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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이란
무엇인가?
What i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hoto © Vasil S. TOLE

유네스코와 무형문화유산
Photo © M. Revel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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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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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Samvel Amirkhanyan

은 우리의 적극적인 보호 노력을 필요로 한다.

무형문화유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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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인가?
알바니아의 이소
민속 다성음악
뱅슈(Binche) 카니발
(벨기에)
두둑음악 (아르메니아)

Photo © Ugurhan/iStock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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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자피(Wajapi)족의 구술 및 회화
표현물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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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크네스(Meknes)의
모자이크 (모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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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되기 쉬운(fragile) 무형문화유산은 가속화되는 세
계화 체제에 맞서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을 유지

전통성과 현대성의 공존 : 무형문화유산은 과거 전통으

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여러 공동체가 간직하고 있

로부터 물려 받은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집단이 참

는 무형문화유산을 서로 이해하는 것은 문화 간 대화

여하는 오늘날의 농촌 및 도시 문화의 관습을 나타낸다.

(intercultural dialogue)를 돕고 다른 방식의 삶을 존중

공동체 기반 : 무형문화유산은 유산을 창조하고, 유지하

도 한다. 무형문화유산은 어떤 관습(practice)이 특정 문

며, 전수하는 공동체나 집단 혹은 개인이 인정할 때에만

화에 고유한 것인지를 문제 삼지 않는다. 무형문화유산

유산일 수가 있다. 이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은 사회적 결속에 기여하면서 개인이 하나 또는 여러 공

특정 표현물이나 관습을 이들의 유산이라고 할 수 없다.

동체의 일원이 되고 나아가 전체 사회의 일부라는 인식
을 갖도록 정체성과 책임감을 강화시킨다.

포괄성 :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지닌 것과 비슷한 무형문

곤극(昆劇) (중국)

대표성 : 무형문화유산은 비교론적 관점에서 그 배타성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은 문화적 표현(manifestation)

세상 저편 어느 도시에서 전해진 것이든, 아니면 삶의 터

이나 예외적인 가치 때문에 문화적 재화(cultural good)로

자체보다는 무형유산을 통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을 옮겨 다른 지역에 정착한 이들이 현실에 맞춰 변화

전해지는 풍부한 지식과 기술에 있다. 지식 전수의 사

시킨 것이든 모두가 무형문화유산이다. 무형문화유산은

회·경제적 가치는 한 국가 내에서 소수 집단(minority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것이고, 환경에 적응

group)이나 주류 사회집단 모두에게 필요하고, 선진국

해 거듭 변화한 것이며, 우리가 정체성과 연속성을

못지않게 개발도상국에도 중요하다.

인식하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또한 무형문화유

Photo © UNESCO / Yves Parfait Koffi

화유산 표현물을 공유한다. 이웃 마을에서 유래한 것이든

고우라라(Gourara)의
아헬릴(Ahellil) (알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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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랑키야(Barranquilla) 카니발
(콜롬비아)
겔레데(Gelede) 구전 전통
(베냉, 나이지리아, 토고)

쇼플룩(Shoplouk) 지역의 고대
다성음악, 춤 의례 - 비스트리트챠
바비(Bistritsa Babi)

Photo © CNRPAH

하도록 이끈다.

산은 현재를 매개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

Photo © Chinese Academy of Arts

무형문화유산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Photo © Minisrty of Culture of the Republic of Columbia

무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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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Mila Santova

무형문화유산은공동체내다른사람들에게로,
다음세대로또는다른공동체로
지식,전통기술그리고
관습을전하는보유자들에의해좌우된다.

Photo © National Museum of Cambodia
Photo © UNESCO/Latvian Folk Centre

가죽으로 만든 인형연극, 캄보디아 크메르 그림자극

살아있는 유산의 보호

스벡 톰(Sbek Thom)은 연중 서너 차례 특별한 때에

일반적인 의미의 문화처럼 무형유산은 끊임없이 변하

만 연행된다. 스벡 톰은 15세기에는 의례 행위 중 하

는 것이며 또한 새로운 세대에 의해 풍부해지는 자산

나였던 것이 오늘날에는 하나의 예술 형식으로 자리

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형문화유산 표현물의 상당수가

잡았다.

세계화, 문화적 동질화, 지원과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 무형문화유산을 보호, 육성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의 발트 해 가무 축

하지 않으면 유산은 영원히 소멸되거나 과거에만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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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 관습으로 굳어질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

속 공연 예술 전통을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축제는 며

고 이를 미래 세대에 전수하는 일은 유산의 변화와 적

칠에 걸쳐 대규모로 진행되는데, 에스토니아와 라트비

응을 허용하면서도 전승을 강화하여 유산이 살아남을

아에서는 5년에 한번, 리투아니아에서는 4년에 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번 열린다. 축제에서는 40,000명에 달하는 아마추어
가수와 무용수들이 공연을 선보이는 무대가 된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는 기념물, 유적지, 자연 공간을 보

Photo © Ministère de la Culture de Madagascar

존할 때와는 차별화되는 수단이 필요하다. 무형적인
마다가스카르의 자피마니리 공동체는 삼림관리에서

것을 살아 숨 쉬게 하려면 특정 문화로서의 의미가

부터 목조각에 이르기까지, 장식용, 기능용을 막론하

지켜져야만 하고 공동체 내 그리고 세대 간에 정기

고 거의 모든 나무 표면 위에 정교한 조각장식을 함으

적으로 연행과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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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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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직조술 발명보다 앞

Photo © J.K Walusim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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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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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시라흐 알 힐라리야흐
(Al-Sirah Al-Hilaliyyah) 서사시
(이집트)
바이아 레콘카보의 삼바 데 로다
(브라질)

무형적인것을살아숨쉬게하려면특정문화로서의의미가
지켜져야만하고공동체 내그리고세대간에정기적으로연행과
학습이이루어져야한다.
무형문화유산이란 무엇인가? •13

Photo © Luiz Santoz / UNESCO

우간다의 목피천(barkcloth) 제작은 인류의 가장 오래

Photo © CULTNAT

Photo © Lorenzo Armendariz

과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이 잠시 지상에 내려와 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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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사예인 메다의 기예 (터키)

Photo © UNESCO / Yves Parfait Koffi

Photo © Institute of Culture and Information of Vietnam

세계 모든 곳에서 이러한 전통과 관습을 실연하는 공

Photo © National Commission of Turkey for UNESCO

징의 문화공간 (베트남)
겔레데 구전 전통
(베냉, 나이지리아, 토고)

이 변하며 살아 있는 문화의 일부인 유산을 과거의 것
으로 화석화 시키거나 하찮은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보호·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무형문화유산을 보

협약의 국제적 공인

호하는 것은 지식, 기술, 의미를 전수하는 것과 깊이 연

문화다양성의 추진력인 무형문화유산은 국제적인 인

위원회는 무형유산의 협약 목록 등재 여부와 국제재

관된다. 달리 말하면, 보호는 무용 공연이나 노래, 악기,

정을 받았고, 무형유산의 보호는 국제협력의 우선순위

정 지원, 모범 보호 사례 보급 관련 사안에 대한 결정

공예품과 같이 구체적인 표현물을 생산하기보다는

중 하나가 되었다.

을 내린다. 유산이 하나 이상의 국가 영토에 존재하는

세대 간 무형문화유산의 전수, 소통과 관련된 과정에

경우, 관련 국가가 공동으로 등재 신청하도록 권고

초점을 맞춘다.

2003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무형문화유산보호

하기도 한다.

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보호란 무형문화유산이 오늘날 세대의 삶에 중요한

재정적 기초를 제공하는 최초의 국제조약이다. 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선정되는 종목에는 ‘긴급 보호가

일부가 되어 내일의 세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은 국제법 하에서 국가에 의해 발효되는 규약으로서

필요한 무형문화유산목록’과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

것이다. 보호 수단은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과 재창

당사국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표목록’이 있다. 가장 중요한 목록인 긴급보호목록은

조의 지속 및 전수를 가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생존, 즉 지속적인 재창조와 전수가 위협받는 무형

무형문화유산 보호 사업에는 유산의 확정, 기록, 연구,

2003년 협약은 무형문화유산 보호가 인권에 관한 국제

문화유산 표현물 보호가 목적이다. 유산을 대표목록

보존, 증진, 특히 정규·비정규 교육을 통한 전수, 유산

협약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공동체 간의 상호 존중과

에 올린다는 것은 그 중요성에 대한 가시성과 인식을

이 지닌 다양한 측면의 활성화가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도록 한다.

제고하고 문화 간 대화를 장려하여 전 세계 문화다양
성과 인류의 창조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또한 무형문화유산 보호는 경제발전의 중요한 원천인

협약은 국가 차원에서는 자국 영토 내에 존재하는 무

데 반드시 관광처럼 수입 창출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형문화유산의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있다. 협약은 다른

또한 정부간위원회는 협약의 목표와 원칙을 가장 잘

아니며, 그러한 활동이 살아있는 유산을 훼손할 수도 있

무엇보다 각국이 공동체, 집단, 관련 비정부기구가 참

반영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의 목록을 발간·갱

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신, 무형문화유산이 지닌

여하는 가운데 무형유산을 확정하고 정의해야 한다고

신한다. 이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은 무형문화유산

사회적 기능을 보다 향상시키고 경제정책 수립 시 무

정하고 있다.

보호의 본보기이자 모범사례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협약을 비준한 모든 국가는 총회를 통해 24개 정부간

무형문화유산의 등재는 협약 당사국 정부만이 신청할

위원회 위원국을 선출한다. 정부간위원회는 협약의 목

수 있지만 신청 시 관련 공동체나 집단의 전적인 참여

적을 증진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임무를 맡는다. 특히

와 동의가 필요하다.

형문화유산을 포함시켜 부각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
Photo © National Insitute of Folk Culture (N⁄LK)

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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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인가?

무형문화유산 국가 목록에는 표현물의 희소성, 연행에 참여하는 공동체원

기념물이나 예술 작품을 감정하고 수집하는 것처럼

의 규모, 표현물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에 상관없이 모든 표현물이 실려

무형문화유산 역시 수집하고 기록할 수 있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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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국가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첫 번째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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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무형문화유산이라고 인식되는 표현물을 확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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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고 그 다음은 유산을 기록하여 유산 목록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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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하는 일이다. 이러한 목록은 수록된 무형문화유산

임없이 변화하는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목록을 갱신해야 한다.

표현물의 보호 방법을 개발하는 데 기초가 된다. 공동
체는 어떤 관습이 자신들의 문화유산인지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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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이므로 스스로 무형문화유산을 확인하고 정의

원한다. 당사국은 정부간위원회에 국제지원을 신청하여 긴급보호목록에

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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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 © Museo del Hombre Dominicano

수 있다.

16• 무형문화유산의 이해

무형문화유산이란 무엇인가? •17

Photo © Commission nationale Centrafricaine et Minister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arts et culture

베르가(Berga)의 파툼 축제
(스페인)

Photo ©Manel Escobet i Giru / UNESCO

빌라 멜라의 콩고 성령회
문화공간 (도미니카 공화국)

아카 피그미(Aka Pygmies)족의
다성창악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