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국 지위의 획득
해당 국가는 아래 문서를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비준서/수락서/승인서/가입서 예시
(국가명)

는(은)
(국가 내지 정부 수반 혹은 외교부 장관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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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일시)

(날인)

(서명)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정을 위한 활동

국가 내지 정부 수반 혹은 외교부 장관의 이름

The Cultural Space of Sosso-Bala, Guinea Photo c Philippe Bordas / UNESCO

Working towards a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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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Photo c instituto Nacional de Cultura /
Dante Villafuer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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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을 위한 활동
타킬레(Taquile)의 직물공예(페루)
보이순 지역의 문화공간
(우즈베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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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 c National Commission of Uzbe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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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무형문화유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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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어 마을의 마룬 전통
(자메이카)
모래그림 (바누아투)

Photo c Cristiana Pereira / UNESCO

쵸피족의 팀빌라
(모잠비크)

46• 무형문화유산의 이해

Photo c Mairie de Douai

Photo c Andrew P. Smith / UNESCO

Photo c Vanuatu National Cultural Council

거인과 용의 행렬
(벨기에, 프랑스)

1946~1981년 : 제1단계

이 협약은 종합적이고 동질적인 사물의 범주

든 민족은 자신의 문화를 발전시킬 권리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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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국은 비정부기구가 가능한 한 밀접하게 문

유네스코의 문화 분야 첫 번째 프로그램은 전

로 ‘문화재(cultural property)’라는 표현을 도

무가 있으며, 모든 문화는 전 인류의 공동 유

에는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

화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

후 탈식민지 시기 세계의 정치적·사회적 상

입하였는데, 이는 독특한 문화적 가치 때문

산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유네스코는

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었다.

장함으로써 문화 분야에서 비정부기구와의

황을 반영했다.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해 평화

에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들이

문화 부문 국제협력 정책의 기본 특징을 수

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유네스코의 사명에 따

다. 이 용어는 훗날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립했으며, 이는 향후 유네스코 문화유산 정

이처럼 법적 효력이 있는 캠페인 및 활동

라 예술 분야의 국제협력과 세계의 다양한 문

소유권 양도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책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이 선언은 법적인

은 문화가 경제발전에 수행하는 역할에

유네스코는 저작권과 문화재 보호 분야의 활

화 정체성 인식에 관한 연구에 총력을 기울였

(1970)’에도 적용되었다. 헤이그 협약과 제2

의미에서 유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

대한 인식을 드높였다. 탈식민화 과정과

동 외에 1952년 협약·1954년 협약·1970년

다. 문학, 박물관, 음악, 언어 등 전통적인 문

차 의정서(1999)는 이 협약을 보완하기 위해

았지만 ‘인류의 유산(heritage of mankind)’이

냉전이라는 정치적 배경 속에서 문화의 제

협약에 언급된 바와 같이 유산과 문화 산업

화 영역과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였다.

만들어진 규약이다.

라는 표현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분야 정책의

도적·행정적·재정적 측면에 대한 정부간

을 발전 정도와 무관하게 모든 회원국에서

핵심 요소가 되었다.

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서 증진하

the Institution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고자 했다.

협력을 위한 기초를 세웠다.

1946년 국제박물관협회(International Council of

유네스코는 1953년에 이미 ‘문화의 통일과 다

Museum, ICOM)가 설립되었고, 이어 1949년

양성(Unity and Diversity of Cultures)’이라는

1960년 시작된 이집트의 누비아 캠페인

Aspects of Culture)가 1970년 8월 24일부

국제음악협회(International Music Council,

총서의 제1권을 발간했다. 이 책은 여러 민족

(Nubia Campaign) 이후, 유형유산 분야에 한

터 9월 2일까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

유네스코는 1972년 아프리카의 구전 전통과

IMC)가 만들어졌다. 번역 색인(Index Transl-

의 특수한 문화에 대한 오늘날의 인식과 여러

해서이지만 ‘인류의 유산’이라는 개념을 발

렸다. 이 회의에서는 ‘문화적 발전(cultural

아프리카 언어의 증진을 위한 10개년 계획을

ationum) 제 1권이 발간된 것은 1949년이었

문화 사이의 상호 관계를 조사한 결과물로,

전시키는 정책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누비

development)’과 ‘개발의 문화적 차원(cultural

수립하였다. 제1회 태평양 예술 축제(Festival

으며, 1952년 베네치아 회의에서 처음으로

세계 여러 문화와 그 상호 관계에 대한 통찰

아 캠페인은 국제 여론을 보호 활동에 우호

dimension of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이 등

of the Arts of the Pacific)가 피지에서 열렸고,

예술 생산(artistic production)에 대한 우려가

력 제공이 목적이었다. 이어 1957년에는 ‘동

적인 것으로 바꾼 가장 성공적인 사례였다. 2

장하여 문화정책이 개발 전략에 어떻게 통합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두 가지의 문화 연구 사

논의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세계저작권협약

서양 문화의 상호이해(Mutual Appreciation

년 후 원래의 위치보다 64미터 위로 옮긴 아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업이 시행되었다. 문화유산이라는 개념은 유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이 채택되었

of Eastern and Western Culture)’ 사업이 시

부 심벨(Abu Simbel) 사원이 공식적으로 모

이 회의는 또한 민족 문화의 다양성, 고유성,

형문화 분야에만 엄격하게 한정되지는 않았

는데, 본 협약은 1955년 발효되고 이어 1971

작되어 9년간 계속되었다. 유네스코 총회

습을 드러냈다. 기념물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독창성 등이 인류의 진보와 세계 문화 발전의

다. 그러나 1972년, 유네스코는 1966년 선언,

년에 개정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초래한

는 1966년 그 유명한 ‘국제 문화협력 원칙에

위한 또 다른 활동은 1962년 시작된 베네치

필수적인 토대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 회의

누비아 캠페인의 성공, 1970년 베네치아에서

재앙적 결과 때문에 전시에 건축유산을 보호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Principles of

아 보호 캠페인 혹은 1968년 11월 19일 유네

는 자원·훈련 기관·훈련 받은 인력이 부족하

수립된 원칙 등을 기초로 하여 가장 중요하다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1954년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을 채택했

스코 총회가 채택한 ‘공공 또는 민간 사업에

여 문화 유산 보존 활동을 거의 수행하지 못

고 할 수 있는 협약을 채택하였는데, 바로 ‘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전시문화재보호협약’

다. 이 선언은 각각의 문화는 존엄과 가치를

의해 위험에 처한 문화재 보존에 관한 권고

하였기 때문에 많은 나라의 토착 문화가 위

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이었다. 이 협

이 채택되었다.

지니기 때문에 존중 및 보존하여야 하고, 모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또, 회

약은 오늘날 문화유산 분야에서 가장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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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현재 ‘무형유산’ 보존에 대한 관심이

이 회의는 회원국과 문화분야 국제기구를 초

1982~2000년 :
몬디아쿨트에서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까지

과거 수십 년간 이루어진 것 가운데 가장 건

청하여 유산보호 정책이 문화 전통 전체를 다

설적인 발전들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언급했

루도록 확장시키고자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

다. ‘무형유산’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

는 문화 전통이란 예술유산에 한정되는 것이

베네치아 회의 이후 잇따라 열린 회의

용되기는 이 회의가 처음이었다.

아니라 민속 예술, 민속 구전, 문화 행위 등 과

는 1982년 멕시코시티에서 몬디아쿨트
Photo c Bunka-cho, Agency for Cultural Affairs

거 유산 표현물 모두를 이르는 것이었다. 이

(Mondiacult)라는 세계문화정책회의로 대단
원의 막을 내렸다. 이 회의에는 당시 유네스
Photo c Luiz Santoz / UN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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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의는 문화의 개념을 재규정(예술이나

회의는 민족 전통 문화의 보존과 발전이 문화

문자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 인류의 기본권,

정체성을 강조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본질이

가치 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시킴)하는 것

며, 한 국가 유산의 기본 구성 요소인 민속은

외에 멕시코시티 문화정책선언(Mexico City

언어, 구전 전통, 신념, 기념 행사, 식습관, 의

Declaration on Cultural Policies)을 통해 문화

약, 기술 등을 아울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

유산을 새로이 정의하였다. 이 선언은 문화

였다. 이 회의를 바탕으로 회원국은 역사적

유산에 인간의 창의성이 표현되는 언어, 의

으로나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문화재의 경

약화되었다. 이 회의의 목적은 1970년에 열

례, 신념, 역사 공간과 기념물, 문학, 예술작

우처럼 문화 전통 가운데 아직 인정받지 못

린 베네치아 회의 이후 축적된 문화정책과

품, 아카이브, 도서관 등 유형과 무형의 것을

한 부분도 인정을 해야 하며, 보존, 증진, 보급

인 법규로서 유산의 범위를 기념물, 건물군,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었고, 문화적 표현물에

실천에 관한 지식과 경험 검토, 현대 세계에

모두 포함시켰다. 나아가 멕시코 선언은 각

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대해 기술적·재정

지역군 등 모든 유형유산으로 제한했기 때문

적용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시

서 문화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 증진,

민족의 전통과 표현 형식이 문화의 존재를 세

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에 문화유산을 유형유산으로 보는 시각을 강

범 법안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전반적인 발전 계획에서 문화 발전을 증진

계에 드러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

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 수립, 국제적인 문화

에 모든 문화는 독특하고 환원할 수 없는 가

몬디아쿨트 회의가 열린 지 2년 후인 1984

협력의 촉진이었다.

치 체계를 반영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

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근대

화시켰다. 이 협약은 헤이그 협약처럼 부동
한편, 1970년 베네치아 회의의 후속으로 여

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서도 인류의 유산

러 지역 세미나가 열렸다. 이 중 하나인 아

에서 문화정체성과 문화다양성은 분리될 수

세계수공예의 보존과 발전을 논의하기 위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프리카 문화정책에 관한 아크라 정부간회

이 회의는 만장일치로 문화 간의 위계에

없고, 다양한 문화정체성의 존재를 인식하는

한 회의가 열렸다. 그 후, 유네스코와 세계

의(Accra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대한 개념을 거부하였다. 우수한 문화와 열

일은 다양한 전통이 존재하는 곳이면 어디든

저작권기구는 튀니스에서 채택한 불법 이

세계유산협약은 등재 제도(listing system)와

Cultural Policies in Africa, 1977)에서 전문가

등한 문화 사이의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

문화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의 정수를

용과 그 밖의 편견적 행위에 대한 민속 표현

협약 이행을 위해서, 개정이 가능한 운영지

들은 문화라는 개념은 순수예술이나 유산을

는 생각 때문이었다. 모든 문화를 존중해야

이룬다고 하였다.

물의 보호에 관한 국내법 시범 조항을 기초

침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유

넘어 세계관, 가치 체계, 신념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인식도 재확인하였다. 회의는 문화

산보존 정책을 강화하였고, 보존 정책을 개

한다고 주장했다. 1년 후, 라틴아메리카와 카

적 정체성이 과거 세대로부터 물려 받은 전

발수단 ─ 주로 관광을 통한 개발 ─ 에 포함

리브해 지역 정부간 문화정책회의가 채택

통,역사, 도덕적·정신적·윤리적 가치의 보호

Photo c Liang Li

산 문화유산-이 경우 탁월한 보편적 가치-

가부키 연극 (일본)
신장의 위구르 무캄 (중국)
바이아 레콘카보의
삼바 데 로다 (브라질)

로 하여 1984년조약 초안을 마련하였다. 발
몬디아쿨트 회의는 유네스코에 기념물과 역

효는 되지 않았고, 민속에 대한 법적 보호가

사유적으로 구성된 문화유산 보존 프로그램

이루어지기까지는 5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 특히 구전 전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한 보고타 선언(Bogota Declaration)에서는

장치임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현재와 미래의

문화발전을 통해 공동체와 개인의 삶의 질이

문화적 실천은 과거의 것만큼이나 가치가 있

의 보존과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발

극지방 언어에 관한 책 발간 준비나 1987년

집단적인 지적재산권의 법적 측면들이 명확하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 선

기 때문에 정부와 공동체가 모두 문화정책 개

전시키도록 요청했다. 이러한 활동은 양자

서아프리카 말리의 농촌 발전을 위한 전통

게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유산협약에는

언은 문화적 진정성(cultural authenticity)이

발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도 제안됐다. 이와

간 관계, 소지역, 지역, 다국적 차원에서 실시

과 문화혁신을 결합하는 실험적 계획 등 몇

무형문화유산 표현물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

란 지리적 기원이 무엇이든, 어떤 식으로 문

같이 정부 기관과 시민사회는 문화정책 개발

되는 것이었으며, 보편성, 다양성, 민족과 문

몇 활동이 진행되었다. 1986년 경제사회이

라서 볼리비아 정부는 1973년 민속 보호에 대

화적 혼성이 이루어졌든지 간에 문화적 정

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화에 대한 절대적인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는 유엔

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체성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바탕으로 하였다. 이 회의는 각국 소수 집

총회가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제출한 활동계

세계저작권협약(1971년 개정)에 추가 의정

해야 하며,모든 민족이나 집단이 조상 전래

회의의 주요 성과는 문화를 재규정했다는 점

단이 보유한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획 초안을 바탕으로 세계문화발전 10년선

서를 제안했다.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

의 역사와 개인적 가치 및 열망 그리고 자율

이다. 유산은 현재 일상 생활에서 표현되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문화는 문화적·영적 가

포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했다.

았지만, 1년 후 유네스코와 세계지적재산권

의지에 따라 독립적으로 문화 정체성을 결

모든 문화 가치를 포함하며, 삶의 방식과 가

치 및 전통 측면에서 전 세계의 문화를 활성

기구(WIPO)의 지원을 받아 튀니스에서 정부

정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치를 전달하는 표현 형태를 지속시키는 활동

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키는 표준적인 준거가 되었다.

이 점차 더 중요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 회의

48• 무형문화유산의 이해

1989년 튀니지 함마메트에서 세계공예발
전10개년계획(1990~1999) 수립을 위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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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전문가 회의가 열렸다. 같은 해, 즉 몬디

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1993년에는

다. 위원회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위원회는 구체적인 무형문화유산 표현물에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이 출간된 후, 유네스

아쿨트 회의가 열린 지 7년 후, 총회는 전통

‘유네스코 사멸위기 언어 적서(Red Book)

에 관한 협약이 법적 규약이면서도 유형유산

대한 지적재산권 인정의 경제적 의미와 관련

코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공동 주최하는

문화 및 민속 보호 권고(Recommendation

계획’을 시작했고 1995년 도쿄대학에서는 이

에만 적용되고, 선진국에서 가치 있다고 여

해서 고려해야 할 문제 및 위험성에 대해 다

민속 보호를 위한 일련의 지역 포럼과 아프리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주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1993

기는 종류의 유산 관련 관심사를 반영하기

음과 같이 네 가지를 제시했다.

카 언어 정책에 관한 정부간회의가 열렸고, 이

and Folklore)를 채택했다. 이는 무형문화유

년 제 142차 집행이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이

때문에 문화의 에너지가 인공물, 춤, 구전 전

산 보호와 몬디아쿨트 회의에서 제기된 바

제안한 인간문화재(Living Human Treasure)

통 등 다른 형태의 표현물에 집중되어 나타

진정성(authentication) : 전통 공예의 복제 방지

했다. 하나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걸작 선

람을 반영하는 최초의 법적 규약이었다. 이

제도가 시작되었다.

나는 문화적 지역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전용(expropriation) : 가치 있는 인공물과 기록

언’ 프로그램으로서, 이는 유산보호를 위해

유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을 원 소재지에서 탈거하는 문제

필요한 전 세계적 차원의 인식 제고를 위한 주

보상(compensation) : 민속의 원천인 개인이나

요한 발걸음이었다. 다른 하나는 전통문화와

해 훈련과정을 구성하고, 소수 민족 및 토착

1991년 총회는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과

집단 무형문화유산의 목록 작성과 보호·활

협력 하에 독립적인 세계문화발전위원회 설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은 정치·윤리·경제

공동체에 보상이 따르지 않는 문제

민속 보호를 위한 규범 제정의 가 능성을 연구

성화·전파 계획 수립을 지원했으며, 전통 문

립을 요청하도록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적 관점에서 유산 보호과정 중 당면하게 되

상품화(commodification)의 위험 : 민속 문화자

하는 것이다.

화 축제의 개최도 지원했다. 민속 활동 네트

이 위원회는 문화와 개발에 대한 보고서를

는 문제점을 자세히 담고 있다. 이 책은 물

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업화의

워크를 구성해 유네스코 세계전통음악 모음

작성하고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는 긴급하

질 유산이 갖는 복잡성을 문화정체성에 대

위험

CD를 만들었고, 또 ‘음악유산 수집’을 위한

고 장기적인 활동을 제안하기로했다. 1992

한 단순화된 메시지로 변화시키는 정치적

편람, ‘세계 사멸위기 언어 지도’, ‘부적절한

년 12월 설립된 세계위원회는 전 유엔 사무

묘수를 경계한다. 이러한 메시지는 대중적

이 보고서는 또한 지적재산권의 인정과 관련

을 높이는 것이었다. 2001년·2003년·2005

상업적 이용에 대한 전통 문화와 민속 보호

총장 하비에르 페레스 데 쿠엘라가 의장으로

형태, 문화적 표현 또는 역사적 진실을 외면

된 문제를 강조했고,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

년에 90항목의 유산이 ‘인류 구전 및 무형유

매뉴얼’, ‘윤리와 전통문화’라는 제목의 자

참여했다.

하고 고도의 상징적인 대상에만 집중하는

은 살아 있는 창조적 전통을 다룰 때 올바른

산걸작’으로 선언되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전 세계적인 운동을 일으켰다.

도를 만들어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경향이 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문

개념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보고

지역 세미나가 여덟 차례 열렸으나 지속적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이라는 보고서는 세대

성이 결여된 분야로 인류학적 연구가 확산

서는 전통적 규범에 내재한 아이디어를 바탕

인 결과를 낳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간 전승되는 풍부한 유·무형유산을 강조했

되어 ‘민족 예술(ethnic arts)’에 흥미를 가

으로 새로운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 보고서는

2000년 이후와 협약의 기초(起草)

다.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유산이 전 세계적

진 관광객들이 문화적 전통의 극화나 의례

또한 어떤 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지, 어

멕시코 선언에서 좋은 의도를 담았음에도 불
구하고 국제 사회가 문화적 정체성과 문화다

료가 출간되었다. 1989년 권고 이행을 위한

Photo © Yoshi Shimizu, www.yoshi-shimizu.com

선언의 목적은 새로운 형태의 국제적 인정 제

그러나 권고 그 자체로서 무형문화유산 관련

으로 공동체의 집단 기억을 구체화하고 불확

화를 인위적으로 요구하는 현상이 증가하

떤 유산을 보호해야 하는 지에 대해 논의했다.

영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실성의 시대에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점을 인

고 있다. 그래서 의상, 음악, 춤 그리고 공예

목록에 등재된 유산에 대해 우선 순위를 매긴

양성을 개발 정책의 주요 요소로 다루기까지

인식하게 했다. 1990년 부르키나 파소 우아

정했다. 이 보고서는 문화와 문화다양성보

라는 탈맥락화된 문화적 전통만이 밖으로

국가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는 20년이 걸렸다.

가두구(Ouagadougou)에서 열린 국제공예

호 필요성에 관한 유네스코의 전통적인 입장

드러나게 된다.

전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공예상(UNESCO

을 따르면서도 형체가 있는 사물(기념물,

Craft Prize)이 수여되었다. 국제문화진흥기

예술작품, 공예품)이 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금은 소멸하는 구전이 부활하고 신선한 문

주요 수혜대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화적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

한 훼손되기 쉬운 무형문화유산은 그와 같

고자 인도의 하하라쉬트라(Haharashtra) 노

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장

래 보호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이 지

소 이름이나 지역의 전통 같이 무형의 것 역

역 차원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마하라쉬트

시 문화유산의 일부라는 점을 일깨웠다.

라(Mahrashtra)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1992

Photo © Indira Ghandi National Centre for the Arts

Photo © David Stehl / UNESCO

후 유네스코는 이 권고를 실천에 옮기기 위

어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두 가지 활동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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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피스프리 작업 (터키)

년 조그자카르타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공

또한 위원회는 경제발전의 일부로서 유산보

고는 기록화(documentation)에 과도하게 초

와양 인형극 (인도네시아)

연예술에 대한 비디오 모음 ‘전통 무용·연극·

존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무

점을 맞춘 나머지 살아있는 관습이나 전통,

세계음악’이 만들어졌다. 같은 해 11월, 유네

형문화유산이 아직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

이러한 관습과 전통의 보유자인 집단이나 공

스코, 세계은행, 유니세프 공동 주최로 코트

음을 볼 때 유산의 모든 측면이 폭넓고 효과

디부아르 아비잔에서 코트디부아르 문화성

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

의 협력 하에 아프리카 발전의 문화적 차원

적으로 관리되지도 않고 있다는 점을 상기했
베다 음송 전통 (인도)

50• 무형문화유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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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을 연행하는 공동체

을 깨달았다. 이들은 이야기, 노래 등 예술적

물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며, 따라서 이

의 권리와 능력을 촉진·장려·보호한다.

결과물 뿐만 아니라 그 생산을 가능하게 하

러한 목적에 맞는 고유한 체제를 개발할 필

는 지식이나 가치, 생산물을 낳는 창조적 과

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보고서는 또

문화의 공유와 문화적 대화의 촉진은 이에 대

정, 이러한 생산물이 적절하게 수용되고 인

문화 분야에서의 기존 규약들은 주로 유형문

한 인식과 동등한 교류가 보장되는 한 전반적

정되는 상호작용 방식을 아우르는 좀 더 포

화유산과 관련된 것이며, 구체적으로 무형문

으로 창의성을 증진한다.

괄적인 방법론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화유산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위한

강조했다. 이 회의는 또한 특정 공동체는 ‘민

만족할 만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

보고서는 워싱턴 회의의 권고에 따라 더 이

속(folklore)’이라는 용어가 비하적 의미를 담

다. 부분적으로는 무형문화유산 자체의 성격

상 적합하지 않은 ‘민속’이라는 용어 대신에

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규

때문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세계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제안

범을 위해서는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용어를

인권선언(유엔, 1948년)에 바탕을 둔 새로운

하고,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최초로 마련했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무형문화유산’이라

규약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으며, 규약의 바탕

으며, 이러한 유산이 나타나는 영역을 제안

는 용어는 인간의 학습 과정-인간에게 전해

이 되는 주요 원칙들을 제안했다. 기본원칙

했다.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총회가 승인한

지고 인간이 만든 지식, 기술, 창의성, 생산

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되었다.

프로그램과 예산의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집
행을 위한 기관)는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적

물, 인간의 지속가능성에 필요한 자원, 공간

Diversity)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제7조에서

은 1970년 협약이나 1995년 ‘유니드로아

모든 형태의 유산은 인간 경험과 열망의 기

(UNIDRROIT) 협약’과 연계되어 있는데, 해

등 사회적·자연적 맥락의 여러 측면-을 가

무형문화유산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생산하고

측면과 정의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논의

리키는 데 좀 더 적합한 용어로 제시되었다.

유지하는 주요 공동체 구성원의 창의성과 활

할 것을 요구했고, 특히 ‘인류 구전 및 무형유

록으로서 보존, 증진, 전승되어 다양성 속에

저 문화재의 불법반출 금지와 관련된 상세한

이 과정은 살아있는 공동체에게 이전 세대와

동을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

산걸작’에서 사용한 것과 일관된 정의를 만

서 창의성을 촉진하고 문화 간의 진정한 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규약은 반환 요

들었다. 또한 집행이사회는 그러한 유산의 보

화를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구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손실은 유산의 창조, 활동, 전

호는 규범적 행위에서 그쳐서는 안 되며 세계

이 선언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규약을

승과 관련된 조건이나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지적재산권기구와 긴밀히 협조하고 보호의

만드는 데 기초가 되었다. 선언에 첨부된

2002년 유엔 문화유산의 해(United Nations

의미가 재생산될 때 예방할 수 있다.

한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활동계획에서 회원국들은 문화 및 자연유산,

Year for Cultural Heritage)에 문화유산 정책,

특히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증진

특히 무형문화유산 정책이 개발에 미친 역할

의 연속성을 제공하고 문화정체성, 문화다양
성 및 인류의 창의성 보호에 중요하다.
사무총장은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2001년 새
로운 규약을 통해 전통 문화와 민속의 보호를

Photo © Marc Soosaar

굴레 왐쿨루
(말라위, 모잠비크, 잠비아)

Photo © UNESCO/ Michel Ravassard

고서는 지적재산권이 무형문화유산의 표현

Photo © Malawi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동체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

탄탄의 무쎔 (모로코)

국제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무형문화유산을 다루는 모든 규약은 유산을

2001년 9월 유네스코 총회는 세계문화다양

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만드는 데 여러 조치

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형태의 유산과 관련된

검토한 예비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

다루고 유지하는 방법을 스스로 개발함으로써

성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를 취하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또 전통지식,

규약 제정의 필요성이 커졌다. 2002년 9월,

특히 토착민의 존중과 보호의 필요성도 언급

110개국 대표자들(이 중 72명은 문화부 장

했고 환경보호와 천연자원의 관리, 근대 과

관)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무형문화유산

학과 지역 지식의 동반상승효과(synergy) 강

과 문화다양성에 관한 원탁회의에 참가했다.

화에 전통지식이 기여하는 바를 인식하게 되

이들은 이스탄불 선언(Istanbul Declaration)

었다. 총회는 이러한 관점에서 무형문화유산

을 채택하여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하

분야의 새로운 국제규범 제정을 위해 노력하

고 새로운 국제협약의 채택을 권고했다.

키누(Kihnu) 문화공간
(에스토니아)

기로 했다.
또한 2002년 9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같은 해(2001), 총회는 ‘수중문화유산보호

기초를 위한 제1차 정부간 전문가 회의가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파리에서 열렸다. 전문가들은 무형문화유

Underwater Cultural Heritage)’을 채택하여

산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사용할지에 대

다른 유네스코 협약이 육지를 토대로 한 문

해 논의했다. 왜냐하면 이 용어에 대한 광

화유산에 부여한 것과 같은 보호 기준을 수

범위하고 모호한 해석이 협약의 엄격한 이

중 고고학 유적지에도 적용했다. 이 규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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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11월, 유네스코 총회 문화분과위원

(listing system) 보다는 주로 보호 활동과 모

에 대해 언급했고,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

회는 총회 전체회의에서 무형문화유산보호

범사례의 교류를 강조한다.

는 용어 대신에 ‘공동체’나 ‘집단’이라는 용

협약을 유네스코 협약 중 하나로 채택하도록

어를 그대로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문화지

권고했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2003년

2003년 이후 문화 분야의 또 다른 법적

역(cultural site)’이라는 용어보다는 ‘문화공

10월 17일, 찬성 120개국, 기권 8개국으로 반

규약이 발효되었다. 바로 2005년 채택된 ‘문

간(cultural space)’이라는 말을 더 선호했

대하는 국가없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서

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

다. 문화지역에는 건물이 포함될 수도 있기

른 번째 비준서가 기탁된 지 3개월 후인 2006

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때문이다. 무형문화유산은 끊임없이 변화하

년 4월 20일 발효되었다(최신 당사국 목록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이하 문화

는 살아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은 www.unesco.org/culture/ich에서 열람가

다양성 협약)이다. 2003년 협약이 무형유산

정의에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이라는

능). 이미 유네스코 회원국 절반 이상이 이 협

을 보유한 공동체와 집단 내 지식의 전수 과

표현을 덧붙이기로 했다. 무형문화유산의 영

약에 서명한 상태였다. 협약이 예외적으로 신

정을 주로 다룬다면 문화다양성협약은 문화

역에 언어를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속하게 비준되었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무

적 활동, 문화적 재화, 문화적 서비스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의 전달 수단으로서의 언어’

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유통되고 공유되는 문화적 표현의 생산과 관

라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찬성 입장과 반대

보여준다. 이는 또한 오늘날 삶의 방식과 세

련된 것이다. 이 협약은 유네스코가 다양성

입장 간에 타협을 이루었다. 또 사회적 관습,

계화 과정에 따라 예상되는 위협 상황에서 협

과 전 지구적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의례, 축제 행사 영역에 종교에 대해서는 언

약 상의 국제적 보호가 시급하다는 점이 널리

법적 규약을 보완한 것이다. 다양성과 전 지

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인식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미 국가 수준에

구적인 환경에서는 개인과 민족의 창의성이

서 무수히 많은 활동이 진행되었고, 국제 차

다양성 속에서 장려되고, 그리하여 경제발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국가가 무형문화유산

원의 (정부 간) 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다. 이는

과 세계 문화다양성의 증진과 보존에 기여한다.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

협약의 채택과 신속한 이행이 세계의 살아있

장을 표명했다. 국가의 주요 의무는 관련 문

는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유네스코의 장기적

이로써 문화는 인간적인 세계화를 이룩하기

화 공동체, 비정부기구, 관련 이해당사자들

인 노력의 과정의 한 이정표임을 보여주는 것

위한 바람에서 국제법 사상 처음으로 정치적

과 협력하여 자국 내 무형문화유산을 확인하

이다.

의제가 되었다. 이러한 전향적인 맥락에서

고 정의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간위원회는

문화는 진정한 대화와 발전의 장이 되어 새

국가 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바탕으로 국제무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세계유산

형문화유산 등록부(international register)를

협약의 실용적 접근에 기반하고 있는데 표현

만들기로 했다. 이 등록부(이후의 대표목록)

물이나 전통 사이의 위계를 설정하지 않고

는 무형문화유산의 가시성을 높이고 문화다

이들에 대한 동등한 평가를 강조한다. 세계

양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리라 예상되었다.

유산협약에서 구현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

무형문화유산,
열 한가지 주요 쟁점

로운 연대의 영역을 열어가고 있다.

라는 개념은 무형문화유산보호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국제사회의 인식은 살아 있는

차례 개최되었다. 특히 회원국이 맡아야 하

유산이 창조·전승·재창조되는 공동체의

는 역할의 중요성과 연대와 협력의 국제원칙

정체성과 연속성에 대해 살아있는 유산 보

그리고 유연하고 효과적인 보호 메커니즘의

호가 갖는 중요성에 바탕을 두고있다. 이러

중요성, 당사국 총회 하위기관으로서의 정부

한 인식은 공동체의 유산에 가시성을 제공함

간위원회와 무형문화유산보호 기금의 중요

으로써 가능한데, 이는 제16조에서 제시된 목

성 등 주요 주제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

록의 중요한 목적이다. 이 협약은 등재 제도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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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초안 작성을 위해 정부 간 회의가 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