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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영어판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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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회도 문화 없이는 번영할 수 없으며, 어떠한 발전도 문화 없이는 지속될 수 없

습니다. 문화는 현재 사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품고 있습니다. 무형유

산은 관습, 표현, 지식 체계의 살아 있는 문화로서 공동체들에 의미를 제공하고 세

상을 설명하며 형성해 나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형유산의 저력은 전 세계의 공동체들이 살아 있는 유산을 통해 식량 부족, 환경 

변화 및 보건 교육, 갈등의 조정 및 예방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으나, 그 중요성이 

너무나 쉽게 간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3년의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10주년 기념행사는 전 세계에 미치고 있는 

무형유산의 저력을 재조명하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는 참여자들에게 모든 공

동체가 동등한 지위에서 경험과 고찰을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활력을 북돋아 준 

대화와 협력의 자리였습니다. 이 출판물은 이러한 공동체의 활동 가운데에서 선별

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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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협약과 협약의  

10주년을 기념하면서  

무형유산의 생명력을 우리 

사명의 핵심으로 지켜 나가

면서 실연 공동체, 단체,  

개인들이 협약의 원동력과 

주 수혜자로 계속 활약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살아 있는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네스코는 범 지구 차원의 역량 강화 계

획을 세워서 국가들로 하여금 무형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호 활동을 장려하고 폭넓

은 대중 인식과 지원을 증진시키는 기구 및 전문가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기 차원에서 다양한 접근법으로 각양각층의 활동가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들의 정책 및 법령 개정, 제도 기반 재

설계, 목록 작성 방법 및 체계 개발, 무형유산 보호 기술 양성 등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2012년 12월)와 아제르바이잔 바쿠(2013년 12월)에서 각각 개최된 제

7, 8차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에서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목록

과 인류무형유산 대표 목록은 새로운 종목들로 등재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무형

유산보호 모범사례도 엄선하였습니다. 이들 종목의 등재는 자신들의 문화 정체성

과 보호 노력이 국제 차원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자부심으로 전 세계 공동체와 국

가들의 열띤 호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협약 정신의 실천이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는 이 협약과 협약의 10주년을 기념하면서 무형유산의 생명력을 우리 사명의 

핵심으로 지켜 나가면서 실연 공동체, 단체, 개인들이 협약의 원동력과 주 수혜자로 

계속 활약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신으로 우리는 창조

성, 대화, 상호 존중 함양 등 무형유산 공헌 노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에 대한 책무를 

재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 사회가 2015년에 이어 새로운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를 만들어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무형유산을 포함한 문화의 힘이 광범위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

전의 동력원과 조력자로 작용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처음부터 2003년 

무형유산보호협약으로 이끌어 온 중심 사상이며,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소명이

기도 합니다.



긴급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4

발간사  한국어판

이삼열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은 인류의 문화 다양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원천인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2003년에 채택되고 2006년부터 발효되었습니

다. 협약 정부간위원회는 이 협약의 실천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2009년부터 국제

간 보호 조치로서 ‘인류 무형유산 대표목록’(이하 대표목록), ‘긴급 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목록’(이하 긴급보호목록),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

동 등의 모범사례’(이하 모범사례)에 대한 등재 및 등록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도서는 이러한 유네스코의 등재 및 등록 활동에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해인 2012
년과 2013년에 선정된 긴급보호목록 및 모범사례에 대한 해설집입니다. 

협약의 정신은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한  책임 의식을 고취하며, 무형유산의 보호 및 

진흥에 기여토록 하자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유네스코는 대표목록, 긴급보호목록, 

모범사례를 소개한 3종의 도서를 2년마다 발간해 왔으나 올해 발간한 2012~2013
년 도서에는 긴급보호목록과 모범사례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유네스

코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것 외에도 대표목록에 집중된 대중의 관심을 긴급 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및 모범사례로 돌리기 위한 유네스코의 의도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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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는 긴급보호목록에 4건의 종목이 등재되었고, 무형유산 보호 모범사례로

는 2건이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정부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4건의 

종목이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되었고, 1건이 모범사례로 등록되었습니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최근 2년간의 등재 결과를 2종의 도서로 묶어 「2012-2013 긴급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과 「2012-2013 무형문화유산 보호 모범사례」의 영어

판 및 프랑스어판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여기에 내놓는 한국어판은 유네스코가 편

집한 영어판을 국내 대중에게 소개하기 위해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한국

어로 번역한 것임을 밝힙니다.

2008-2009년, 2010-2011년 유네스코 등재 무형유산 목록을 한국어판으로 출간

한 바 있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올해도 계속하여 유네스코에 새로이 등

재된 무형유산 종목들을 국내 대중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보람찬 마음

입니다. 

이 도서의 한국어판 발간을 도와주신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문화재청에 감사의 말

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2012-201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목록」 한국어판을 통해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높이고, 무형유산의 교류와 증진을 위한 

노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네스코 등재 무형유산  

목록을 한국어판으로  

출간한 바 있는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올해도 계속하여  

유네스코에 새로이  

등재된 무형유산 종목들을 

국내 대중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보람찬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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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 개요

교육, 과학, 문화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목표로 하는 유엔 산하 

전문 기구인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는 왜 전 세계의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

형유산 목록을 유지하는 것일까? 이러한 목록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선정된 무형유산은 어떤 과정을 통해 목록에 등재되는 것일까?

2003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무형유산보호협약은 현재 전 세계 150여 개국

에서 비준되었다. 수십 년 동안의 노력과 수년 동안 회원국 사이에서의 협의를 거쳐 

탄생한 무형유산보호협약은 다음의 4가지 주요 목적을 띠고 있다.

• 무형유산의 보호

•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이 보유한 무형유산의 존중

• 지역, 국가, 국제 차원에서의 무형유산 중요성에 관한 인식과 이해 증진

• 국제 협력과 지원 제공

무형유산보호협약 내용의 협의에서 작성자들은 ‘무형유산’의 정의, ‘보호’의 의미, 

국제 사회가 이 목적을 향해 협력해 나갈 최적의 방법 등에 관해 폭넓은 의미의 합

의를 이루어내야 했다. 

무형유산보호협약은 ‘무형유산’을 ‘공동체 및 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

산 일부로 보는 관습, 표상, 표현, 지식, 기능 및 이와 관련한 도구, 물품, 공예품, 문화 

공간’(제2조 1항)(1)으로 정의하고 있다. 무형유산은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 예술, 사

회 관습 · 의식 · 제전,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전통 공예 기술을 포함해 공

동체에 따라 무수히 많은 형태를 지닐 수 있다.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정의는 해당 공

동체 및 집단과 개인만이 자신들의 유산 범주를 정할 수 있고 실연 및 전승을 지속

시켜 나갈지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무형유산보호협약은 ‘보호’에 관해 ‘무형유산의 생명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정

의하고 있다. 이는 다음 세대들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무형유산 행위, 표현, 

지식들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보장하는 노력들을 의미한다.

(1).

제2조: 정의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해

1.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및 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관습·표상·표현·지식·

기능을 도구, 물품, 공예품, 문화 

공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문화유산 

일부로 보는 것을 말한다.  

세대 간으로 전승되는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환경에 대응하는 

공동체 및 집단에 의해 자연 및 

역사와 상호 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이들로 하여금 정체성 

및 계속성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경심을 증진시킨다.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해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집단·개인 간의 상호 존중과 

지속 가능한 개발 간에 요구되는 

조건들 같이 기존의 인권 관련 국제 

문서와 양립함으로써만이 고려 

대상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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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의지는 보호에 요구되는 필수 조건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무형유산보호협약은 관련 공동체와 소속 당사국의 노력에도 세계화와 급변하는 

사회 변동으로 특징짓는 오늘날의 국제 상황에서 무형유산이 ‘쇠퇴 · 소멸 · 파괴라

는 심각한 위협’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작

성자들과 협약에 비준한 많은 국가 입장에서 국제 협력은 이러한 위협들을 상쇄시

키고 무형유산의 생명력을 강화시키는 핵심이 된다. 

‘긴급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 목록’(또는 긴급보호목록)은 무형유산보호협

약의 가장 강력한 국제 협력 장치의 하나로서 고안되었다.

긴급보호목록

협약 제17조에 따라 제정된 긴급보호목록은 특별하게 심각한 위기에 처한 무형유산

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일치단결된 적극적인 참여를 노리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살아 있는’ 독립체이지만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되면 위협 요소 제

거를 위한 긴급한 즉각 조치가 필요해짐으로써 소멸 위기에 처한 것으로 간주된다.

긴급보호목록 등재 신청 과정은 당사국이 자국 영역 내의 무형유산이 위험에 처했

음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흔히 공동체가 직접 책임 담당자에게 긴급보

호목록 등재 요청과 희망 사항을 알려오며, 때로는 전문가나 공직자가 필요성을 발

견하여 시작되기도 한다. 

무형유산의 특정한 종목에 해당되고 긴급보호목록 등재와 연관된 공동체가 자진

해서 사전 정보에 기초한 동의 의사를 표명하면 제출 당사국은 등재 신청서를 작성

하여 유네스코에 제출해야 한다.(2) 등재 신청서에는 종목 관련 사진과 짧은 영상이 

첨부된 서술, 해당 종목의 생명력 현황 및 당면한 위협에 관한 평가가 포함된다. 

긴급보호목록 등재 신청 및 등재로 해당 국가와 관련 공동체는 위험에 처한 문화유

산 종목의 보호 노력 의지와 신념을 확실하게 보여 주게 된다. 따라서 등재 신청서에

는 해당 종목의 예상되는 당면한 위협 강도, 종목의 실연 및 전승을 지속시킬 수 있

는 장기 보호 조치 프로그램을 공동체의 전격 참여로 구상하고 제안하는 보호 계

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 당사국은 또한 특히 무형유산 목록에 포함되는 종목의 

보호 노력이 이미 시작되었음과 종목의 등재 신청이 공동체 참여의 결과로 공동체

의 동의 아래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양식 ICH-01은 ICH 협약 웹사이트

(www.unesco.org/culture/ich/en/forms)

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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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제안서가 유네스코에 제출되면 두 차례의 평가 과정을 밟는다. 첫 단계는 인

가된 NGO 6개 및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심사보조기구의 평가로, 긴급보호목록 

등재 신청 종목이 관련 요건을 충족시켰는지를 1차 판단한다. 심사보조기구는 권

고서를 작성하여 협약 24개 회원국들의 대표로 구성된 정부간위원회에 제출한다. 

정부간위원회는 매년 말에 모여 등재 신청서와 심사보조기구의 권고서를 검토하여 

내용이 기준에 부합하고 종목이 등재될 수 있는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무엇보다 심사보조기구의 권고나 정부간위원회의 결정으로 긴급보호목록 등재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목록은 해당 종목 자체에 대한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등재 신청서의 타당성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그렇다면 등재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신청서 내용의 요건은 무엇인가? 제출 당

사국은 등재 신청서에서 해당 종목이 아래와 같은 5개 기본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

요건 U.1 ―  해당 종목은 협약 제2조에 명시된 무형문화유산의 정의를 충족시킨다.

---------------------------------------------------------------------------------------------------------------------

요건 U.2 ―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 , 당사국의 노력에도 해당 종목의 존속이 위태롭

기 때문에 긴급 보호가 필요하다.

---------------------------------------------------------------------------------------------------------------------

요건 U.3 ―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에 의한 해당 종목의 실연 및 전승의 지속성을 

가능케 하는 명확한 보호 조치들이 입안되었다.

---------------------------------------------------------------------------------------------------------------------

요건 U.4 ―   가능한 범위 안에서 관련 공동체, 집단 또는 개인의 광범위한 참여가 수

반되고 , 그들의 자유의사에 기초하고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뤄진 

사전 동의를 통해 등재 신청이 이루어졌다.

---------------------------------------------------------------------------------------------------------------------

요건 U.5 ―  협약 제11조(3) 및 제12조(4)에서 규정된 대로 해당 종목은 제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 속한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

(3).

제11조: 당사국의 역할

모든 당사국은

가.  자국 영역 내에 속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며

나.  제2조 3항에 언급된 보호 조치들 

가운데 공동체, 집단, 관련 

비정부기구의 참여 아래 자국의 

영역 내에 속하는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종목들을 지정 및 

정의한다.

(4).

제12조: 목록

1.  보호 대상 지정을 보장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1개 이상의 

목록을 작성한다.  

목록은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2.  각 당사국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때 

목록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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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보호협약은 또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여 즉각 보호 없이는 존속이 불가

능해서 매우 긴급한 보호가 요구되는 종목’인 때 긴급보호사례로 무형유산 종목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게 된다. 이 경우 등재 신청은 협의회 평가라는 절차를 건너뛰고 

신속하게 개별 승인 과정을 통해 심사를 받게 된다.

긴급보호목록 규정은 국제 사회의 협약에 따른 공동 행동뿐만 아니라 등재 당사국

과 공동체의 무형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당사국은 또한 해

당 유산의 긴급보호목록 등재 여부와 상관없이 자력으로 보완하고, 필요한 유산 보

호에 사용하기 위해 협약에 근거하여 국제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원조는 재

정 지원, 전문 인력 및 기술 지원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등재 신청과 마찬가지로 당사국은 관련 공동체의 긴밀한 협조 아래 국제 원조 신청

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는 평가와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긴급 상황에서의 간

략한 절차는 또한 더욱 신속하게 원조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된 종목은 이후 각 당사국이 등재 후 4년마다 제출하도록 되

어 있는 회기 보고서를 통해 해당 유산의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위원회는 긴급

보호목록 등재 종목에 대해 적절한 보호 조치가 시행되어 더 이상 위협 요소가 없

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유산을 긴급보호목록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긴급보호 목

록에서 종목이 제외되는 것은 해당 무형유산의 이해 관계자, 특히 유산 보호에 진력

한 관련 당사국과 공동체가 보호 조치를 성공하였음을 뜻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뤄

낸 성과에 대해 마땅히 축하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 출판물에는 위원회가 2012년과 2013년에 긴급보호목록으로 등재한 8개의 무

형유산 종목들을 수록하고 있어서 각 종목과 보유 공동체, 위협 요소, 수립된 보

호 조치, 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해당 국가와 공

동체가 위험에 처한 등재 종목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여 준 공동의 의지에 대해 더

욱 깊이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실제 등재 신청서, 공동체 동의서, 사진 및 영상 기록

물 등을 포함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유네스코무형유산 웹사이트(www.unesco.org/

culture/ich/en/lists)에서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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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일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

람이 무형유산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서 참여하고 있지만 무형유산 후견인과 보호

의 1차 책임자는 언제나 관련 공동체에 있다는 중요한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한다. 외

부 공동체의 지원과 상관없이 공동체가 연행을 중단하거나 무형유산 보유자가 후

대에게 지식 전승을 거부할 경우 해당 무형유산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 동시에 살아 

있는 존재인 무형유산은 사회 기능이 위축될 경우 그 존립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잊으면 안 된다.

유네스코는 보호 행위의 복잡하게 뒤얽힌 성질을 이해하며, 현장 차원에서 유네스

코의 영향력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유

네스코는 정부간 기관으로서 살아 있는 전 세계의 유산을 단독으로 보호할 수도 

없다. 유네스코는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국과 공동체가 헌신

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발전 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

들의 보호조치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기술 노하우나 예산 지원 등이 여전히 요청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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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

1.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카라바흐  
 지역의 전통 승마놀이 초브칸  
 (2013)

보츠와나

2.  보츠와나 크가틀렝 지구의 토기  
 제작 기술 (2012)

과테말라

3.  파츠 의식 (2013) 

인도네시아

4.  파푸아의 다용도 매듭 또는  
 직조 수공예 가방 노켄 (2012)

키르기스스탄

5.  키르기스 족의 전통 펠트카펫  
 알라키이즈와 쉬르닥 (2012)

몽골

6.  몽골 서예 (2013)

우간다

7.  우간다 부소가 왕국의 박으로 만든 
 트럼펫과 춤 공연 빅왈라 (2012)

8.  우간다 서부 바투로, 바뇨로, 바투쿠, 
 바타궨다, 바냐빈디 족의 엠파코 전통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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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아제르바이잔

등재연도

2013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카라바흐 지역의  
전통 승마놀이 초브칸
Chovqan, a traditional Karabakh horse-riding game  
in the republic of azerbaijan 

초브칸(Chovqan)은 아제르바이잔에서 볼 수 있는 전통 승마놀이다. 평편한 잔디

가 덮인 들에서 카라바흐 말을 탄 선수들로 구성된 두 팀이 서로 경합한다. 각 팀

은 5명의 기수(후위 공격수 2명, 전위 공격수 3명)와 1명의 후보 선수로 이뤄져 있다.  

말을 탄 심판 3명이 경기를 관장한다. 골대는 경기장 양 끝에 반원형의 페널티 라인 

뒤로 한 개씩 설치되어 있다. 선수들은 나무망치를 사용해 가죽이나 나무로 만든 

작은 공을 상대 팀의 골대에 넣는다. 게임은 경기장 중앙에서 시작하여 공이 골대 

안에 들어간 위치에서 다시 시작된다. 초브칸 경기의 시작과 마지막에는 보통 장기

(Janghi)라는 민속 기악 음악이 연주되며, 가끔 골이 터질 때 연주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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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브칸 선수와 트레이너들은 아마추어로 참여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현지 남성 농

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놀이는 상당한 수준의 제어력, 기술, 연습, 체력뿐만 아니

라 선수와 말 사이의 높은 친밀도를 요한다. 선수는 보통 큰 아스트라칸(astrakhan) 

모자, 몸에 붙는 긴 하이 웨이스트 코트, 경기용 바지, 양말, 신발을 착용하지만 여름

에는 좀 가벼운 복장을 한다. 선수들은 경기를 치를 때 소속 팀을 표시하기 위해 같

은 색상의 전통 복장을 입기도 한다. 

특유의 규칙, 기량, 기술이 동반되는 초브칸에 관한 지식은 현지 농장과 인근 승마 

시설에서 실시되는 집단 훈련에서 선수들로부터 초심자들에게 전수된다. 선수들

은 초브칸 훈련에 참가하기 전부터 승마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 트레이너들은 초심

자들에게 팀 경기 방법, 경기 도중의 방향 조종법, 망치 쥐는 방법, 앞으로 나가 공을 

획득하는 방법, 말을 제어하는 방법, 말과의 조화 및 균형 맞추는 요령을 가르친다. 

말의 건강 상태, 민첩함, 속도 역시 선수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

에 말을 잘 관리하는 법 또한 초브칸 훈련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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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카라바흐 지역의 전통 승마놀이 초브칸

오늘날 초브칸 경기는 매년 각 지방에서 16개 팀이 모인 가운데 셰키(Sheki)에서 열

리는 시합과 가끔 개최되는 지역 민속 축제에서 치러진다. 경기장에는 이 전통 놀이

를 보면서 자기 팀을 응원하기 위해 전 연령대의 관객이 몰려든다. 초브칸은 아제르

바이잔의 살아 있는 유산을 상징하며, 말을 유목 문화에 기반에 둔 정체성을 강화

하면서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뛰어난 선수와 트레이너의 부재, 도시화, 선수들의 이주, 무형유산으로서 초

브칸 방치를 포함한 여러 요인으로 인해 초브칸의 실연과 전승이 약화되고 있다. 말 

사육 기관의 폐쇄로 인한 카라바흐 말의 부족 현상 역시 선수들로 하여금 전통에서 

벗어나 잡종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기에 사용되는 망치의 

길이도 길어져서 위험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관계로 미래의 선수들이 초브칸을 기

피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은 초브칸에 흥미를 잃고 있으며, 선수들

이 생업을 더욱 중시하게 되면서 팀 구성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승마연맹(Azerbaijan Equestrian Federation)과 아마추어카라바흐승

마협회(Karabakh Horses’ Amateurs Association)는 소속 초브칸 실연자들과 함께 

이 놀이의 생명력과 전승을 보장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 2개 

NGO 소속 초브칸 선수들의 주목적은 셰키 주변 지역 선수들을 아마추어 형식으

로 모아 시합을 개최하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지역 사육 기관에서 집단 훈련을 실

시하여 초브칸의 전승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해당 단체들은 사육장에 공간을 

대여하고 트레이너들에게 사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모든 훈련생에게 소정의 비용

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이와 동시에 정부에서는 셰키에서 열리는 초브칸 경기를 연례로 주최하여 환경 개

선과 장기 연주자의 지속 참여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영 

말 사육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카라바흐 품종에게 위기종 지위를 부여하고 품종 보

호, 개체 수 확대, 해외 판매 금지를 위한 장기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

부는 아제르바이잔의 무형유산과 문화 표현물 보호를 위한 실천 계획을 구상하였

으며, 초브칸 역시 살아 있는 유산으로 포함시켰다. 

실천 계획의 첫 번째 목표는 초브칸 보호를 위한 법 보장 조치를 취하고 현존하는 

무형유산법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전승 및 훈련과 관련된 규정의 세밀한 개

선, 초브칸 선수들에게 카라바흐 말과 경기장 및 전승 시설 제공 등에 최우선으로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1
국가

아제르바이잔

등재연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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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카라바흐 지역의 전통 승마놀이 초브칸

두 번째 목적은 초브칸 전통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5개 지역에서의 전승과 실

연 지속 증진이다. 현지 사육 시설에는 초브칸 정기 시합 참여를 포함하는 신설 팀 

훈련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다. 사흘 일정의 지역 시합 또한 이들 팀들 간에 실시될 

계획이다. 정부는 훈련생들이 수업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승마센터에 보조금

을 지원한다. 훈련 기록 자료, 매뉴얼, 영상자료는 현재 실연되고 있는 초브칸 놀이

와 기술에 방대한 자료로 제공된다.

세 번째 목적은 카라바흐 말과 훈련 및 연습장비의 공급 보장, 선수와 말의 안전 개

선, 초브칸 훈련장과 시설 및 전통 복장 제공이다. 여기에는 현지 농장주와 그때그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카라바흐 순종을 대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훈련장 및 시설

을 사용할 수 있는 협의가 병행된다. 전통 복장은 안전한 경기를 위해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처럼 내부에 완충 장치가 되어 있는 아스트라칸 모자, 양질의 안장과 고삐, 

망치로부터 말의 다리를 보호하는 붕대 등을 포함해 조달될 것이다. 

네 번째 목적은 초브칸의 의미와 사회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기획된 웹사이트, 정

보 책자, 영화, 행사 활동을 포함해 특히 젊은 층에 초점을 맞춘 홍보 행사로 대중 인

식과 흥미를 제고하는 것이다.

1
국가

아제르바이잔

등재연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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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정부간위원회는 아제르바이잔공화

국 카라바흐 지역 전통 승마놀이인 초브칸 

의 등재 신청서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긴급

보호목록 선정 요건에 충족됨에 따라 이 

종목을 등재하기로 결정하였다.

무형유산 정의

초브칸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은 숙련된 

선수들로부터 어린 선수들에게 세대를 

이어 전승되어 왔으며, 초브칸은 공동체

의 일상생활 일부로서 실연자들의 정체

성과 소속감을 부여한다.

유산 현황

이 종목의 생명력은 실연자와 트레이너

의 감소, 젊은 세대들의 초브칸 전통 관심

의 감소, 가속되고 있는 카라바흐 품종의 

품귀 현상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들 요인은 더욱 진행되고 있는 도시화, 이

주, 초원지대 축소 등 위협으로 인해 심해

지고 있다.

보호 조치

실연자와 비정부 단체 및 국가들이 참여

한 현재와 과거의 보호 노력은 입증되었

으며, 치밀하게 구상된 보호 조치들은 실

연자들의 참여로 계획되고 당사국의 해

당 종목 보호 의지를 잘 보여 준다.

공동체 참여

등재 신청서는 초브칸 실연자, 트레이너, 

전문가와 2개 시민사회 단체의 전격 참

여로 작성되고 자유의사로 사전에 영향

을 미친 동의는 입증되었다. 

목록

초브칸은 2010년에 문화관광부가 설립

하고 기록 · 목록작성위원회가 갱신을 점

검하는 아제르바이잔공화국의 무형유

산 목록으로 등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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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보츠와나

등재연도

2012

보츠와나 크가틀렝 지구의 토기 제작 기술
earthenware pottery-making skills in botswana's Kgatleng District

보츠와나 크가틀렝 지구의 토기 제작 기술은 바크가틀라 바 크가펠라(Bakgatla ba 

Kgafela) 공동체에서 실연되고 있다. 이 기술은 가족 내에서 대물림되며, 지켜보며 

실제로 해 봄으로써 딸과 손녀에게로 이어진다. 대부분의 기능 보유자들은 환영과 

꿈을 통해 자신들에게 기술을 전해 준다고 믿는 조상들로부터 성스러운 인정을 받

았다고 여긴다. 이 때문에 기능 보유자들은 힘들어도 자신들의 천직에 종사하는 것

을 그만두려 하지 않으며, 토기 제작을 그만두면 병이 난다고 말한다.

토기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진흙, 풍화된 사암 또는 산화철, 쇠똥, 물, 나뭇조각, 풀 

등이다. 토기 제작 기술의 장인이 된다는 것은 전통 관습 및 공동체의 신앙과 연계

된 여러 가지 문양, 디자인, 양식의 토기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됨을 의미

한다. 토기는 크기와 용도에 따라 분류된다. 가장 큰 토기는 술통으로, 안전하게 보

관하기 위해 보통 불기가 있는 전통 움막의 바닥에 반쯤 묻어 둔다. 물그릇은 물을 

담아 놓거나 식히는 데 사용한다. 조리용 토기는 용도가 2가지로, 수수로 만든 음식

을 발효시키거나 물을 길어 나르는 데 사용한다. 기능 보유자들은 조상 숭배와 전통 

치유자의 어린이 보호 의례에 사용되는 작은 토기도 제작한다.

토기 장인은 흙을 채집할 때 명상으로 조상들과 소통하여 양질의 흙이 있는 장소

로 인도받는다. 진흙과 풍화된 사암을 고르고 나서 절구와 공이를 사용해 빻은 가

루를 체에 거른 뒤 물과 섞어 진흙 반죽을 만든다.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흙 반

죽을 짓이겨 띠처럼 길게 늘어뜨려서 둥글게 감아 토기 모양을 만든다. 성형 과정의 

초기에는 오른손 손가락들의 앞쪽을 사용해 찰흙을 위로 잡아당기듯 쓸어 올리면

서 동시에 토기의 두께를 유지하기 위해 엄지를 사용하여 찰흙을 반대쪽으로 눌러 

준다. 그러고 나서 바닥부터 시작해 원형, 원추형, 타원형 등으로 성형하여 원형의 

테두리로 완성시킨다. 성형된 토기는 며칠 동안 건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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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기는 흔히 로크가포(Lokgapho)라는 지그재그형 무늬로 장식된다. 이 장식 문양

은 주택의 정돈과 청결을 상징하며, 전통 가옥 장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장식까지 

완성된 토기는 땅 속의 가마에 넣어진다. 그런 다음 말린 쇠똥을 가마에 줄지어 놓

고 그 위에 토기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은 뒤 철판으로 덮는다. 쇠똥, 나뭇조각, 풀 등

을 더 가져다가 가마를 완전히 덮는다. 소성 과정은 최대 12시간까지 계속된다. 완성

품은 돈을 받고 팔거나 가축, 담요, 가정용품, 농산품 등과 교환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토기 제작 기능 보유자들은 고령이며, 토기의 판매 부진으로 말미암아 젊

은 세대들의 관심은 많이 줄어든 상태다. 크가틀렝 지역의 여성 3만 8,000명 가운

데 단 10명의 기능 보유자만이 활동하고 있으며, 견습생은 몇 명 되지 않는다. 현재 

전승 비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어서 토기 제작 관련 기술과 지식의 긴급한 보호

가 필요하다. 토기 수요는 주민들 대부분이 물과 전통 술을 플라스틱이나 금속 용

기에다 담기 때문에 크게 줄었다. 현재 토기는 주로 장식용으로 구입되고 있다. 높

은 재료 운송비, 저조한 판매율, 완성품의 낮은 가격 등 또한 이 종목의 생명력을 위

협하는 요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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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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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자들은 기술 경연, 국가 및 기업 주최 전

시회 등을 포함하는 토기 제작 기술 보전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기능 보유

자를 알리기 위해 살아 있는 인간문화재 디렉토리의 국가 데이터베이스가 수집 및 

출판되고 있으며, 정부는 현지 제조 공예품의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지도 사항과 표

준을 도입하였다. 바크가틀라 바 크가펠라 공동체 역시 토기 제조 공예를 보호하

기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채택하였다. 그들은 소녀 및 여성용 토기가 포함된 공

예 기술을 가르치는 전통 기술 입문 학교를 부흥시켰으며, 2010년에는 한 달간 진

행되는 연례행사인 세디벨로(Sedibelo) 축제를 개최하여 크가틀렝 지구의 공예를 

선보였다. 이와 더불어 크가틀렝 지구는 임시 전시회를 개최하고 무형유산 목록 작

성 프로젝트를 도입, 토기 제조 공예 기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종목의 전승과 

지속된 생명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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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크가틀라 바 크가펠라 공동체의 보호 계획은 전통 토기 제작 공예를 강화하고 

전승 및 부흥을 장려하기 위해 몇 가지 주요 목적을 내세웠다. 이는 지식 보유자 식

별, 재료 소재 지역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체의 인식 제고, 전통 토기 제작과 관

련된 의례 및 종교 행위의 가치와 지위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매출 증진을 위해 토

기 제품의 품질 표준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 또한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기술 전

승은 종목 보호에서 필수 요소다. 교육기관은 기술 과정을 조성하고 현존하는 기능 

보유자들을 인가하여 교사나 트레이너로 연수 기관에 고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견습생들에게는 재정 지원과 사업 경영 훈련이 제공되며, 워크숍 개최와 세디벨로 

축제의 문화 활동으로 토기에 관한 지식을 알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연계된 유산 자원 감사가 이뤄져 보유자 수, 전승 수준, 연관 관습 및 의례의 

생명력을 파악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또한 토기 제작 공예의 수호자로서 공동체

의 역량을 진흥시킬 것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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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정부간위원회는 등재 신청서에 기

록된 보츠와나 크가틀렝 지구 토기 제작 

방법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긴급보호목록 

선정 요건에 충족됨에 따라 이 종목을 등

재하기로 결정하였다.

무형유산 정의

150년 전 보츠와나의 크가틀렝 지구에 

도입된 이래 바크가틀라 바 크가펠라 공

동체에 의해 실연되고 전승되어 온 토기 

공예는 인간과 그들의 조상, 공동체의 지

도층, 자연 및 사회 환경 사이의 관계를 설

정하는 신념 체계의 실현이다. 

유산 현황

이 종목은 극히 제한된 보유자 수와 그들

의 고령화, 젊은 층의 기술 습득에 대한 

관심 부족, 대량 생산되는 용기의 사용으

로 인한 시장 경쟁, 토기 제작의 낮은 경

제 수익성으로 인해 긴급한 보호를 요하

는 상황이다. 

보호 조치

제안된 보호 조치는 공예 기술자들의 토

기 제작 기술 전승, 지속 가능한 재료원 확

보 및 생산의 다양한 장려를 목표로 한다.

공동체 참여

등재 신청서 준비 과정에서 전통 관계자

와 기능 보유자 본인들 간에 충분한 상의

가 있었으며, 그들의 자유의사에 기초하

고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뤄진 사전 

동의를 얻었다. 이뿐만 아니라 종목의 등

재 및 보호 조치는 재료 채집과 관련된 규

제 관행 및 토기 제작 도중에 실연되는 의

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행될 것이다.

목록

토기 제작 기술은 2010년 푸타디코보

(Phuthadikobo)박물관과 청년 · 스포츠 · 

문화부의 문화예술과가 관리하는 크가

틀렝 지구 무형유산 목록에 등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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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츠 의식
Paach ceremony 

파츠(Paach) 의식은 산페드로사카테페케스(San Pedro Sacatepéquez) 지역에서 풍

작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거행되는 옥수수 숭배 의례이다. 옥수수 재배와 수확을 

상징하는 의례, 무용, 맘어(Mam language) 기도, 옥수수 음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자는 주로 공동체와 각별한 관계에 있는 고령의 남성과 여성들이다. 주술사 또

는 팔라멘테로스(parlamenteros) 네 명이 의식 도중에 기도를 바치며, 이들은 네 명

의 보조 팔라멘테로스의 도움을 받는다. 네 명의 대모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

하며, 의례용 옥수숫대에 지역의 전통 의상 모형을 입힌다. 의식 도중에 보유자들

은 마림바, 관악기, 타악기 음악에 맞춰 번갈아 춤을 추고 의례용 옥수숫대 인형을 

든다.  

파츠 의식은 산페드로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며, 자연에 대한 존중과 지식을 증진

시킨다. 사회 차원에서는 공동체 내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문화 간 대화를 

장려하여 공동체의 응집력에 기여한다. 의식의 전승은 세대를 거쳐 이뤄지며, 공동

체에 대한 공헌도 요건에 따른 참여자 선정에 달려 있다. 지식 전승은 그룹 리더가 

워크숍에서 신규 참여자들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구전 및 실습을 통해 이뤄진다. 파

츠 보유자들은 자신의 조부모, 부모 또는 부모의 형제자매로부터 전통을 전수받았

으며, 관련 활동에 함께하는 자식들에게 전승한다. 

최근 들어 혼란한 정치, 문화, 경제, 종교 환경으로 인해 파츠 의식 연행이 줄어들게 

되었다. 멕시코와 인접한 산페드로사카테페케스 지역에 국제 간 상업 교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지역의 경제 발전에 이로운 효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젊은 세대들

에 집중된 지역 정체성의 약화를 불러왔다. 일부 젊은이들은 파츠 의식이 의미 없다

고 생각한다. 또한 실연자 대부분의 어려운 경제 상황은 그들로 하여금 의식에서 멀

어지게 했다. 또한 기독교 종파의 확산으로 의식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이

를 포함한 일부 참여자들이 의식을 거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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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여전히 참여하고 있는 원로들은 더 이상 파츠 의식 전체를 연행하지 않더

라도 파츠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로들은 지역과 옥수수 보전 등 전통 가

치관의 소실이 일련의 사회 및 자연 현상을 불러와 그 결과 곡식의 흉작을 초래했

다고 말한다. 이뿐만 아니라 원로들의 고령화와 그들 지위에 대한 존중심 쇠퇴, 의

식 가치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이 모든 것이 이들 문화 표현의 소멸을 가속시킬 수 있

는 위협 요소로 작용한다. 

새로운 보유자의 부재는 원로들로 하여금 이 문화 표현의 소멸 방지를 위한 청원 활

동에 나서게 하고 지속 보장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게 하였다. 그들은 미래의 팔라

멘테로스에게 의례의 중심이 되는 맘어 기도를 가르칠 강사도 선임하였다. 위원회

는 파츠 의식의 국가 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끝마쳤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 의회는 보

유자들에게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산페드로사카테페

케스 문화의 집은 파츠 의례 음악과 이에 대한 시적 설명이 수록된 음반을 제작하

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역 차원에서 의식에 대한 인식과 지원 증진을 위한 조치

들이 취해졌다. 일부 공동체 일원은 보유자들을 가정으로 초청해 기도를 연행하도

록 부탁하기도 했지만 이는 보유자에 대한 재정 문제로 중단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보호 계획이 작성되었다. 보호 계획의 주목적은 파

츠 의식과 관련된 지식 및 기술 전승의 강화, 의식과 관련된 가치관에 대한 인식 제

고, 의식의 지속 가능성과 보유자에 대한 인정 강화 등을 비롯해 산페드로 구성원, 

특히 젊은 계층의 정체성 강화 방안으로서 의식 홍보 및 파츠 의식 목록 등재 내용 

개정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구상해 볼 수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파츠 의식을 전수하기 위한 학교가 설립되고, 젊은 계층을 포함한 신규 참여자들은 

맘어 수업을 받게 된다. 맘어 기도문의 스페인어 번역도 진행된다. 신규 보유자들이 

선정되어 음악 교육을 포함한 관련 의례, 기술, 지식을 배우게 된다. 보유자들은 또

한 파츠 의식의 일원으로서 해 온 노력을 인정받게 된다. 홍보 활동으로는 의식과 관

련된 서적과 영상물의 출판 및 배포, 여러 매체를 통해 그 가치를 홍보하는 캠페인, 

순회 전시회 설립, 의식과 관련된 문헌 고찰 및 수집, 젊은 층과 원로 간 대화를 설립

하기 위한 회의 개최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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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츠 의식

추가 지원은 파츠 의식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전략 접근 방식으로서 혼교주의에 대

한 포럼, 의식에 사용되는 의상과 악기 및 부속품 구매, 연례 정기 연행을 지원하는 

지역위원회 설립, 의식에 대한 고대 기록 고증으로 실제 현장 복구, 파츠 의식을 지

원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한 조언과 기술 원조 제공, 국가 차원의 옥수수의 날 제정

을 위한 활동 등이 펼쳐지게 된다.

3
국가

과테말라

등재연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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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정부간위원회는 파츠 의식의 등재 신 

청서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긴급보호목록 

선정 요건에 충족됨에 따라 이 종목을 등

재하기로 결정하였다.

무형유산 정의

파츠 의식은 산페드로사카테페케스 공

동체가 자신들의 문화유산과 정체성의 

구성 요소로서 경험한다. 또 의식, 음악, 

무용, 행렬, 음식과 관련된 관습은 조부

모로부터 손자들에게 일상에서 행해지

는 온갖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전승된다. 

유산 현황

실연자의 인원 감소, 고령화 및 경제 상태

의 어려움, 산페드로사카타페케스의 도

시화가 불러온 사회 및 경제 환경 변화로 

인해 파츠 의식의 생명력은 심각한 위협

에 처해 있다. 

보호 조치

공동체 구성원과 지역 관계자들의 노력

과 더불어 실행되는 보호 조치는 실연자 

공동체 확장, 심화된 목록 작성 사업 실

시, 파츠 의식의 사회 · 문화 · 환경의 의미

와 주요 보유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조치의 이행 양상

과 개별 책임, 젊은 세대에 대한 흡인력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 비

용의 상당 부분이 재원 출처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서 제안된 조치의 실현 가능성

이 불확실한 면이 있다.

공동체 참여

파츠 의식의 실연자, 특히 의식위원회와 

주술사들은 등재 신청서 작성을 위한 현

지 조사와 실무 세션에 참여하였으며, 실

연자 모두 자유 의사에 기초하고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뤄진 사전 동의를 제

공하였다.

목록

파츠 의식은 문화체육부 문화자연유산

과가 운영하는 문화재등록부에 포함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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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

인도네시아

등재연도

2012

파푸아의 다용도 매듭 또는  
직조 수공예 가방 노켄
noken multifunctional knotted or woven bag,  
handcraft of the people of Papua 

노켄(Noken)은 인도네시아의 파푸아 주 및 서부 파푸아 지역의 민족 공동체 사이에

서 발견되는 전통 공예품이다. 매듭을 짓거나 짜는 방식으로 만드는 노켄은 나무 섬

유 또는 나뭇잎을 재료로 하며, 일부는 도색과 장식이 되어 있기도 하다. 큰 노켄은 

일상생활에서 농작물, 바다 및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 장작 등을 나르거나 작은 동

물 또는 아기들을 데리고 다니는 용도로 이용되기도 하고 물건을 담거나 가정에서 

물건을 보관하는 데도 사용된다. 작은 크기의 노켄은 빈랑나무 열매(betelnut), 음

식, 책 등과 같은 개인 물품을 넣고 다닌다. 노켄은 또한 머리 또는 몸을 가리거나 청

혼, 결혼식, 자녀의 성인식 등 의식과 축제 때 입는 전통 의상에 장신구로 사용되기

도 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는 노켄은 친분의 상징으로 선물되기도 하며, 산

악 공동체에서는 분쟁 당사자들 간에 화해용 선물로 건네지기도 한다. 노켄은 또한 

여성의 다산, 행운,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하자마

자 어머니는 아기에게 고구마 등 음식이 든 작은 노켄을 줘서 자립성과 타인에게 도

움이 되는 습관을 길러 준다. 노켄은 파푸아인들의 전통 관습, 문화유산, 세계관의 

일부분을 형성한다.

노켄을 만드는 방법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기본은 다음과 같다. 작은 나무나 관목의 

가지, 줄기, 껍질을 잘라내 불에 데운 뒤 물에 며칠 동안 담가 둔다. 물에 담그고 나면 

나무의 섬유질만 남는다. 건조시킨 섬유질을 손바닥으로 허벅지에다 대고 꼬아 튼

튼한 실이나 줄로 만들며, 때로는 천연염료로 염색하기도 한다. 이 줄을 손으로 매

듭지어 다양한 패턴과 크기의 그물 가방을 만든다. 매듭짓기 외에 나무껍질이나 나

무 섬유질, 판단(pandan) 잎, 어린 사고(sago) 잎이나 늪지의 풀을 엮어서 노켄을 만

드는 곳도 있다. 일부 지역은 색상이 대비되는 풀을 선택하기도 안다. 섬유질, 나뭇

잎, 풀은 상징성을 띠는 여러 가지 무늬로 짠다. 노켄의 형태, 모양, 지역 문양, 색채는 

종족 공동체에 따라 다르고 지역 문화 정체성의 중요한 일부 요소를 형성한다. 노

켄을 만들고 입고 사용하는 다양한 방식은 자연과 환경에 대해 반응하면서 끊임없

이 발전 및 재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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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

인도네시아

등재연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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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푸아의 다용도 매듭 또는 직조 수공예 가방 노켄

노켄 공예가는 주로 여자지만 일부 공동체에는 남자 공예가도 활동하고 있다. 따

라서 노켄 문화 보호에 여성들은 특별한 역할을 한다. 노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

우 정교한 손놀림, 주의력, 예술 감각이 요구되고 수 개월 동안 훈련해야 능숙해진

다. 노켄 기술은 오래 동안 부모로부터 아이에게 전승돼 왔다. 어린 소녀들은 어머

니나 할머니, 소년들은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 노켄 만드는 법을 평상시에 배운

다. 전통 전승 방식은 비록 효과가 있지만 현재의 전승 빈도는 아이들의 높은 진학

률에 따라 노켄을 만들 시간이 없어서 줄어들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노켄 공예

가는 40세 이상이다. 

노켄 공예가의 수 역시 나무 섬유를 만들 재료를 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줄어

들고 있다. 많은 공예가가 혁신일 정도로 시간을 절약시켜 주는 반면에 값을 치르고, 

생분해되지 않으며, 외부인들이 구입해 판매하는 공장제 나일론이나 플라스틱 끈 

수입품으로 바꾸고 있다. 나무 섬유나 나뭇잎으로 만든 현지의 천연 끈에서 인공재

료로 넘어가는 것은 또한 문화의 순수 가치를 잃는 것을 의미한다.

노켄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인구 수 또한 줄고 있다. 마을에서는 여성, 아이, 남성

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여전히 노켄을 사용하지만 도시와 파푸아 외부에서 들여온 

물건을 파는 시장이 있는 곳에서는 노켄을 사용하는 사람이 적다. 파푸아 주민들

은 수입 가방을 선호하기 시작했으며, 많은 노켄 공예가는 지금 자신들이 만든 제

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자치 정부들이 노켄 문화 보호를 위해 학교 수업 자료에 현지의 전통 문화 예술

을 소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러한 노력은 현재 자금 부족, 재료 조달의 어

려움, 노켄 관련 교재 부족, 노켄 공예 교사 초빙의 어려움 등으로 중단됐다. 일부 공

동체는 공예가 집단을 조직해 노켄 문화를 보호하고자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아직 

확산 범위나 조직력이 미흡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켄 유산 보호에서 또 다

른 걸림돌로는 보호 활동에 부여된 낮은 우선순위, 노켄 유산 보호의 중요성에 관

한 이해 관계자들의 인식 부족을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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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푸아의 다용도 매듭 또는 직조 수공예 가방 노켄

이 결과 정부는 노켄의 보호와 발전을 위한 실천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첫 번째 목

표는 노켄의 보호와 젊은 세대로의 전승을 고취시키는 토대로서 사진, 영상, 참고

서, 기사 등 형식으로 파푸아 및 서파푸아에 거주하는 다양한 종족 공동체의 노켄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청소년들에게 노켄 문화를 전수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책, 대화형 CD 또는 DVD, 포스터 형태의 노켄 교육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노켄을 학교 교육 과목에 ‘지역 콘텐츠’로 재도입하기 위하여 공

예가들로 하여금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노켄을 가르치고 교사들에게 ‘교사 연수’에 

참여하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네 번째는 특히 어린 세대들에게 노켄을 연수

시키는 것으로 노켄 공예가 단체를 지원 및 장려하고, 노켄 공예가들이 더욱 쉽게 

재료를 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나무를 심는 것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다. 마지막  

목적은 노켄 공예품과 무형유산의 일부로 연관된 문화 가치들, 노켄 문화의 보호 및 

발전 중요성에 대한 파푸아 주민들의 인식 제고에 두고있다.

4
국가

인도네시아

등재연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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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정부간위원회는 파푸아의 다용도 매 

듭 또는 직조 수공예 가방 노켄의 등재 신 

청서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긴급보호목록 

선정 요건에 충족됨에 따라 이 종목을 등

재하기로 결정하였다.

무형유산 정의

파푸아와 서파푸아의 다양한 민족 집단

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노켄

은 지역 정체성의 징표로서 구성원들에

게 공유 유산을 부여하며, 노켄이 만들어

지고 사용되는 다양한 방식은 해당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 준다. 

유산 현황

노켄과 관련된 전통 비법은 어린 세대들

로의 전승 과정에서 발생되는 공백의 위

험성, 현대 물품 및 수입품과의 경쟁, 인공 

재료로 대체되어 가고 있는 전통 재료의 

희소성 등으로 인해 긴급한 보호를 필요

로 하고 있다.  

보호 조치

제안된 보호 조치는 연구 및 목록 작성,  

공교육 및 비공식 교육에서 지역 교재로 

사용될 수업 자료 준비, 노켄 제작 기술의 

집단훈련, 공동체 내 노켄의 기능 부활, 

지방자치 정부의 노켄 홍보를 포함한다. 

공동체 참여

파푸아와 서파푸아의 다양한 공동체들

은 등재 신청서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담긴 내용을 확인하는 데 폭넓게 참여했

으며, 그들의 자유의사에 기초하고 충분

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뤄진 사전 동의에 

대한 증거도 제공하였다.

목록

노켄은 파푸아의 역사 및 전통 가치 보호 

사무실에 의해 공동체의 참여와 함께 실

시됐으며, 최신 자료로 정기 갱신된 문화

가치, 예술, 영화 총국의 국가 목록 시스템

에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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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

키르기스스탄

등재연도

2012

키르기스 족의  
전통 펠트카펫 알라키이즈와 쉬르닥
ala-kiyiz and Shyrdak, art of Kyrgyz traditional felt carpets 

전통 펠트카펫은 키르기스 문화유산의 구성 요소로서 키르기스 족에게 정체성과 

연속성을 부여한다. 키르기스 펠트카펫 공예는 펠트카펫으로 집을 따뜻하게 하고 

장식하는 유목민의 일상과 불가결하게 연결되어 있다. 키르기스 족은 전래로 알라

키이즈(Ala-kiyiz)와 쉬르닥(Shyrdak) 두 종류의 펠트카펫을 만든다. 알라키이즈는 

보통 집의 부엌과 입구에 깔며, 좀 더 복잡하고 제조비가 많이 드는 쉬르닥은 집안

에서 가장 신성한 곳에 놓여진다. 두 가지 카펫 모두 신부의 혼수에 포함되며, 쉬르

닥은 집들이 선물로 사용되기도 한다.  

펠트 카펫의 제작 기법, 패턴, 색상, 형태는 어머니 및 할머니와 공동체의 숙련된 공

예가로부터 어린 소녀에게 실생활에서 합동 작업 형태로 전승되며, 가장 잘 만든 작

품은 널리 배포되고 모방된다. 카펫 제작은 공동체의 합동 작업이며, 조상 때부터 

판매용보다 물물거래나 교환으로 유통되어 왔다. 따라서 이 전통은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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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지식 및 기술 보유자는 대개 40세 이상의 중년 여성이다. 알라키이즈의 경우 

나이가 가장 많은 연장자가 제작 전 과정을 감독하며, 그 밖의 여성들은 양모를 처

리하고 펠트를 누르고 마무리 작업을 한다. 남성들 역시 참여하여 양털을 깎고, 장

작을 준비하고, 물을 데우고, 함께 양모 누르기를 하고, 완제품을 시장에 내다 판다. 

쉬르닥의 경우 원 재료인 펠트를 준비하는 과정은 공동 작업이지만 완성품은 여성 

한 명이 친지 두어 명의 도움을 받아 제작한다. 장식은 매우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

구되는 과정으로, 공예가는 사전 도안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장식 모양을 그리면서 

오로지 전통 색채 및 문양 지식에 의존해 완성품을 만들어 낸다. 따라서 그녀는 공

동체에서 각별한 존경을 받는다.

5
국가

키르기스스탄

등재연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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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트카펫 전통 공예 전승의 지속성은 여러 위협 상황에 직면해 있다. 현재는 50여 

명의 보유자와 1,000명도 안 되는 실연자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 종목은 키르기스

의 젊은 세대들에게 교육 기관이나 대중 매체를 통한 양성과 홍보가 이뤄지지 않

고 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수작업으로 펠트카펫을 만드는 일에 신경 쓰지 않으

며, 몇 명 되지 않는 젊은 실연자는 거의가 공예가의 자녀들이다. 따라서 나이든 보

유자가 사망하면 그녀가 지닌 전통 기술, 염료 및 문양의 의미에 관한 지식은 소멸

되고 만다. 

여기에 더해 몽골의 공동 농장 해체는 목양 산업의 침체와 더불어 고급 양털(메리

노) 및 올이 굵은 양털 등 카펫 재료의 희소 현상을 야기시켰다. 이와 함께 수입된 값

싼 합성 소재 카펫이 시장을 독점하며 현지에서 생산된 수공예 펠트카펫의 입지를 

앗아가고 있다. 그 결과 알라키이즈는 키르기스 족의 집 안에서 거의 사라졌으며, 쉬

르닥은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이 전통 공예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단기 계획과 장기 계획을 긴급히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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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제품 개선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 등 외딴 지역에서 펠트 제품을 

생산하는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몇 가지 진행되어 왔다. 협동조합과 개별 

공예가들 역시 자진해서 펠트카펫 공예를 계속하고 다음 세대에 지식을 전승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 펠트생산자협회는 지역, 국가, 국제 차원의 펠트카펫박람

회를 개최하였으며, 2년에 한 번 개최하는 국제펠트심포지엄이 키르기스의 펠트 전

통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공예품 시장의 발전을 활성화

하기 위해 펠트카펫 수입 규제를 간소화했다.

정부는 키르기스 전통 펠트카펫이 당면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

는 실천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 계획은 공예 산업의 저작권 및 공예가에 대한 기존

의 사회 지원과 관련된 법 및 규제, 기타 문서의 내용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목적은 

국가의 법을 키르기스스탄이 채택한 국제 협약과 부합하도록 조정 및 개선하는 동

시에 관련 공동체 및 공예문화 분야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NGO와 함께 종목 보호

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계획은 또한 키르기스 공예가들이 사용하는 양모의 품질을 개선하고 원자재 은행

을 설립하기 위해 펠트카펫을 생산하는 협동조합과 시범 협력 사업을 제안하고 있

다. 계획은 펠트카펫을 생산하기 위한 고품질 양모 제작에서 초원 환경 개선과 양 

선별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5
국가

키르기스스탄

등재연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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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은 보유자의 소개 책자, 펠트카펫 종류의 목록, 정보의 수치화, 지식 및 기술

의 기록 보관 등을 포함하는 지역별 펠트카펫 기본자료 축적(데이터베이스)을 강

구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박물관의 연구원과 대학생들은 카펫 제작 현장에서 민족

지학 관점의 연구를 수행하고, 도서 및 영상물들은 어른과 어린이용 교육 프로그램

과 함께 학생들에게 출판 및 배포될 계획이다. 경영, 마케팅, 품질관리, 무역,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도 계획된 가운데 이를 통해 차세대 실연자들의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외딴 지역의 생산자들이 전 세계의 고객들과의 소통 및 개별 사업

을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이 기대된다.

이 계획은 펠트카펫 관련 지식의 실연자 및 보유자를 위한 재정 지원, 상장 및 지위 

부여 등 여러 혜택도 제시하고 있다. 보유자와 실연자는 정부의 특수한 사회 보장을 

받는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생산자들이 노력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 

무역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계획은 대중 매체를 통해 펠트카펫 공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

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과 취학 전 아동들을 위한 펠트카펫 제조 

공방 현장 답사가 실시를 비롯해 공예 관광, 펠트 심포지엄, 펠트카펫 관련 특별 프

로그램 등이 여러 집단의 현지인과 관광객 및 외국인을 위해 운영될 것이다.

협약 정부간위원회는 키르기스 족의 전통 

펠트카펫 알라키이즈와 쉬르닥의 등재  

신청서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긴급보호목

록 선정 요건에 충족됨에 따라 이 종목을 

등재하기로 결정하였다.

무형유산 정의

전통 펠트카펫은 키르기스인, 특히 여성 

카펫 공예가들에게 유목 생활 방식과 연

관된 정체성 및 연속성을 제공한다. 

유산 현황

키르기스 펠트카펫은 현재 카펫 공예에 

관심이 없는 젊은 세대들, 적절한 국가의 

보호 정책 부재, 재료의 희소성 및 품질 

저하, 대량 생산되는 값싼 합성 재질의 카

펫 도입 등으로 생명력이 위협받고 있다. 

보호 조치

5개년 보호 계획은 법 및 정책 조치, 원료 

접근성 개선, 전승 강화, 국내외 인식 제고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공동체 참여

등재 신청서는 카펫 공예가들의 참여로 

준비되었으며, 이들은 자유의사에 기초

하고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뤄진 사

전 동의를 제공하였다. 

목록

키르기스 펠트카펫은 2008년에 국가 무

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었으며, 이 목

록은 2011년에 문화관광부에 의해 갱신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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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

몽골

등재연도

2013

몽골 서예
Mongolian calligraphy  

몽골 서예는 연속된 선을 통해 수직으로 연결되어 단어를 형성하는, 90개 글자로 

이뤄진 몽골 고대문자를 손을 이용해 직접 글씨로 쓰는 육필 예술이다. 머리(head), 

이빨(tooth), 줄기(stem), 배(stomach), 활(bow), 꼬리(tail)로 구성된 6개의 주요 획이 

합쳐져서 하나의 글자를 만들어 낸다. 몽골 서예의 3가지 용도는 전통과 사회의 필

요성에 의해 정의된다.

첫 번째로 몽골 문자의 정확성은 중요 행사의 정확한 기록에 특히 적합하다. 현재 

몽골 문자는 공식 서한, 초청장, 외교 서신, 연애편지에 사용된다. 가장 뛰어난 실력

과 정확도를 자랑하는 서예가들은 졸업장, 족보, 공동체 상장, 지방 및 중앙 정부 문

서에 자신의 재능을 제공하도록 요청받게 된다. 

두 번째로 전통 몽골 서예는 속기의 일종인 공시성(共時性) 글쓰기에 사용된다. 공

시 속기사들은 현재 몽골 문자로 출간되는 신문, 몽골문자문화센터, 대통령비서실

에 고용되고 있다.

세 번째로 몽골 서예는 이른바 ‘접힌 서체’ 형태로 표장, 동전, 우표 등에 사용된다. 

접힌 서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각 글자의 독특한 형태를 이해하고 작은 공간에 글

자들을 끼워 맞춰 단어가 원형이나 정사각 형태를 취하도록 조절해야 한다. 접힌 

서체는 회사, 단체, 협회 등의 로고와 정부 기관 및 비정부 기관의 도장에 사용된

다. 원형 및 정사각형으로 접힌 서체를 구사하는 서예가는 진정한 지식인으로 인

정받게 된다. 

서예 교육은 주로 가정에서 행해져 왔다. 전통 스승들은 가장 뛰어난 제자들을 선

정하여 서예가로 키운다. 성실하고 소질 있는 학생이 몽골 서예에 숙련되기 위해서

는 5년에서 8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스승과 제자의 연은 한평생 이어지며, 서로

가 각자 추구하는 예술성을 수시로 격려해 나간다. 따라서 한 명의 스승은 지금처럼 

봉사자로 활동하면 한 평생 가르칠 수 있는 학생 수는 5~10명에 불과하다. 현재 남

아 있는 전통 서예가의 수도 매우 적으며, 대부분 정규적으로 고용되지 않은 채 보

통 낮은 보수를 받거나 무상으로 일하고 있다. 현재는 젊은 서예가 20여 명의 소규

모 공동체에서 세 명의 중년 스승들이 가르치고 있을 뿐이다. 길게 볼 때 현대 생활

의 실제 문제들, 도시화, 갈수록 급진전되는 변화 때문에 그들의 노력은 오래 지속

되지 못할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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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서예는 몇 가지 심각한 위협에 당면해 있다. 기술 개발과 함께 고대 몽골 문자

를 구사하는 서예가를 위한 정규직 일자리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였다. 이에 더해 

사회 변화, 도시화, 지구화 시대에 들어 전통 역사와 문학 문화에 대한 무관심이 만

연해졌으며, 이 현상은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두드러진다. 따라서 몽골 서예가 잊히

지 않도록 젊은 계층으로 하여금 전통 서예에 관심이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

들이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생계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세대의 봉

사자들이 무보수로 학생들에게 서예를 가르치기 위해 수십 년을 바치는 것을 기대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현존하는 서예 관련 지식과 노하우는 대부분 고령의 보유자

들이 남긴 일지와 쪽지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것들은 모두 제각기 독특한 펜과 붓을 

사용한 서체로 되어 있다. 목양자와 젊은이들은 이러한 자료들을 접하거나 보유자

들을 만나기 위해 몽골의 각지로 찾아다닐 여유가 없다. 또한 제대로 된 국가 정책

과 경제 지원이 부족하다. 몽골 문자와 서예가 보호받고 부흥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획, 이행, 관리, 인력자원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도 몽골 서예는 긴급 보호가 필요한 국가 무형유산 목록에 추가되고, 

일반 교육 과정에 고대 몽골 문자 수업이 포함되어 몽골 문자를 가르치는 교재들이 

학교에 도입되는 등 몇 가지 보호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또한 국영 몽골 문자 프로

그램이 시행되어 서예 첫 훈련 과정은 현재 몽골의 유명한 서예가들을 배출해 냈다. 

서예 센터가 수도 울란바토르에 설립되고, 이곳에서 전시회 주최와 붓글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몽골 서예가의 합동 전시회 및 세미나가 개최되어 몽골 서예의 현황 

및 미래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더불어 문자문화센터는 매해 서예 경연이 포

함된 젊은 창작가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 언론사들이 서예 대회

를 개최하여 이 전통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오고 있다.

6
국가

몽골

등재연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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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골 서예

보호, 부흥, 전승을 통한 몽골 서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

요 보호 조치가 이행될 것이다. 몽골 서예와 그 원천 및 발전, 내용 및 형식뿐만 아니

라 몽골 서예가와 그들의 기법 및 작품에 대한 세부 연구가 진행된다. 몽골 언어와 

문자 교사를 위한 지역 연수가 이뤄지고, 일반 교육 기관에서 몽골 문자 및 서예가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전문 훈련 과정 역시 학교, 문화센터, 청소년센터에

서 이뤄지게 된다. 

기타 계획된 활동으로는 몽골 서체에 관한 수업이 수록된 학생 수첩과 DVD의 출

판 및 배포, 종목의 생명력에 관한 학술대회 개최, 고대 몽골 문자의 전통, 풍습 및 

학습법 관련 영화 제작 · 배급 · 상영 등이 있다. 일련의 몽골 서예 전시회가 개최되

어 우수 작품을 실은 카탈로그도 함께 발간 예정이다. 울란바토르에는 몽골 문자 

전시관이 설립될 것이다.

협약 정부간위원회는 몽골 서예의 등재 신 

청서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긴급보호목록 

선정 요건에 충족됨에 따라 이 종목을 등

재하기로 결정하였다.

무형유산 정의

몽골 서예는 몽골 민족 전체에 정체성과 

지속된 역사성을 제공하며, 1990년 민주

주의 수립과 함께 부흥이 이뤄져서 현재

에도 보유자들에게 중요한 사회 및 경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유산 현황

지식을 전수하는 보유자의 제한된 숫자, 

적절한 보호 조치의 부재, 젊은 세대의 관

심 부족으로 인해 몽골 서예의 생명력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보호 조치

보호 조치는 교육, 교재 출판, 연구, 기록

화, 인식 제고를 포함하면서 과거의 경험

과 기존의 보호 활동들이 제안된 조치의 

실현 가능성을 향상시킨다. 

공동체 참여

서예가 단체, 연구 기관, 정부 기관의 참

여는 등재 신청 과정에 도움이 되었다. 이

들의 자유의사에 기초하고 충분한 이해

를 바탕으로 이뤄진 사전 동의는 비록 고

대 몽골 문자가 아닌 키릴 문자를 사용하

였지만 명확하게 표시되었다.

목록

몽골 서예는 2011년에 갱신된, 긴급 보호

가 필요한 국가 무형유산 목록에 포함되

어 있고, 해당 종목의 정보 및 기록은 문

화체육관광부의 문화센터에 의해 수집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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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부소가 왕국의 박으로 만든  
트럼펫과 춤 공연 빅왈라
bigwala, gourd trumpet music and dance  
of the busoga Kingdom in uganda  

빅왈라(Bigwala) 음악과 춤은 우간다의 부소가(Busoga) 족 문화 행위다. 가사는 부

소가 족의 역사를 서술함으로써 그들이 과거를 접하고 정체성을 재확인할 수 있게 

한다. 빅왈라는 예부터 왕실 행사, 부소가의 정체성, 그들의 소중한 문화를 상징하

는 왕이라는 인물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빅왈라 음악과 춤은 부소가 족의 통합

을 상징한다. 빅왈라 노래는 영도력, 결혼 문제, 사회 규범이나 관습 등의 다양한 주

제를 다루기도 한다. 음악은 다섯 개의 단조를 발생시키는 박 트럼펫으로 연주되며, 

트럼펫은 크기와 역할에 따라 이름이 붙어져 있다. 연주자들은 각자 한 음만 담당

하며, 합주할 때 온전한 음악 형태를 갖추게 된다.

빅왈라 음악의 리듬은 원추형의 큰 북, 왕도마뱀 가죽을 댄 큰 북, 한 쪽 끝이 트인 

도마뱀 가죽 작은 북, 중간 크기의 원추형 북, 작은 원추형 북으로 구성된 5개의 북

에서 나온다. 모든 원추형 북은 암소의 가죽을 덧대고 북채를 이용해 연주하며, 왕

도마뱀 가죽을 덧댄 다른 북들은 북채 없이 손으로 연주한다. 빅왈라의 공연은 보

통 하나의 나팔로 시작하여 다른 나팔들이 가담하며, 고수들과 가수 겸 춤꾼들이 

차례대로 그 뒤를 잇는 것으로 진행된다. 가수 겸 춤꾼들은 나팔 연주에 맞춰 5명
의 고수 주위를 원형으로 움직인다. 춤꾼들은 드럼에 맞춰 허리를 흔들며 신명나게 

두 손을 들어 올리면서 춤을 추고, 공연이 절정에 이르면 여자들이 흥분하여 울부

짖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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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관련 지식 및 기술은 구전과 민속음악 및 무용 축제, 대관식 및 왕실의 장례식 

같은 의례에서 모방을 통해 전승된다. 그러나 이들 행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현

재 남아 있는 빅왈라 장인은 유일하게 트럼펫과 드럼 제조 및 연주와 관련된 기술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춤사위를 알고 있는 장인들은 네 명에 불과하다. 이들의 전

수 노력에 젊은이들은 무관심으로 반응하였으며, 대중음악과 라디오 및 TV 매체의 

빅왈라 음악 부재는 이러한 무관심에 한몫을 하였다. 따라서 빅왈라의 소멸 가능성

이 분명히 있으며, 이는 부소가 족의 문화 가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빅왈라 음악과 춤이 직면한 존속의 위기를 직시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노력

이 실행되어 왔다. 응급 보호 조치로 공동체의 원로와 스승들은 빅왈라 음악을 배

울 수 있는 젊은이들을 지정하고 이들에게 빅왈라 악기의 제조 및 연주를 가르치고

자 하였다. 그러나 이 접근 방식은 원로들과 젊은이들의 생계 활동을 위해 전수를 

중단해야 했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했다. 젊은이들은 트럼펫 제조에 필요한 박을 살 

자금조차 보유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빅왈라 보호 조치가 실현 가능성을 있기 위해

서는 장인 공연자들의 일일 생계 비용을 고려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술 차원에서 우간다 국립민속학자협회(NACOFU: National Council of Folklorists 

of Uganda)는 키암보고(Kyambogo) 대학교의 지원 아래 종목을 연구하고 기록하

는 작업에 착수했다. 근래에 수행된 기타 연구들은 대부분의 실연자와 잠재 공연

자들이 가상공간에서만 접할 수 있는 음원을 포함한 자료를 사용할 제반 시설 및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종목 보호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는 지식수준 전반

이 아직 낮다 보니 좀 더 폭이 넓고 자신의 주체성을 장려할 수 있는 수단으로 현지 

언어를 사용하는 전통의 전수법이 필요하다. 국가와 교육 기관의 훈련 제공 및 악

기 구매 자금 부족은 빅왈라의 전수에 또 다른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자

금 부족으로 인해 국가 차원의 문화제에 초청된 빅왈라 공연자의 기록 역시 포기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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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기술된 난제들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들이 제안되었다. 젊은이

들이 해당 유산에 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하지만 대부분 학습 속도가 빠르고, 다른 

관점에서 볼 때 부소가 인구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

는 것이 다소 신속하고도 오래 지속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빅왈라 트럼펫 

제조 및 연주에 들어가는 공식 교육과 비공식 연수가 우선순위에 놓여야 하며, 이

는 특히 장인 공연자의 수나 연령대 또는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적절한 조치다. 

4명의 장인 공연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실습을 진행할 것이며, 인근의 젊은이와 교

사 참가가 장려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양질의 빅왈라 곡 음원과 공연 영상 기록물

이 제작되어 공동체의 빅왈라 음악 및 춤에 대한 관심을 되살리는 데 사용될 것이

다. 다양한 축제에서는 빅왈라 음악 및 춤의 공개 공연과 홍보 활동이 실시될 것이

다. 공연을 장려하는 인센티브로 레퍼토리에 빅왈라를 포함하는 합창단이나 공연

단에 대가가 주어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빅왈라 공연의 사진과 영상 기록으로 구성

된 전시회가 열려 시각 예술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학

술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을 만들어 낼 것이다. 빅왈라 음악이 수록된 CD

와 DVD 역시 제작하여 일반 판매될 것이다. 세미나를 열어 연구 성과를 보고하고 

빅왈라 공연의 반응을 논의하여 빅왈라 공연에 대한 추가 보호 조치, 지속 가능성 

보장 등 활동을 지정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빅왈라 음악 음원 및 영상이 라

디오와 TV에 배포되고 논의되어 부소가 족에게 빅왈라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의 의

미를 대중에게 알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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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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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정부간위원회는 우간다 부소가 왕국 

의 박으로 만든 트럼펫과 춤 공연 빅왈라 

의 등재 신청서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긴급

보호목록 선정 요건에 충족됨에 따라 이 

종목을 등재하기로 결정하였다

무형유산 정의

왕실의 의식과 기타 중요 공동체 의례의 

핵심 요소인 빅왈라 음악과 춤은 부소가 

족에게 공통된 정체성과 지속된 역사성

을 제공하여 사회 응집력을 강화시키고 

현대 후손들에게 죽은 조상들과 영혼의 

교감을 하게 해 준다. 

유산 현황

빅왈라의 생명력은 현재 고령 보유자의 

제한된 수, 전래 전승 수단의 약점, 전통

의 이해 및 관심이 부족한 젊은 세대, 보

유자 및 잠재된 미래 실연자의 경제 상황 

어려움 등 중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보호 조치

지금까지의 보호 활동으로는 공동체와 

지역 및 국가 차원, 특히 대학의 연구 프

로그램에 포함시킴으로써 종목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있다.

이와 더불어 빅왈라의 생명력을 위해 실

현 가능한 보호 계획은 현존하는 4명의 

고령 공연자와 4곳의 현지 및 지방 단체

들이 함께한 공동체의 참여를 통한 교육, 

기록화, 영상 및 음성 기록물 배포, 악기 

제작 및 연주 관련 축제와 워크숍 개최 등

을 함께 제안하고 있다.

공동체 참여

등재 신청 과정에 부소가 공동체, 특히 빅

왈라 공연자와 지방 정부의 참여가 도움

이 되었다. 또 실연자와 지역 문화 단체는 

자유의사에 기초하고 충분한 이해를 바

탕으로 이뤄진 사전 동의를 제공하였다.

목록

관련 공동체의 참여로 박 트럼펫 음악과 

춤은 2010년에 성 · 노동 · 사회발전부의 

관할 아래 부소가 공동체의 무형유산 목

록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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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가

우간다

등재연도

2013

우간다 서부 바투로, 바뇨로, 바투쿠,  
바타궨다, 바냐빈디 족의 엠파코 전통
empaako tradition of the batooro, banyoro, batuku, batagwenda  
and banyabindi of western uganda 

엠파코(Empaako)는 우간다 서부 바투로(Batooro), 바뇨로(Banyoro), 바투쿠

(Batuku), 바타 다(Batagwenda), 바냐빈디(Banyabindi) 족의 명명 체계로서 공동

체 내부에서 아이들에게 이름과 성에 추가로 공유되는 열두 개 이름 가운데 하나

를 부여하는 전통이다. 아풀리(Apuuli), 아랄리(Araali), 발라(Bbala), 아찰리(Acaali)

는 남자 아이의 이름이다. 아키키(Akiiki), 아디에리(Adyeri), 아무티(Amooti), 아트워

키(Atwoki), 아부키(Abbooki), 아티니(Ateenyi), 아브월리(Abwoli)는 남녀 구분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오칼리(Okaali)는 부족장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다. 누군

가를 엠파코라고 호칭하는 것은 사회 유대 관계에서 호의를 의미한다. 엠파코 호칭

은 인사나 애정, 존중, 경예, 사랑의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다. 행운을 기원하거나 자

비를 요청할 때 쓰이기도 한다. 엠파코를 사용하여 사회 정체성과 통합, 평화와 화

해 등과 관련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분노와 긴장 상태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보유자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엠파코가 관계가 틀어질 때 사라지게 되며, 구성

원들이 서로 화해할 때 복구될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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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파코는 여자 아이의 경우 생후 3일, 남자 아이의 경우 생후 4일 뒤에 각각 치러지

는 명명 의식에서 부여된다. 이와 비슷한 의식은 씨족 집단 외부에서 태어난 아이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외부인의 경우나 모두 치를 수 있다. 의식은 가정에

서 행해지며, 씨족 집단의 우두머리가 집행하고 친척들의 참여로 이뤄진다. 우선 고

모들이 아기를 받아 생김새를 관찰한다. 생사와 관계없이 유사성이 발견되는 친척

이나 씨족 집단의 희망을 바탕으로 이름이 선택된다. 몇 개의 이름이 제안되고 씨족

의 우두머리가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그는 아기를 엠파코 이름으로 부르면서 

여자 아이의 경우 세 번, 남자 아이의 경우 네 번을 호명하며 결정됐음을 발표한다. 

이후 좁쌀과 훈제 쇠고기로 구성된 전통 식사가 이어지며, 사람들은 동그랗게 둘러

앉아 전통 음료를 마시면서 공용 바구니와 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는다. 선물은 염

소, 소, 돈 형태로 아이에게 주어진다. 이후 의식 장소는 실외로 옮겨져 참가자들은 

미리 정해진 장소로 이동해 여자 아이의 경우 바나나나무, 남자 아이의 경우 플라타

너스나무를 심는다. 바나나나무는 대부분 엠파코 공동체의 주식을 제공하며, 가정

과 공동제의 자급과 식량 안전을 보장할 책임을 상징한다. 플라타너스는 크고 넓게 

자라면서 주변 식물의 양분을 제공하는 장수 품종의 나무이면서도 한편으로 옷, 이

불, 제사 의상, 수의의 원료를 제공하는 등 영속성과 풍요를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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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간다 서부 바투로, 바뇨로, 바투쿠, 바타궨다, 바냐빈디 족의 엠파코 전통

엠파코 의례는 외부 출생 아동이나 공동체에 거주하게 된 외부인의 경우 좀 다르다. 

명명 의식은 해당 가정에서 치러지며, 커피와 우유가 씨족 간의 영원한 우정 관계를 

상징하는 맹약의 의미로 대접된다.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주인공은 의식이 시작되

기 전에 씨족의 족장 무릎에 앉아서 축복을 받는다.

명명 의식을 통한 엠파코의 전승은 전통 문화 전반의 이해 감소, 종목과 관련된 언

어 룬요로루투로(Runyoro Rutooro) 사용 약화에 따라 급격히 위축되었다. 20개 가

문 가운데 한 곳만이 아직까지 의식을 행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을 기억하는 원로

는 7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세부 내용은 기록화되지 않아 후세대들의 접근이 어려

우며, 젊은 세대 대부분은 이 전통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보인다. 일부 가정은 여전

히 엠파코 이름을 명명하고 있지만 연관 의식을 생략함으로써 이름이 지닌 문화의 

가치와 상징성을 잃어 가고 있다. 많은 경우 엠파코는 일상생활에서 더 이상 사용되

지 않으며, 보유자들은 마침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더 나아가 도시화로 인해 엠

파코 전통의 수호자로 기능하는 씨족 체계가 쇠퇴하고 있다. 현지 종교 단체들은 이 

전통의 이해 부족으로 반대하고 있다. 엠파코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승되고 있지 않아 종목의 소멸이 가속되고 있다.

문화유산 보호의 지주로서 씨족 집단 체계를 부흥시키기 위해 우간다 정부는 몇 

개 문화 기관을 복원시켰다. 이들 기관은 엠파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지 및 미

디어 활동을 펼쳤다. 다른 단체들도 기발한 계획을 세워서 엠파코 전통 보호에 나섰

다. 최근 한 비정부 단체는 씨족 집단, 기타 NGO, 부족장 등 이해 관계자들을 동원

하여 엠파코 전통 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각 씨족 단체는 매달 예산에 소

정의 기금을 납부하고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인력, 물량, 금전 자원을 조달하기로 했

다. 계획의 주목적은 에파코 주요 의례를 기록하는 출판물 및 영상물 제작, 엠파코

의 의미 및 가치 인식 제고,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미디어 · 박물관 · 기념품 개발과 

사업 브랜딩을 통한 엠파코 및 씨족 집단의 가시성 증대, 씨족 집단의 엠파코 보호 

역량 동원 및 강화, 엠파코 및 명명 의식을 새로운 생활양식과 지속 가능한 개발 프

로그램에 맞춘 개조 등이다.

8
국가

우간다

등재연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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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간다 서부 바투로, 바뇨로, 바투쿠, 바타궨다, 바냐빈디 족의 엠파코 전통

계획된 활동들은 엠파코의 의례 및 의미와 이중 언어 연행 다큐멘터리 제작, 라디오

를 통해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호 프로그램을 포함한 엠파코 활동 정보 공유, 논의 

및 교육, 씨족 집단과 엠파코 보호에서 그들의 역할 관련 이중 언어 도서 출판, 엠파

코와 관련된 음악 및 예술 행사 개최,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유산의 가시성을 높이

기 위한 엠파코 기념물 설치 등이다. 이러한 활동의 기획 · 실행 · 관찰은 씨족 기관, 

공동체 기관, 기타 단체들이 담당할 것이다

협약 정부간위원회는 우간다 서부 바투

로, 바뇨로, 바투쿠, 바타 다, 바냐빈디  

족 엠파코 전통의 등재 신청서 내용이 다

음과 같이 긴급보호목록 선정 요건에 충

족됨에 따라 이 종목을 등재하기로 결정

하였다.

무형유산 정의

수세대를 거쳐 공유되고 전승된 엠파코 

명명 체계는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강화

시키고, 개인과 가족 간 관계 망을 형성 

하며, 사회 내부의 화합과 통합을 증진시

킨다. 

유산 현황

공동체와 씨족 집단, NGO, 정부의 노력

에도 엠파코의 생명력은 지역 가문과 씨

족에서의 명명 의식 실연 축소, 종목과 관

련된 언어 사용 감소, 종교 단체의 강력한 

반대 등 다양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보호 조치

보호 조치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실연자 

참여를 비롯해 연구, 기록화, 인식 제고 

등을 폭 넓게 포함하고 있어서 관련 공동

체들이 엠파코의 실연과 전승 확대에 도

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안된 

활동은 알려진 위협 내용과 좀 더 잘 연관

시켜 목표와 기대 효과에 부합해야 했으

며, 제안된 예산은 부정확한 데다 명확한 

재정 출처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제안

된 조치의 실현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도 있다.

공동체 참여

부족 관계자, 전통 왕국, 지방 정부 의회, 

씨족 및 여성과 청소년을 포함한 공동체 

대표 등 많은 이해 당사자가 등재 신청 과

정에 참여하고 자유의사에 기초한 데다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이뤄진 사

전 동의를 제공하였다.

목록

NGO 1개 단체와 유네스코우간다위원

회, 관광 · 야생동물 · 유산부의 도움을 받

아 이 종목은 성 · 노동 · 사회발전부의 국

가 목록에 추가되었다. 

8
국가

우간다

등재연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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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erbaIjan

.  Chovqan, a traditional Karabakh 
horse-riding game in the Republic 
of Azerbaijan (2013)

belaruS

.  Rite of the Kalyady Tsars 
(Christmas Tsars) (2009)

botSwana

.  Earthenware pottery-making 
skills in Botswana’s Kgatleng 
District (2012)

brazIl

.  Yaokwa, the Enawene Nawe 
people’s ritual for the 
maintenance of social and  
cosmic order (2011)

CHIna

.  Hezhen Yimakan storytelling 
(2011)

.  Meshrep (2010)

.  The watertight-bulkhead 
technology of Chinese junks 
(2010)

.  Wooden movable-type printing  
of China (2010)

.  Qiang New Year festival (2009)

.  Traditional design and practices 
for building Chinese wooden arch 
bridges (2009)

.  Traditional Li textile techniques: 
spinning, dyeing, weaving and 
embroidering (2009)

 CroatIa

.  Ojkanje singing (2010)

FranCe

.  The Cantu in paghjella: a secular 
and liturgical oral tradition of 
Corsica (2009)  

guateMala

.  Paach ceremony (2013)

InDoneSIa

.  Noken multifunctional knotted  
or woven bag, handcraft of the 
people of Papua (2012)

.  Saman dance (2011)

Iran (ISlaMIC rePublIC oF)

.  Naqqāli, Iranian dramatic 
story-telling (2011)

.  Traditional skills of building and 
sailing Iranian Lenj boats in the 
Persian Gulf (2011)

Kenya

.  Traditions and practices 
associated to the Kayas in  
the sacred forests of the Mijikenda 
(2009)

KyrgyzStan

.  Ala-kiyiz and Shyrdak, art  
of Kyrgyz traditional felt carpets 
(2012)

latvIa

.   Suiti cultural space (2009)

MalI

.   Secret society of the Kôrêdugaw, 
the rite of wisdom in Mali (2011)

.   The Sanké mon: collective fishing 
rite of the Sanké (2009)

MaurItanIa

.   Moorish epic T’heydinn (2011)

MongolIa

.  Mongolian calligraphy (2013)

.  Folk long song performance 
technique of Limbe performances 
– circular breathing (2011)

.  Mongol Biyelgee: Mongolian 
traditional folk dance (2009)

.  Mongol Tuuli: Mongolian epic 
(2009)

.  Traditional music of the Tsuur 
(2009)

Peru

.  Eshuva, Harákmbut sung prayers 
of Peru’s Huachipaire people 
(2011)

uganDa

.  Bigwala, gourd trumpet music 
and dance of the Busoga Kingdom 
in Uganda (2012)

.  Empaako tradition of the Batooro, 
Banyoro, Batuku, Batagwenda 
and Banyabindi of western 
Uganda (2013)

unIteD arab eMIrateS

.  Al Sadu, traditional weaving 
skills in the United Arab Emirates 
(2011)

vIet naM

.  Xoan singing of Phú Tho 
Province, Viet Nam (2011)

.  Ca trù singing (2009)

.

긴급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 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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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erbaIjan

1  Chovqan, a traditional 
Karabakh horse-riding game  
in the Republic of Azerbaijan

.   © 2012,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Azerbaijan/
Photographer: M. Rahimov

botSwana

2   Earthenware pottery-making 
skills in Botswana’s Kgatleng 
District

.   © 2011, Bakgatla ba Kgafela/ 
Photographer: Sylvester  
O Rampete

guateMala

3 Paach ceremony 
.  © 2009, FLAAR, Guatemala/ 

Photographer: Eduardo Sacayón

InDoneSIa

4  Noken multifunctional knotted 
or woven bag, handcraft of the 
people of Papua 

.  © 2011, Centre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ulture, 
Indonesia/Photographer: 
Dede Priana

KyrgyzStan

5  Ala-kiyiz and Shyrdak, art of 
Kyrgyz traditional felt carpets

.  © 2009, Urmat Osmoev

MongolIa  

6  Mongolian calligraphy 
.  © 2010, D. Jalair Batbayar/

Mongolian Calligraphy 
Photographer: 
B. Khishigsuren

uganDa

7  Bigwala, gourd trumpet music 
and dance of the Busoga 
Kingdom in Uganda 

.  © 2005, James Isabirye
 
8  Empaako tradition of the 

Batooro, Banyoro, Batuku, 
Batagwenda and Banyabindi  
of western Uganda 

.  © 2013, EZT, Ug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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