 공동체에 의해 다른 성 집단을 포함

하도록 개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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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차우반(Chau Van) 샤먼들의 노래 의

식에서는 전통적인 남성의 역할 및 복장, 행

동들이 여성의 것으로, 여성의 것이 남성의 

것으로 바뀌어져 행해진다. 마찬가지로 가

부키(Kabuki)는 일본의 고전 연극의 한 형태

로, 여성의 역할에 특화된 남성 배우들은 ‘온

나가타(onnagata)’라고 불린다. 다른 두 가지 

주요 역할 유형으로는 거친 스타일의 ‘아라

고토(aragoto)’와 부드러운 스타일의 ‘와고

토(wagoto)’가 있다. 이 역할들의 특징은 성

별의 모호성과 성 역할의 변환 가능성이며, 

이들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두 가지 성별 체

계에 문제를 제기한다. 가부키 연극은 역사

적 사건과 감정의 교류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갈등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가부키는 일본 

전통극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

© Umemura Yutaka

성 관련 변화의 또 다른 요인은 협상과정에서의 실

질적 참여와 영향력을 누가 갖는 지에 관한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보호에 관한 정책결정은 외

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별 관

계와 권력 관계라는 더 큰 체제 안에 내포된 것이다. 

이러한 규범과 관계들은 행동과 관계, 협상 과정을 

좌우한다. 이들은 종종 더 많은 참여와 권력 관계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공동체 내부에서 이의제기를 

받게 된다.

치아티스타(Tsiattista)는 한 명의 음송시인이 

즉흥적인 재기 넘치는 시구로 상대를 뛰어넘

기를 시도하는 사이프러스의 ‘시 음송대결’

의 한 형태이다. 치아티스타는 오랫동안 결혼

식 피로연, 축제, 기타 공공행사 등에서 인기

가 높았으며, 관객들은 열광하며 시인들의 대

결을 응원한다. 전통적으로 오직 남성만이 그

들의 시를 구전 전승하였지만, 최근에 일부 

여성들도 연행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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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모든 계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는 이란의 가장 오래된 연희극 형태인

나칼리(Naqqali) 전승에 있어서도 성

역할은 변화해왔다. 오늘날 여성 나칼

(Naqqals, 서사시인)은 혼성 관객 앞에

서 공연을 하는데, 이는 보통 여성 공연

가가 여성 관객을 위해서만 공연하는  

이란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까지

도 나칼은 민간설화와 민족 서사시 및 

이란의 문화적 전통의 가장 중요한 수

호자로 여겨지며 특별한 사회적 지위가 

주어졌는데, 이제 여성도 이 역할을 맡

을 수 있게 되었다.

성 개념의 다양성

무형문화유산이 공동체마다 다른 것처럼, 성 개념도 

마찬가지로 다양할 수 있다. 성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하나의 이해는 없다. 더욱이 성 역

할과 가치들은 공동체 관점에서 분석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북미지역의 몇몇 토착부족 집단은 트렌스

젠더와 두 개의 영혼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여 성별

을 일곱 개까지 인정한다.

몇몇 유럽 또는 아시아 대륙 내 사회에서는 세 개 이

상의 성을 인정한다. 때때로 나이와 성은 긴밀히 연결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어린이의 행동과 관련한 성 규

범은 청소년이나 어른에게 적용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 성 역할과 가치가 한 사회 내에서 진화하기 때

문에 이 같은 변화는 무형문화유산의 실천과 표현에

서 역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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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성별 관계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무형문

화유산의 관습을 통해 성차별을 극복하고 성평등으

로 나아가는 기회들이 형성되고 있다. 평등과 비차별

은 핵심적인 인권 원칙들이다. 성평등과 무형문화유

산에 대해 생각할 때, 인권적 관점은 성 역할 간의 차

이가 아니라 이들이 관련된 사람들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부정하는 지에 집중한다. 유엔여성차별철

폐협약에서는 남성과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부여되

기도 하는 성에 대한 전통적인 문화적 태도와 관습 그 

자체를 도전과제로 보지 않는다. 그보다는 전통이나 

관습에서 초래된 고정관념적인 성 역할을 여성에게 

적용해서 권리를 빼앗거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부정

적인 영향력을 문제로 삼는다.

비차별의 관점에서 차별과 복종을 포함하거나 심지

어 조장할 수 있는 전통적인 문화적 관습을 ‘보존’하

려는 측면의 주장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그와 같은 관습으로 

인해 소외되거나 영향력을 뺏길 수 있는 이들의 권리

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어떤 관습들은 인권적 관

점에서 명백하게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지만, 그 외

의 많은 관습들은 개인에 대한 위해의 정도를 규명하

는 것이 극도로 복잡하고 모호한 영역에 놓여있다.

이것은 또한 누가 그리고 언제 이러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에 관한 어려운 문제도 제기한다. 비차별 원칙

을 지키고 공동체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외

층 및 성차별 집단과 함께 관련된 모든 구성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사회집단

들은 이와 같은 차별적인 전통관습을 스스로 지지 

하거나 심지어는 부추기게 될지도 모른다. 이 같은 

성평등

현상은 종종 관습이 사회에 지닌 기능과 연관돼 있

다. 또한 이는 성 역학(dynamics)에 대한 이해와도 

결부돼 있다. 어떤 관습의 한 측면이 그 자체로는 인

권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중요한 사회

적 기능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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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의 여성 조직인 케냐여성개발협회는 통과의례에 여성할례가 포함된 공동체들과 함께 그러한 의례의 긍정적인  

사회문화적 요소를 지키면서도 대안적인 통과의례 개발을 고안해왔다. 이 여성단체는 그러한 전통을 바꿀지, 또 어떻

게 바꿀지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어머니들, 소녀들, 아버지들 및 공동체 지도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전통적인 성년의

식의 모든 측면 - 격리, 정보공유 및 축하 등 - 을 고려하되 생식기의 절제가 없는 대안의례를 마련해냈다. 이는 은타니라  

나무감보(Ntanira Na Mugambo), 즉 ‘대화할례식’이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케냐의 메루(Meru) 지역에서 처음 이러한 대안의

례가 시도되었을 때, 30명의 소녀들이 속한 열 두 가구만이 이 의식에 참여하였다. 공동체 내의 많은 이들이 회의적이었고, 

그러한 대안적 전통은 바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해당 의례는 대단한 관심을 끌었고, 이후 케냐여성개발협

회는 개인과 단체로부터 열렬한 문의를 받기 시작했다. 1년 이내에 메루지역 내 11개 장소에서 200가구가 이 대안적 통과의

례에 참여하게 되었다.1

무형문화유산에서 성차별을 논할 때, 단지 하나의 성 집

단이 해당 관습을 연행한다는 이유에서 이를 차별로 단정

하는 단순한 생각을 방지하기 위해 고도의 조심성이 요구

된다. 상당히 많은 사회·문화적 관습들이 나이, 성별 및 

여타 기준으로 분리돼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따

라서 이러한 사실 자체가 차별의 표식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공동체들은 사회적 관습, 의례, 노하우, 구전전통 

등 그들의 무형문화유산이 실제로 차별적인지 아닌지를 

성 기반 분석(gender based analysis)을 통해서만 알 수 있

을 것이다. 더욱이 성별 분리가 차별적 양상인가를 규명

해야할 필요는 없다. 

인권에 대한 서약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하 협약)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협약에서는 국제인권 규

약에 부합하는 무형문화유산만 이 협약 내에서 고려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2조 1항).

1. 

1.   Maendeleo Ya Wanawake Organization. 2002. Evaluating Efforts to Eliminate the Practice of Female Genital Mutilation. Raising Awareness and Changing Harmful Norms in Kenya, Washington 
DC: PATH.

성별 관계와 무형문화유산 사이의 밀접한 관계 

에 대한 이해는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

어줄 수 있다. 보호에 있어 공동체의 중심적 역할에 

대한 강조는 이러한 면에서 중요한 기회가 된다. 공동

체와 집단은 동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별에 따

른 충분한 고려를 하면서 이해관계자의 다양성 및 특

정한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이들의 역할을 규정하

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적인 보호를 위

한 새로운 가능성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개발되지 

않은 채로 남을 위험이 있다.

성평등과 무형문화유산은 실행, 연행, 전승 등을 통해 

복잡하고 상호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보호 조치들

은 성별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공동체와 개별 구성원 

또는 하위 집단의 지위와 인식을 강화하거나 약화시

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협약은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많은 보호 조치들을 

요구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조치는 무형문화유

산의 확정과 목록화, 제도적, 정책적, 법적 체제의 확

립, 보호 계획, 조사 및 인식제고와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당사국들은 보호를 위

한 국제 원조의 요청, 협약 목록의 등재 신청, 무형문

화유산 보호 모범사례 제안 등을 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성평등

협약의 이행에 있어 한 가지 중요한 이슈는 무형 

문화유산의 (재)창조 및 보호에 있어 여성의 기여

가 가시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소외계층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국가 혹은 국제적 차원에서 그

들의 기여는 거의 인식되고 있지 않다.2 때때로 소외

된 성 집단의 무형문화유산이 연행되는 공간은 사

회가 그들에게 허락한 유일한 공간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무형문화유산 확정에 있어 성 

편견은 특정한 성 집단의 유산이 등한시 될 위험을 

수반한다.

확정과 성평등

호주의 토착여성이 설립하고 이끈 구술사 프로젝트인 ‘와니

(Waanyi)족 여성사 프로젝트’는 그들과 관련된 유산을 인식하고  

유산에 대한 확정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성 편향 및 기타 편견들

을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여성들은 해당 유산에 대한 자신들

의 우려사항들이 정부 계획에서 충분한 관심이나 정당성을 얻지  

못해 왔다고 여겼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산의 미래를 위한 협상과

정에 그들의 목소리를 낼 전략을 발전시켰고, 인정을 받는 데 성공 

하였다.3

2 .   3 .  

2. Document ITH/13/8COM/INF.5.c.
3.   Smith, L., Morgan, A. and van der Meer, A. 2003. Community-driven Research in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The Waanyi Women’s History Project.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Vol. 9,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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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작성과 성평등

마찬가지로, 무형문화유산의 목록화와 관련 연구 및 

기록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여성과 소외된 집단의 

기여가 드러나지 않게 하거나 이를 잘못 전하게 될 위

험이 있다. 협약에 따르면, 무형문화유산의 목록화는 

관련된 공동체의 충분한 참여 아래 착수되어야만 한

다. 따라서 공동체 기반 목록작성을 위한 훈련 및 지

원을 할 때는 그러한 참여가 성별 문제의 측면에서도 

해당 공동체를 대표하는지, 또 어느 정도까지 대표하

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 

넓은 범위의 무형문화유산이 확정되고, 전승과 보호

에 있어 특정한 성에 기반을 둔 상황들이 보다 가시화 

될 수 있다.

보호 계획과 성평등

무형문화유산을 위한 보호 계획의 수립은 특정 무

형문화유산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단

계이다. 공동체들은 특정한 관습의 중요성과 의

미, 노출된 위험과 위협,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과 행동 및 관련된 인적, 재정적 자원 등에 관해 숙

려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공동체 모든 구성원

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연령 및 성

별 집단의 목소리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공동체 

스스로가 성별 및 성 역할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

고 있는지, 해당 유산과는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 당국, 시민사회단체, 학술

기관 및 연구단체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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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성 인지적 관점을 도입하는 방법을 마련하는데 그

들의 견해와 방법론적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핵심은 

서로 다르게 역할하는 공동체 안밖의 이해관계자들

이 다양한 성 역할과 성별에 기초한 조치들을 포함한 

사항들을 인식하고 이 같은 내용이 무형문화유산 보

호 계획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책 개발과 성평등

무형문화유산 정책이 성과 무형문화유산 간의 상

호관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 보호를 위한 정책

결정도 관계된 모든 성 집단을 포함하는 다양한 목

소리들의 참여를 보장해야만 한다. 이를 단지 소

수의 공동체 구성원, 외부 전문가, 또는 정부기관

에 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정책결정은 따라서 무

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 2003 협약 제2조

1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성평등을 포함하는 인권

원칙, 지속가능한 발전 및 상호존중을 조성하기 위

한 방법들을 증진시키며, 인식제고를 위한 행동이 

어떤 형태의 정치적, 사회적, 민족적, 종교적, 언어

적, 성적 차별의 형태도 정당화시키는 데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야만 한다(운영지침102). 유

엔여성차별철폐협약 및 협약의 선택의정서4와 같

이 성평등과 관계 있는 국제규약들은 훌륭한 참조 

사항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정책 업무가 포용적이

고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국가 영토 내에 존재하는 

성 관련 관습들의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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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its Optional Protocol, see: http://www.ohchr.org/EN/HRBodies/ CEDAW/Pages/CEDAWIndex.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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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와 성평등

지난 십여 년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의 등재와 관련된 논의와 결정에 있어서도 성평등 문

제에 대한 언급이 지속되어 왔다. 몇몇 등재 후보목록 

신청서에 성 역할에 대한 묘사가 포함된 적이 있었지

만, 자문기구는 등재 신청서에 성평등에 관한 언급이 

불충분한 것에 대한 염려를 표해 왔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당사국들로 하여금 성평등 문제에 주목하고,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 역할의 다양

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것을 권장해 왔다.5

성평등과 무형문화유산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효과

적인 보호를 위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 보

호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 줄 수 있으며, 성평등을 

향한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보호

에 있어 성평등 문제의 주류화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 의무인 것이다.

성평등 문제의 주요 의제화

협약에서 성평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협약의 주요 주체들은 성평등 문제에 점점 더 

큰 관심을 보여 왔으며, 당사국에게 등재된 종목의 상

태에 대해 보고를 할 때 성 역할에 대한 특별한 주의

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여 왔다.6 이러한 요청에 따라, 

현재 협약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및 당사국의 회

기보고서와 관련된 모든 양식과 지침에서 성평등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협약의 운영지침 역시 

이에 따라 수정되었다. 또한 협약 이행을 위한 유네스

코 국제 역량강화 프로그램 역시 보호를 위한 성인지

적 접근에 대한 훈련과 정책 자문을 포함하고 있다.

이집트여성위원회는 비정부기구인 이집트

민속전통학회에 이집트 북부지역의 자수 공

예인 탈리(the Art of Tally)의 기록 및 해당 

예술의 보호를 위한 여성들의 훈련을 위탁하

였다. 첫 훈련에 300명이 넘는 여성들이 참

석하였으며, 이어 두 번째 훈련도 열리게 되

었다. 이러한 훈련에 대한 여성들의 높은 관

심은 그들에게 중요하지만 심각한 위협에 처

해 있었던 해당 무형문화유산에 새로운 생명

력을 불어넣게 되었다.

5.  6. 

5. Document ITH/13/8COM/7.
6. Decision 9.COM 13.a in Document ITH/14/9COM/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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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

Safeguarding Activities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10



강제 이주와 무장 충돌, 환경 악화에도 불구

하고 콜롬비아에서는 해마다 700개 이상의 

전통 축제와 카니발이 열리고, 약 67개의 언

어와 지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콜롬

비아는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무형문화유산

이 가장 풍부한 나라로 꼽힌다. 이러한 다양

성은 83개 이상의 토착민 집단과 수많은 아

프리카계 공동체로 이루어진 콜롬비아의 인

구 구성을 고려하면 그다지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이 창의성

과 관용 그리고 평화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

을 고려해 2002년 공동체, 자원봉사 단체, 학

술기관, 정부기관 등에 콜롬비아 무형유산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전국적인 캠

페인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이 여러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무형유산위원회(Intangible Heritage Commi- 

ttee, 2004) 설립 - 콜롬비아 문화부의 자문기

구로 정책 수립과 국가 무형문화유산 목록의

등재 기준 설정을 지원함.

전국 및 지역 채널을 통해 세 개의 TV 프로그 

램을 방영하고 약 200개의 상업 및 공동체 라

디오 방송국에 40개의 홍보 메시지를 내보내

도록 함. 또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세요’라는 주제로 가

시성을 높이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특히 콜

롬비아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국의 문화다양

성 보호가 갖는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기여함.

공동체, 문화기관, 토착민 집단, 교육 및 커뮤니

케이션 전문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 조

치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지역 세미나

를 5회 개최함.

메델린(Medellin)에서 제1회 국가 무형문화유

산 만남의 날(National Encounter) 개최(2005

년 9월). 이로써 전국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정치 분야 의사결정자들이 협약의 비준을 지

지하도록 촉구함.

콜롬비아 최초의 무형문화유산목록(RIPIC) 수

집 방법에 관한 교육자료와 지침서를 발간하

고 기존 국가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목록 시범사업(예를 들

어 그란 막달레나 지역의 전통음악과 무용)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함.

정부와 다른 공식기구에 인식 제고 메시지와 

그 밖의 관련 정보(링크, 참고문헌, 목록 정보)

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개발함.

살아있는 유산의 진흥을 위한

3개년 캠페인 콜롬비아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일반 대중과 이해관계자들이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참여하

고, 정책결정자들과 선출직 공무원이 이 같은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훌륭하게 달성되었다.

바랑키야 카니발 (콜롬비아)

전통 다성음악의 세대간 전승 활성화
조지아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선율로 이루어진 다

성 합창은 쟁기질에서부터 병을 치료하는

일, 그리고 축제를 기념하는 일에 이르기까

지 조지아의 일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핵

심이 되는 전통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주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전수되어 온 이 전통

은 조지아가 1990년대 초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승에 위협 받고 있다. 이로 인 

해 실연자 네트워크가 약화되었고 현장 연

구와 기록 활동이 제약을 받았다. 젊은 세대

로 전해지는 전통 교육 역시 시골이 도시로 

변모하고 교육자료가 부족해지면서 크게 감

소하고 있다.

전통적인 다성 합창의 전승을 지원하기 위

한 프로젝트가 유네스코의 지원으로 시작되

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기록과 연

구 활동 외에 비정규 교육을 통해 노래 기법

과 전통을 세대 간에 전수하는 것이다. 전통

에 대한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

곱 개의 청소년 민요센터가 세워졌고, 지방 

정부는 무료로 센터 부지를 제공했다. 각 센

터에는 10~15명의 젊은 학생들이 경험이 풍

부한 교사로부터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 

학생들의 훈련을 돕기 위해 국제 조지아 민 

요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Georgian Folk 

Center)에서 교수 자료, 오디오 카세트, CD,

악보를 제공했고, 교수법과 비디오 녹화장비, 

비디오 프로젝터, 오버 헤드 프로젝터, DVD, 

소형 녹음기 등의 장비 사용법에 대한 세미나

를 열었다.

이 청소년 민요센터에서 약 100명의 청년들

이 지역의 노래를 훌륭하게 습득해 나간 덕

분에 서서히 사라져가던 세대간 노래 전승

을 부활시킬 수 있었다. 센터 중 네 군데는 지

역 후원 덕분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사라

질 위험에 처한 조지아의 요들송(크리만출리,  

krimanchulli) 전통이 국제 조지아 민요센

터와 조지아 총교구(Georgian Patriarchate) 

의 재정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다. 학생들 대

부분은 다성음악을 가르치거나,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고 다양한 축제나 무대에서 지역 

전승 노래를 부르는 작은 협주단을 만들어 운

영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또 다른 성과로

는 조지아의 전통 다성음악을 국정 교육과정

에 포함시켜 센터의 졸업생들이 가르칠 수 있

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해당 전통과 전체 무형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일에 대한 인식이 높아

졌다.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의 창의적인 파트너십과 협력에 힘입어 성공

했고 다른 유산 관련 활동의 모범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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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다성합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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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메가 무형문화유산

야외 포럼과 분쟁 해결 케냐

서부 케냐는 케냐에서 두 번째로 큰 민족·언

어 집단인 루햐(Luhya)족 공동체의 고향이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루햐 공동체들은 내부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루오(Luo) 그리고 칼렌

진(Kalenjin) 등 이웃 종족들과, 테소(Teso), 사

바오트(Sabaot), 사미아(Samia) 공동체 등 우

간다 국경 지대에 사는 이들과 평화롭게 공존

해 왔다. ‘평화의 땅’으로 불리는 이 지역이 분

쟁을 겪지 않았던 이유는 루햐(Luhya)족과 그 

이웃 민족들이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한 

전통적 기제와 문화적 관습 덕분이다.

그러나 최근 케냐는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

고, 이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 이은 위기 때

절정에 달았다. 이 소요사태는 천 여명의 인

명 피해를 가져 왔고 내부적으로 350,000명

의 케냐인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되었다. 

서부의 주요 도시들은 약탈과 건물의 파괴에 

노출되었고, 인구의 일부는 삶의 터전을 떠

나야만 했다.

2008년 초 연립정부의 수립과 함께 상황은 진

정되었으나 상당수 루햐(Luhya)인들 사이에

서는 의심과 긴장의 분위기가 여전히 존재하

고 있었다. 이들 사이에 화해를 유도하기 위

해 케냐 문화부와 국립케냐 박물관, 유네스

코는 서부 케냐의 여러 공동체와 협력하여 분

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조력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유산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야외 포 

럼(Open-air Forum)을 카카메가(Kakamega) 

에서 열었다.

이러한 노력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정

신에 따라 마련된 것이었다. 케냐는 2007년

10월 이 협약을 비준했다. 이 국제규약은 전

문에서 인류의 화합과 교류와 이해를 위한 요

소로서 무형문화유산이 지닌 가치있는 역할

을 인정하고 있다.

야외 포럼은 2008년 12월 9일 카카메가에서

열렸다. 추장과 대표들이 이끄는 25개 이상

의 공동체들이 이 행사에 참여했다. 약용 식

물, 전통적인 식생활(재료, 음식, 곡물 빻기), 

공예품 등을 선보이는 천막이 마련되어 평화

로운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각 집단은 야

외에서 큰 원을 이루어 춤과 노래, 그리고 짧

은 연극 등을 선보였다. 공연자들은 약 8,000

명에서 9,000명에 이르는 관객과 함께 시간

을 보냈다.

이 행사에는 문화국가유산부 장관과 웨스턴 

주 장관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더욱

이 마사이(Maasai, 인근 리프트융주에 살면

서 남쪽으로는 탄자니아 공화국까지 퍼져 있

는 유목 집단)족과 테사(Tessa, 케냐-우간다 

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공동체를 대표함)족이 

증인과 중개자로 이 포럼에 초청받았다. 칼

렌진과 루오 민족 ― 루햐족의 바로 인근 부

족 ― 또한 포럼에 참석했다.

분쟁 해결이나 평화와 관련된 많은 상징들

이 관찰됐다. 예컨데, 옷이나 장식품 같은 선

물을 교환하거나 이 지역에서 빚은 술(부사, 

Busaa)을 긴 빨대를 이용해 나눠 마시고 다른

집단을 인정한다는 뜻에서 인사하고 이름을

부르는 행동, 음식과 음료를 나누고 평화의

나무(murember 혹은 milembe)의 의미를 되

새기거나 모두가 아는 노래 부르기 등이 이

에 해당한다. 이 행사 기간 동안 문화부는 여

러 공동체 내부와 공동체 간 협의체의 구성

을 도왔다. 이 야외 포럼은 많은 사람들 사이

에 화해의 과정을 만들기 위한 자연스럽고 축

제적인 방식으로 여겨졌다. 종족 대표 중 어

떤 이는 포럼 기간 동안 엘곤(Elgon) 산과 분

고마(Bungoma)의 지역 가축 시장 ― 총선 이

후 폭력 사태 때문에 잠정 폐쇄된 상태였다

― 이 다시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관

련 공동체가 화해의 분위기로 나아가는 모습

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야외 포럼은 또한 일반인들에게 웨스턴 주에

서 진행 중인 무형문화유산 목록 작성 과정

을 알리는 기회이기도 했다. 44명의 민족 대

표와 실무자 등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무형문화유산을 확정

했다. 지금까지 확정된 것들로는 입사의례,  

출생, 결혼, 죽음, 음식과 음식준비, 음료, 공

연 예술, 건축, 약용식물과 약수, 구전 전통 및 

언어 등과 관련된 관습이나 의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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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구전 시 교육을 통한 문해 프로그램
예멘

농촌 여성의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은 예멘 정부의 큰 관심사이다. 이를 위해 예

멘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문해 수업이 마련 

되어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지만 결 

과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

를 조사한 결과, 가르치는 내용이 여성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크게 관련이 없어 수업에 흥

미를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 

을 위한 도구로서 문해를 증진한 이러한 수업

은 전통적인 목축이나 어획 활동보다는 근대

경제체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막을 내리게 되

었다. 수업에 참여한 여성들은 농업에 대한 

그들의 지식이나 기술이 자주 무시되는 현실

때문에 좌절하였다.

읽고 쓰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해 프로그램은 구술 혹은 구전 시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이렇게 새로운 프

로그램인 ‘시를 통한 문해(Literacy through 

Poetry)’가 만들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예멘

사회에서 구술 시가 수행해 온 뚜렷한 역할에

영감을 받았다. 예멘 사람들은 깊은 감정과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짧은 시와 속담을 사 

용한다. 예를 들어, 예멘 여성들은 집안 일이

나 들일을 하면서 노래를 만들어 부른다. 이 

프로그램은 먼저 여성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

는 문제들을 논의하도록 한다. 여성들은 시 

와 속담을 만들고 이것을 큰 종이에 적어 벽

에 붙인다. 이처럼 여성들의 목소리는 글로 

옮겨져 여성들이 문자를 이해하고 배우도록 

하기 때문에 결국 문해로 이어진다. 또한 타

이핑한 글을 여성들에게 전해 자신의 글을 읽

을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은 배우는 사람에

따라 교재가 다르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다. 

프로그램 마지막에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여

러 글 모음집을 받았다.

시범사업의 결과는 놀라웠다. 중간 탈락하는

비율이 낮아졌고 성공률은 크게 향상되었다. 

학습자의 72%는 1단계, 63%는 2단계에서 성

공적으로 읽고 쓸 수 있게 되었고, 그들 중 거

의 모두가 지속적으로 교육받기를 원했다. 

이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성과로는 가족 구성

원들이 여성을 존중하게 만들고 더 많은 공

동체들이 성인 여성들의 교육에 관심을 갖게

한 것이다. 여성 학습자들은 총선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시를 

짓고, 어떤 여성들은 새로운 장르의 시를 만

들었다. 여성의 전통 노래와 이야기에 대한

가치를 감소시키는 새로운 미디어와 신보수

주의적 접근 방식 때문에 여성에 의해 구전

되는 시 전통이 위협받고 있던 상황에서 프

로그램의 성공은 특히 의미가 깊었다.

‘시를 통한 문해’는 구전 전통과 표현이 학습자,

특히 성인 여성들의 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한 사례이다. 이는 반대로 사라질 위험에 처

한 구전 전통을 자극하고 가치를 더하는 결

과도 가져왔다는 뜻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najwaadra.net/

literacy.html 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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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관광을 통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토고 

세계유산지역 코타마코의 바타마리바족 사례

토고 북동부에 위치한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인 코타마코(Koutammakou)는 베

냉과 접경지역으로, 이곳은 바타마리바족의 

삶의 터전이다. 흙으로 된 탑 모양의 집 타키

엔타(takyienta)는 여전히 활발하면서도 변화

를 겪고 있는 전통 주거 체제를 보여주는 주

목할 만한 사례로서 이곳의 의례와 전통, 표

현물들은 자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바타마리바족은 엄격한 전통 규칙에 따라 살

고 있다. 이 규칙은 입사의례(성인식 등)와 같

은 문화적 관습을 위한 특정 의식 공간, 우물, 

바위, 성스러운 숲 혹은 장소 등을 규정한다. 

타키엔타의 특정한 부분은 여러 의식에서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바타마리바족의 우주

관을 보여 주기도 한다.

코타마코가 2004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

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많은 관광객이 

코타마코를 찾기 시작하면서 바타마리바족

의 삶의 방식이 훼손되었다. 2007년 유네스

코는 바타마리바 공동체의 참여와 토고 문

화초중등교육부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 바타 

마리바의 언어인 리탐마리(Litammari) 등 무

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2개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 중 하나는 지역 전통을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진흥하는 것이

었다. 코타마코 각 마을마다 성지를 표시한

지도를 만들어 관광객들이 성지에 접근하

는 일이 없도록 했다. 입장료가 없는 타키엔

타 모형을 만들어 무료로 개방해 관광객들이 

바타마리바의 환경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했다. 

일부 바카마리바 사람은 훈련을 받아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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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가 되어 관광객에게 자신의 문화를 

설명한다.

관광객, 연구자, 바타마리바족에 관한 영상을 

촬영하려는 사람들은 이제 코타마코의 문화

규칙에 따른 행동 양식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문화적으로 적절한 행동에 관한 정 

보는 문화를 존중하는 관광에 도움이 되었고, 

관광객들에게도 바타마리바족의 풍부한 유 

형유산과 무형유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의 보호를 결합

한 방법은 코타마코의 문화경관을 보존하는

데 기여함은 물론, 바타마리바 공동체가 미 

래 세대에 전통 지식과 기술을 전승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타키엔타 앞에서 점을 치는

바타마리바(Batammariba)족

사람

탐록 인형극의 기록과 부활 베트남

베트남에는 베트남을 상징하는 수중 인형극

과 함께 이보다는 덜 유명하지만 여러 지역

의 다양한 전통 인형극들이 있다. 그 중 하나

가 하노이 북쪽 타이응우옌주 탐록마을 타이

(Tay) 민족의 막대 인형극이다. 적어도 다섯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이 인형극의 실연자

들은 베트남 민족박물관이 1997년 콜렉션을 

위해 인형을 수집하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공연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민족박물관의 

관심에 고무된 탐록마을 사람들은 당시 자신

들이 더 이상 공연을 하지 못하게 될까 걱정

했었다. 

박물관 학예사인 라콩이 씨는 그 자신이 타이

족 사람으로서 박물관 내 시청각부서에서 이 

전통을 민족지영화로 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 박물관은 포드재단 하노이 사무소의 재정 

지원을 받았고 박물관 직원들은 곧 비디오 기

록과 편집 훈련을 받았다. 제작팀은 1999년 

탐록에서 작업에 들어갔다.

당면한 걸림돌은 주민들이 1950년대 혁명의 

열기 속에서 인형극을 미신이라고 치부한 이

후 더 이상 인형극을 공연하지 않았다는 점

이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마을 사람들은

인형을 나무상자에 넣어 마을 어른의 집 서까

래에 보관해 왔다. 그런데 이 전통의 관리자

들은 인형의 영적 수호자가 쉽게 화를 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인형을 밖으로 끄집어 내려

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래서 특별

한 의식을 치른 후에야 상자를 열고 인형에

손을 댈 수 있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인형들은 마침내

밖으로 나와 생명을 찾게 되었다. 민족지 영

상에는 서술상의 절정부가 필요한데,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타이 인형극 공연을 하는 

것보다 더 매력적인 것이 있었을까? 주민들

은 열정적으로 공연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손자와 손녀에게 인형 

다루는 법과 고대의 대사를 가르쳤다. 이 공

연은 박물관의 기록사업을 위한 공연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박물관의 비디오 녹화작업

에 고무된 탐록 인형사들은 자신들의 고향과 

하노이 민족학박물관에서 몇 차례 더 공연

했다. 박물관의 전 관장인 응우옌 반 후이는 

“인형을 만들고 다루는 데 필요한 전통기술

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으며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유대가 강화되었다. 모든 것이 기록 프

로젝트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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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록 마을의 막대 인형

다루는 법을 배우는 마꽝총과

마꽝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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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기록물이 오늘날 가지는 가치
파푸아뉴기니

1990년대 말, 비엔나의 오스트리아과학원은 

파푸아뉴기니학연구소와 협력해 음성자료 

보관소(Phonogrammarchiv)의 파푸아뉴기니 

음성기록 콜렉션을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했

다. 2000년, 과학원은 음악, 이야기, 그 밖의 

언어자료 등이 망라된 다섯 장의 CD와 223 

쪽에 달하는 영어 번역본을 포함하여 원래의 

기록을 보여주는 CD 한 장을 만들었다. 여기

에는 수집가와 콜렉션의 중요성 대한 정보들

이 포함되었다.

오스트리아의 인류학자인 루돌프 푀흐

(Rudolf Pöch)는 1904년부터 1906년까지 

뉴 기니의 세 지역에서 자료를 기록했다. 또 

한 1907년 빌헬름 슈미트가 기록한 유럽의 

파푸아뉴기니 10대들에 대한 자료도 있고, 

1908~9년 이 나라에서 최초로 현장 기록을 

한 선교사 조세프 빈투이스(Josef Winthuis) 

가 이 나라에서 만든 것도 있다. CD 세트는  

파푸아뉴기니 여러 기관과 문화센터에 배포

되어 지역 신문과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 대 

중의 인식을 드높였다. 이때까지 어느 누구도 

이런 역사적인 기록물이 존재했는지 알지 못

했고, 이러한 자료에 대한 관심과 사용도 제

한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언어학자들과  

음악학자들은 기록물을 현재의 실연 상황과  

비교하면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는 

톡 피신(Tok Pisin) 혹은 뉴기니 피진(Pidgin)

어로 된 기록으로서, 이 두 언어가 현재 이 나

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구어(口語)라는 점

에서 중요하다.

기록 중 일부는 더 이상 행해지지 않는 의식 

노래를 기록하고 있다. 이 노래는 선교사들 

이 금지했거나 인근 집단의 의식으로 대체되 

어 전승이 중단된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오

늘날 파편화된 형태로만 기억되고 있다. 이

초창기 현지조사 기간에 촬영한 사진이 뒷받

침하는 이 기록물은 당시의 공연 상황을 보여

줌으로써 일부 전통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

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되고 있다.

노래를 부른 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

에 많은 공동체 구성원들은 오늘날에도 조상

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

역 공연단은 기록물을 마을의 연장자들이 자

신의 젊은 시절 공연을 기억해 내 이를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러

한 기록 사례와 같은 계기가 없으면 무형유

산의 부활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구 반대편에 보관된 과거의 기록은 오늘날

파푸아뉴기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기록으로 소실될 수도 있었을 전통을 되살 

렸고 조상의 전통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오

래 전 사라졌을지도 모를 이들의 목소리는 여

러 측면에서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불

어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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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음기에 노래를 녹음하고

있는 바이파 족 남성들. 루돌프

푀흐가 음반 번호 524 녹음

중에 촬영한 사진. 1905년 11

월 12일 케이프 넬슨

아프리카 뿔 지역 아파르족과

소말리아족의 보드게임 보호 아프리카

전통 보드게임은 오랫동안 아프리카의 뿔

(Horn of Africa) 지역 유목사회에서 중요한 

소일거리였다. 현재는 도시화와 세계화로 

인해 이 게임의 실연과 전승이 위험에 처해 

있다.

2007년 유네스코는 모든 연령 집단에서 이 

전통놀이를 부활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

작했다. 지부티의 연구센터는 다양한 지역에

서 프로젝트를 위한 현장 연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이 놀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선

수들을 인터뷰하고 게임의 관습, 기능, 역사

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이 연구를 활용해 

지역의 평화협회(Association Paix et Lait)는 

게임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담은 시

범도구를 만들었다.

2007년 12월, 문화를 담당하는 부처가 제1회 

전국 전통 보드게임 대회를 개최했다. 120명

의 선수들이 지역 예선을 거쳐 전국대회에 

참가했는데, 미디어가 이 대회를 광범위하게 

다루었다.

게임에 대한 열정이 고조되어 감에 따라 평

화협회는 앞서 언급한 시범도구 외에 지부티 

대학, 일부 고등학교, 그리고 이 나라 여러 

곳에서 워크숍을 몇 차례 주최했다. 이 자리 

에서 경험 많은 보드게임 선수들은 학생들

에게 전통놀이 방법을 가르쳤고 무형문화유

산을 실연하는 가치와 의미를 설명했다. 학

생들은 방과 후 과외 활동으로 게임을 즐겼

다.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사람들 

은 성과를 평가하였으며 아파르(Afar)족과 

소말리아족의 전통게임 보호를 위한 국가차

원의 전략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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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사업 출범식에서

선보인 전통게임 ‘리요 카 달리스

(Ri’yo Ka Dhalis)’시범 장면

아프리카의 뿔 지역 전통

게임에 사용되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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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누아투에서 돼지 엄니, 직조 매트, 줄무늬 

조개껍데기 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문화

적 가치를 지닌 물건이다. 이는 또한 지역경

제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도 지니

고 있으며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낸다.

2004년 바누아투문화원(Vanuatu Cultural 

Centre)은 공식화폐 대신 전통적 화폐를 바

탕으로 한 은행제도 강화 프로젝트를 시작 

했다.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은 바누아투 문

화원 현장 활동가들은 실제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동체 구성원들로서, 돼

지 울타리나 가시 철사를 제공 받았는데, 이

는 이들이 지역 경제 내에서 자신들의 존재

를 확고히 하고, 전통적 화폐를 지불수단으

로 사용해야 함을 의미했다.  이로써 전통적

으로 부를 상징하는 물건을 계속 생산할 수 

있었고, 수입 창출을 도모하고 전통적인 바

누아투의 가치와 관습의 부활을 꾀했다.

현장조사에서 전통적인 은행제도에 적합한 

공동체가 확인됐다. 또한, 다양한 전통적 형

태의 부를 생산하고 은행 거래를 증진하기 위

한 전략이 마련되었다. 전통적인 경제활동이 

지닌 기능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

해 국가적인 캠페인이 조직되기도 하였다. 

바누아투 정부는 2007년을 전통경제의 해

(Year of the Traditional Economy)로 선포했

다. 이는 전통경제와 정부정책 안에서 관련

지식과 실천의 보호를 강화했다. 이 프로젝

트는 지역공동체의 수장과 정부 대표가 참여

함으로써 성공을 거두었다. 바누아투문화원

은 이 독특한 현장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바

누아투에서 가장 광범위한 네트워크 ― 와 

태평양에서 가장 효과적인 풀뿌리 문화 네트

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국

가 전역에 확산시켰다.

전통 화폐 은행 바누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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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오순절 섬에서 돼지 엄

니와 조개목걸이를 걸고 있는

말파투마우리 전국 지도자 협

의회 의장 폴 타이 후벤후벤

2006년 11월 18일 포트 빌

라에서 바누아투 정부가 2007

년을 전통 경제의 해로 선언한

것을 기리는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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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유산의 기록 작업 헝가리

동유럽국가 기록 보관소에는 100여 년 이상 

이어진 연구와 기록을 통해 축적된 엄청난 양

의 전통음악과 관련한 음성 녹음, 사진, 시청

각 및 문서 기록이 보관되어 있다. 유네스코

가 제정한 2003년 협약은 전통적인 역할을 넘

어 이 자료들이 연구와 교육 분야에서 새롭

게 활용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기록 보

관소의 자료는 관련 공동체에서 음악과 무용 

전통을 더욱 강화하고 부활시키는 데 이용되

고 있다.

헝가리과학원 음악연구소는 유럽의 협력 학

술기관들과 함께 일반 대중들이 이러한 음악 

및 무용 데이터베이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상에서 ‘오픈 음악자료’

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미 이 연구

소 웹사이트(www.zti.hu)의 일부인 바르

톡 시스템은 벨라 바르톡(Béla Bartók), 졸

탄 코달리(ZoltánKodály) 그리고 이들의 

협력자들과 계승자들이 1896년에서 1940

년 사이에 수집한 14,000건 이상의 전통 

노래와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 음

악자료 목록 데이터베이스는 195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바이닐 음반(vinyl records), 

마그네토폰(Magnetophone), 그리고  

그 밖의 매체에서 발표된 6,000개 의 전통 

 

노래와 멜로디를 보유하고 있다.

맵핑 툴(mapping tool)이 데이터베이스 검색

엔진에 통합되어 공동체가 자기 지역의 음악

표현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사이트 방

문자는 모든 음악 표현물을 듣거나 내려 받

을 수 있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찾는 방

문자 수가 점점 늘고 있으며, 이 데이터베이

스는 교육과정이나 문화 프로그램에 보다 초

창기의 음악 기록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

보답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은 오늘날의 표현

으로 된 새로운 기록물을 제공해 주고 있다.

죠르지 마르틴(György Martin)

이 헝가리에서 어느 집시 여

인이 부르는 민요를 녹음하고

있다.

아나톨리아 주룩(Jürük, Anatolia)

에서 민속 음악을 수집하

고 있는 벨라 바르톡

민속음악을 녹취하고 있는

벨라 바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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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courtesy of Laszlo Felföldi, Institute for Musicology of the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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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콜로 무용 전통 도미니카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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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 산 페드

로 데 마코리스에서 열린 제1

회 코콜로 문화 축제

코콜로 무용 전통은 19세기 중반 도미니카 공

화국에 온 카리브해 지역 영어권 이민 노동자

들 사이에서 처음 생겨났다. 이 공동체는 독

특한 문화와 언어를 보유하였으며, 자신들의

교회, 학교, 자선 단체, 상호부조 시설을 설립

했다. 이들의 무용극 공연은 가장 독특한 문

화적 표현 양식 중의 하나였다. 음악과 무용

을 결합한 이 전통은 형식상 아프리카에 기원

을 두면서 유럽 전통에서 비롯된 요소들을 추

가했다.

코콜로 연극 공연은 성탄절, 성 베드로축일,

카니발 때 행해진다. 공연단은 다양한 문화의 

주제와 공연을 엮는데 크리스마스 송가, 가장

무도회, ‘다윗과 골리앗’, ‘모코-욤비 (Moko-

Yombi)’ 혹은 ‘카우보이와 인디언’ 등 잘 알려

진 이야기나 주제를 각색해 무대에 올리기도 

한다.

오늘날 코콜로의 후손은 도미니카 사회에 정

착해서 이 나라 전역에서 살고 있다. 노인들

은 아직도 카리브식 영어를 사용하지만 코콜

로 사회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스페인어를 사

용한다. 이로 인해 코콜로 무용극 전통은 위

험에 처하게 되었다. 노인들로 구성된 하나

의 극단만이 젊은 세대에게 적극적으로 전통

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유네스

코는 공동체 구성원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 이

전통을 부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통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재

정 지원을 늘림으로써 전통을 유지하는 데 필

요한 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프로젝트의 주요 특징은 2007년 12월 산 페

드로 데 마르코리스에서 코콜로 역사 200주

년을 맞아 열린 축제였다. 코콜로의 전통 노

래인 ‘안녕하세요, 와바베리(Good Morning

Wavaberry)’의 제목을 딴 이 축제에서 코콜

로가 도미니카 문화에 끼친 영향이 강조되 

었다. 또한 이 축제에서 코콜로 공동체가 자

신의 문화적 표현물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고 국내에서 인식을 제

고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 다른 중요한 조

치는 코콜로 공동체의 법적 등록이었다. 이

로써 장기적으로 도미니카 사회에서 전통 전

승자들의 공식적인 지위가 보장되고 인정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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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쉬마콤(Shashmaqom)은 중앙아시아의 

고전음악 전통이다. 이 도시적 음악 전통은  

오늘날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해 

당하는 지역의 도시에서 10세기 이상 변  

천을 거듭했고, 부하라와 사마르칸트와 

같은 도시들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샤쉬마콤’이라는 단어는 ‘여섯 개의 마콤 

(maqom)’을 의미하고, ‘마콤’은 기악과 성악 

을 결합한 모음곡을 뜻한다. 류트(lute), 바이 

올린, 틀북(frame-drum), 플루트 등이 노래의 

반주를 맡는다.

샤쉬마콤 연주를 위해서는 스승이 제자에게 

전하는 구전 교습을 바탕으로 한 특별 훈련이 

필요하다. 표준적인 악보표기법(notation)은 

기본적인 것만을 기록하기 때문이다. 1970년

대 이후 수 많은 샤쉬마콤 연주자들이 외국으

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타지키스탄과 우즈베

키스탄은 1991년 독립한 이후 샤쉬마콤 보호 

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으나 소수의 보유 

자 몇 사람만이 남아서 전통 양식을 유지하고 

있다.

2005년 유네스코는 훈련 프로그램, 숙련 과

정, 전통 악기 제작, 목록 작성, 자료 지원, 연 

구 및 음성 기록물 발간 등을 포함한 2개년 보

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6년 11월 타지

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공동 주최한 국제

샤쉬마콤 연주자 축제(International Festival 

of Shashmaqom Performers)가 개최되었다. 

이 축제는 타지키스탄의 수도인 두샨베 

(Dushanbe)에서 열렸다. 타지키스탄과 우즈 

베키스탄 예술가의 공동 연주는 이 행사를 문 

화 간 대화와 상호 이해를 기리는 자리로 만

들었다. 이 행사는 여러 미디어를 통해 보도

되었고, 이어 샤쉬마콤 전통 보호에 관한 원

탁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에는 양 국가의 학 

자, 연주자, 작곡가 등이 참석했다.

이 프로젝트는 양국의 샤쉬마콤 실연자들을

한데 묶는 역할을 했는데 이는 분명 샤쉬마 

콤의 연속성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 프로

젝트를 통해 연주와 악기 제작에 관한 숙련

과정이 마련되었으며, 동시에 두샨베의 타지

키스탄 국립음악학교와 우즈베키스탄 타슈 

켄트의 예술연구소에서 목록 작성과 훈련이 

시작되었다.

샤쉬마콤에서 널리 사용되는

목이 긴 악기 류트 탄부르(tanb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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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쉬마콤 - 공동유산의 보호

우즈베키스탄 타자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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