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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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
ot

o 
©

 A
us

tri
an

 A
ca

de
m

y o
f S

cie
nc

es

Ph
ot

o 
©

 R
ud

ol
ph

 P
öc

h 
/ P

ho
no

gr
am

m
ar

ch
iv

 –
 A

us
tr

ia
n 

Ac
ad

em
y 

of
 S

ci
en

c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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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
ot

o 
©

 U
N

ES
CO

 / 
Fu

m
ik

o 
O

hi
na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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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