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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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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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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

c
h

c
A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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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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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문화유산 보호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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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유산보호협약의 내용 협의 과정에서 작성자들은 ‘무형유산’이 정의하는 것은 

무엇인지, ‘보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제 사회가 이 목적을 향해 협력해 나갈 최

적의 방법은 무엇인지 등 폭넓은 의미의 합의를 이루어내야 했다. 무형유산보호협

약은 ‘문화유산’을 ‘공동체와 집단,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 일부로 보는 관

습 · 표상 · 표현 · 지식 · 기능 및 이와 관련한 도구 · 물품 · 공예품 · 문화공간’(제2조 1
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무형유산은 공동체에 따라 무수히 많은 형태를 띨 수 있으

며, 이는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 예술, 사회 관습 · 의식 · 제전, 자연 및 우주에 관한 

지식을 포함한 관습 및 전통 공예기술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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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보호협약이 내린 정의의 핵심은 오롯이 해당 공동체와 집단 및 개인만이 

자신들의 유산 범주를 정할 수 있으며, 실연 및 전승을 지속시켜 나갈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형유산보호협약은 ‘보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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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에 있

어 공동체 자체의 의지는 필수지만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요건이 될 수는 없다. 무형

유산보호협약은 관련 공동체와 소속 당사국의 노력에도 오늘날 세계화의 진전과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무형유산이 ‘쇠퇴·소멸·파괴라는 심각한 위협’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작성자들과 비준 국가들은 국제 협력

이야 말로 이러한 위협들을 견제하는 동시에 무형유산의 생명력을 강화시키는 핵

심으로 보고 있다. 

무형유산보호협약이 낳은 다양한 국제 협력을 위한 장치들 가운데 무형유산보호 

모범사례집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아무래도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유

산 목록,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 무형유산보호협약의 2개 목록이 많이 알

려져 있겠지만 모범사례집이야 말로 의미 있는 경험의 국제 교류를 통해 국가와 공

동체들이 서로 배우고 이를 통해 각자의 보호 조치를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신념

을 담고 있기 때문에 협약의 핵심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보호 모범사례집

무형유산보호협약 제18조에 의해 설립된 보호 모범사례집은 협약의 2개 의사결정 

기구 가운데 하나인 정부간위원회가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 협약

의 원칙과 목적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한 국가·지역·소지역별 프로

그램, 프로젝트, 활동의 선정 및 증진을 목표로 한다. 정부간위원회는 해마다 당사

국이 제안한 모범사례 가운데 한 개 이상을 선정하여 사례집에 등록한다. 

보호 모범사례집은 당사국 및 공동체를 비롯해 무형유산 보호에 관심이 있는 개인

에게 귀감이 될 만한 보호 활동을 공유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다. 다양한 형태

의 무형유산과 여러 지역에 걸쳐 성과를 보인 보호 조치에 관한 지식은 관계자들이 

적절한 보호 조치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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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과정의 첫 단계는 각자의 지역에서 실시된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이 다른 

이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는 제안 당사국의 의견으로부터 시작된

다. 무형유산보호협약의 국제 협력 정신에 따라 자신들의 무형문화를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나 공동체는 유사하거나 매우 비슷한 조건에서 다른 국가나 공동체들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참고하여 자신들에게 알맞은 조치 및 접근 방식을 각자의 사정

에 맞춰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모범사례로 제안된 프로젝트의 실행에 관여한 관계자는 해당 프로젝트가 정부간

위원회에 선정될 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 이 출판물은 이러한 

경험을 알리는 주요 수단 가운데 하나다.

제안서가 완성되어 유네스코에 제출되면 두 차례의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첫 단

계는 인가된 NGO 6개 및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심사보조기구의 평가로, 이때 제

출 당사국이 해당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와 활동이 관련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였는지에 관해 초기 판단을 내린다. 심사보조기구는 권고서를 작성

하여 협약 당사국 전체의 대표로 선출된 24개 위원국으로 구성된 정부간위원회에 

제출한다. 정부간위원회는 매년 말에 모여 제안된 활동이 협약의 원칙과 목적을 충

실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보호 모범사례로 선정할지를 결정한다. 

심사보조기구와 위원회가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을 모범사례로 선정할 때는 어

떤 요건을 고려하게 될까? 제출된 제안서 가운데 아래 요건을 가장 잘 충족시키는 

후보만이 사례집에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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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P.1 ―  해당 프로그램, 프로젝트 , 활동은 무형유산보호협약 제2조 3항에 정의

된 보호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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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P.2 ―  해당 프로그램, 프로젝트 , 활동은 지역 및 소지역 또는 국제 차원에서의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협력적인 노력을 고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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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P.3 ―  해당 프로그램, 프로젝트 , 활동은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원칙과 목적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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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P.4 ―  해당 프로그램, 프로젝트 , 활동은 관련된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 증진

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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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P.5 ―  해당 프로그램, 프로젝트 , 활동은 관련 공동체 및 집단 또는 해당될 경

우 개인의 참여나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이해를 바탕으로 이뤄진 사

전 동의를 거쳐 이행되거나 이행될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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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P.6 ―  해당 프로그램, 프로젝트 , 활동은 사례에 따라 소지역이나 지역 또는 국

제 차원의 보호 활동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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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P.7 ―  제안 당사국, 시행 기관, 관련 공동체, 집단 또는 해당될 경우 개인은 자

신의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또는 활동이 모범 사례로 선정될 경우 이

를 홍보하는데 적극 협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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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P.8 ―  해당 프로그램, 프로젝트 , 활동은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경험들

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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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P.9 ―  해당 프로그램, 프로젝트 , 활동은 최우선으로 개발도상국들의 특정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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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이 보호 모범사례로 선정되면 위원회와 유네스코 사

무국은 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관련 경험을 널리 알려야 할 책무를 맡게 된

다. 이 출판물은 2012년과 2013년에 모범사례로 선정된 3개 프로젝트의 내용을 수

록하고 있다. 또 각 프로젝트에 관한 설명, 이를 이행한 관계자들이 겪은 어려움, 이

를 통해 배울 점들이 기술되어 있다. 제안서, 공동체 동의서, 사진 및 비디오 등 좀 더 

상세한 정보는 유네스코 웹사이트(www.unesco.org/culture/ich/en/lists)에서 참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문화 다양성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무형유산 보호에 힘쓰고 있

지만 유산의 보호 관리에서 주 책임자는 어디까지나 해당 공동체여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보호 모범사례집은 협약과 관련된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한 여

타 장치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공동체 차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강화시키는 데 목적

을 두고 있다.

유네스코는 보호 행위의 얽히고설킨 복잡한 성질과 함께 현장에 미치는 유네스코

의 영향력에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유네스코는 정부간 기구로

써 살아 있는 전 세계 유산의 보호를 단독으로 맡을 수도 없다. 유네스코는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국과 공동체가 헌신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발전 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들의 보호조치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기술 노하우나 예산 지원 등이 여전히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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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세대 푸젠 인형극 실연자 육성 계획
strategy for training coming generations  
of fujian puppetry practitioners 

푸젠(Fujian) 인형극은 주로 줄인형과 손인형 놀이로 이뤄진 중국의 공연 예술이다. 

중국 동남 지역 푸젠성의 인형 공예와 공연은 독특한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극

과 음악의 레퍼토리가 발달한 만큼 푸젠 인형극은 현지 문화생활의 주요소로서 공

동체의 사랑을 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된 생활 방식과 경제 기반

의 변화 및 지구화는 푸젠 인형극 전승의 퇴락을 불러왔다. 극도로 정교화된 공연 

기술을 익히기 위해 요구되는 길고도 고된 훈련 기간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악화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젊은 세대들은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한 시

간과 노력 투자를 기피하게 되었다. 

1
국가

중국

등재연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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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중국

등재연도

2012

... /... 후세대 푸젠 인형극 실연자 육성 계획

상황의 심각성에 비추어 해당 공동체는 관련 협회 및 대표 보유자와 함께 후세대 

푸젠 인형극 실연자 양성 및 푸젠 인형극 보호 증진을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현재 푸젠성 무형유산보호센터라는 전문 기관 아래 다양한 단체들이 정규 교육 및 

견습 제도 실시, 인형극단 육성 등 푸젠 인형극의 전승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고 있

다. 푸젠성 무형유산보호센터는 또한 공동체 차원에서 인재 육성, 관련 지식 학습 

및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푸젠 인형극 관련 교재 편찬 및 대중 서적, 영상, 음원 자

료 등을 보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보유자 재정 후원, 인증 획득 지원 제공, 공연

장과 양성 기관 및 전시관 신설, 문화예술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 국제 간 협력 

개발 및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인형극 공연과 인형공예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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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공동체, 일반인 및 관련 교육 기관의 활발한 참여는 이 계획에 큰 힘이 되어 주

었다. 이 계획 연수 프로그램은 후세대 실연자에게 초점을 맞춰 공교육 및 비공식 교

육 과정을 거쳐 실행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실시된 이 계획은 푸젠 인형극 보호에 

공헌하는 등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켜 왔다. 이 계획과 이해 당사자들이 결합된 노

력 결과 가능성이 엿보이는 200명의 실연자들이 예술 대학 및 학교에서 전문 연수

를 받고 있고 약 20개의 성 정부 공립 인형극단이 설립된 가운데 15명이 국가 인증 

보유자, 25명이 성 정부 인증 보유자, 83명이 지자체 인증 보유자로 각각 인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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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 개 공동체와 학교가  

전문 인형극단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1
국가

중국

등재연도

2012

... /... 후세대 푸젠 인형극 실연자 육성 계획

이 계획의 또 다른 성과로는 국내외에 인형극 공연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대표 보유자의 지휘 아래 10여 개 인형극단이 해마다 1,000여 회 공연

하고 있다. 그 가운데 취안저우(Quanzhou) 인형극단, 장저우(Zhangzhou) 인형극단, 

진장(Jinjiang) 손인형극단은 10개 지역 및 국가를 순회하는 등 활발하게 푸젠 인형

극을 공연하였다. 이들 극단은 어린 학생과 아동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각 

학교와 유치원의 활발한 지원과 도움을 받아 ‘인형극 학내 공연 100회’라는 연례행

사를 개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푸젠의 극단들은 전통 인형극에 생명력을 불어넣

기 위해 수십 명의 인형극 실연자들을 견습생으로 영입하였다. 

이 계획은 주요 보호 조치 가운데 하나로 푸젠 인형극의 목록 작성 작업을 명시하

고 있다. 이 작업을 위해 신규 데이터베이스가 특별히 구축되었으며, 현재 59개 레

퍼토리와 보유자 70명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대표 보유자들은 해당 공동체

의 관계자와 함께 전통 레퍼토리를 수집 및 정리하고 학술 자료와 글을 집필, 출판

하는 등 푸젠 인형극 보급 환경의 개선에 공헌하였다. 또한 취안저우 인형극단은 현

재 푸젠 인형극의 잃어버린 걸작품인 ‘목련구모(Mu Lian Jiu Mu)’를 회복, 복원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활동들은 모두 인형극의 대중화와 현지 공동체 내 인식 향상에 크

게 기여하였다. 그 결과 인형극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등록 수가 급증함으로

써 취안저우 인형극단, 장저우 인형극단, 진장 손인형극단은 각각 60여 명의 신입

생을 받게 되었다. 

이 계획은 다른 지역에서도 전통 공연 예술을 보호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실용 

모델로서의 가치를 입증하였다. 계획은 또 푸젠성 무형유산보호센터의 지휘 아래 

공동체, 전문 기관, 정부 등 이해 관계자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고안하고 이행되었

다. 계획 이행을 위한 법 및 제도 조치는 중국 무형문화유산법과 푸젠성 민족민속

문화 보호 규정에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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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에 구상된 대중의 지지와 참여는 전통문화의 인식과 향유 증진을 목표로 하

는 개발도상국에 유용한 준거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계획 실시 이후 50여 개 공동

체와 학교가 전문 인형극단과 협력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 계획은 또한 교육 자원의 

유용성을 중시하고 있다. 국가 교육 시설과 자원을 이용해 후세대 실연자 육성 증진

을 꾀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은 이를 통해 배울 점이 있을 것이다. 전문 기관의 자

원을 충분히 동원함으로써 유사 기관의 설립을 유도할 수 있으며, 새로운 연합 연수 

체계가 갖추게 되면 유용한 사례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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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예술센터는  

토토나크(Totonac) 공동체 

에서 창의성 실천과  

생산 활동의 퇴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설립되었다.

스탁스크가크헤트 마크그칵스틀라와나:  
원주민예술센터와 멕시코 베라크루스 지역의 
토토나크 족 무형유산 보호 공헌
Xtaxkgakget Makgkaxtlawana: the centre for indigenous arts  
and its contribution to safeguarding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totonac people of Veracruz, Mexico 

원주민예술센터는 토토나크(Totonac) 공동체에서 창의성 실천과 생산 활동의 퇴

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당면하여 설립되었다. 이 교육 기관은 지역 개발의 일

환으로 문화유산과 관련 개념 및 형태를 보호하고 토토나크 전통 관습과 가르침

을 보전할 수 있도록 구상되었다. 여러 전통문화 단체 및 예술 단체와 연계되어 있

는 센터는 마을 원로, 어린이, 청년, 여성, 예술가, 연구자, 학자, 학습자, 100여 명의 전

통 스승, 센터의 학습자 및 견습생 1,000여 명 등의 광범위한 참여에 의존하고 있다. 

센터의 주목적은 원주민의 정체성과 공동체 문화유산의 보호, 원주민 예술가들이 

기예를 발전시키기에 유리한 환경 조성, 훈련 및 전통 노하우 전승을 위한 정책 등

으로 문화예술의 창의 활동 모델 강화, 공동체 자체의 문화 자원을 통한 공동체 발

전 증진, 문화 간 대화 마당으로의 센터 사용 활성화다. 

전통 스승, 문화 프로모터, 원주민 기관 대표, 해당 지역을 연구하는 인류학자 등 사

이에서 초창기의 공동체 협의는 몇 가지 중요한 우선 조항이 있었다. 그 가운데에는 

원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 증진, 토토나크 언어 부흥 및 홍보, 전통 도예 및 직물과 자

수, 전통 음악 및 무용과 의례, 천연 염료와 도료 제조, 전통 의학, 공연 예술, 전통 요

리가 있었다. 이로써 센터와 소속 강습소의 구조 및 내용을 정하기 위한 기초 작업

이 이뤄졌다.

2
국가

멕시코

등재연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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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탁스크가크헤트 마크그칵스틀라와나:  

원주민예술센터와 멕시코 베라크루스 지역의 토토나크 족  

무형유산 보호 공헌

센터는 집단 형태를 하고 있으며, 강습소마다 한 가지 특정 예술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가장 먼저 설립된 강습소는 이 사업의 핵심인, 모든 견습생이 전공 분야를 선

택하기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공통 교수 요목을 가르치는 원로의 집 또는 칸

티얀(Kantiyán)이었다. 칸티얀은 토토나크 족의 지식과 가치관의 주 보유자인 12명
의 원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원로는 전통으로 유지되는 조언과 지도로 학습자

들의 학업에 조력하고,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교육시키며 갈등 및 불화를 해결한다. 

집단 강습소는 연구와 예술 활동을 위한 워크숍 및 연구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

다. 이는 지식 전승에 공헌하며, 토착 지식의 신념을 보장하여 교수법의 효과를 강

화시킨다. 센터의 모델은 창의 행위가 개인의 본성과 필연으로 연결됐다는 토토나

크 족 우주론에 기반을 둔 것으로 여겨지는 참신한 혁신이었다. 배움은 인생을 위해 

준비하는 단계와 같다. 토토나크 족 기예를 배우는 것은 자아 성찰을 향해 가는 길

로, 무형유산을 근본부터 보호 및 증진시키는 방법이다.

센터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문화 행위를 부흥시

킴으로써 문화의 생명력에 공헌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문화 부흥이다. 토토나크 언

어를 가르침의 매개체로 사용하는 것은 언어 자체를 노하우와 지식의 전달 수단으

로 활용해 부흥시키기 위함이다. 초목 재배법에 필요한 재조림 및 이식, 잊혀진 전

통 기술의 복구, 예술 작품 제작, 전통 관리 기구, 공동체 학교의 재설립 등 이 모든 

것은 토토나크 사회 구조를 강화시키기 위한 본 프로젝트 접근법의 실천 방법이다. 

센터는 또한 원주민 공동체의 발전에 좀 더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도 취하

고 있다. 이는 재정 및 자료 지원, 정보 제공 활동을 비롯해 원주민 문화 예술 진흥 

도서 · 기록물 · 영상물 등 출판과 수입 발생 및 지속 가능성 확보 사업 지원 등을 포

함한다. 센터는 멕시코의 다른 지역 및 해외의 창작자, 문화기관 간 협력을 지원하면

서 예술 차원에서 무형유산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창의성 및 문화 교류의 중요성

을 재확인하고 있다.

2
국가

멕시코

등재연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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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은 인생을 위해  

준비하는 단계와 같다.  

토토나크 족 기예를  

배우는 것은 자아 성찰을 

향해 가는 길로,  

무형유산을 근본부터  

보호 및 증진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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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예술 및 예술과  

신의 관계에 대한 조상들의 

노하우 복구, 공동체 의식  

함양, 전승 체계 개발 등을  

위해 설립되었다

2
국가

멕시코

등재연도

2012

... /...  스탁스크가크헤트 마크그칵스틀라와나:  

원주민예술센터와 멕시코 베라크루스 지역의 토토나크 족  

무형유산 보호 공헌

이 센터는 지역, 소지역 및 국제 차원에서 무형유산 보호의 모범사례로 볼 수 있다. 

센터는 무형유산 보유자들이 직접 기획, 후속 작업, 프로그램 평가 등 단계에 주 행

위자 및 전달자로 활동할 수 있는 공공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센터의 지도와 의사결

정 과정은 대학 기관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의 지속성을 보장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문화유산 보유자는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센터 운영에 참

여하여 센터의 활동 범위와 목적을 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센터는 전통 교육을 증진시키는 한편 공교육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 센

터는 예술 및 예술과 신의 관계에 대한 조상들의 노하우 복구, 공동체 의식 함양, 전

승 체계 개발 등을 위해 설립되었다. 언어는 관념성의 사고 체계를 전승하여 뿌리부

터 시작하는 유산 보호 수단으로 채택되었다. 센터는 원주민 창작자와 비원주민 창

작자 사이에 상호 존중에 기반을 둔 열린 문화 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교류의 장이

기도 하다. 센터의 교육 모델은 다양한 형태의 무형유산 전승, 기반 구축, 지속 등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센터는 수입 창출과 공동체의 자립 경영을 위한 환경 마련 사업을 하고 

있다. 원주민예술센터의 모델은 이러한 방식으로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발전을 지

원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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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몬트세니 프로젝트는 

인간과 자연 환경 간의  

지속 가능한 관계 증진을 위해 

생물권 보전 지역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생물권 보전 지역의 무형유산 목록 작성 방법 : 
몬트세니 사례
Methodology for inventory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biosphere reserves : the experience of Montseny 

비정부기관인 카탈로니아 유네스코센터에 의해 착수된 이 프로젝트는 생물권 보

전 지역에서의 무형유산 목록 작성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03년 무형유산보

호협약은 무형유산 보호라는 관점 아래 유산 지정 및 목록 작성을 중시한다. 따라

서 카탈로니아 유네스코센터는 직접 경험에 토대를 둔 목록 작성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예부터 카탈로니아 자치 공동체에 소재하는, 몬트세니(Montseny) 

대산괴(大山塊) 지역으로 통칭되는 생물권 보전 지역 및 보전 지역의 확장 계획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인간과 자연 환경 간의 지속 가능한 관계 증진을 

위해 설립된 생물권 보전 지역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3
국가

스페인

등재연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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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센터에서 최우선으로 취한 조치는 몬트세니 생물권 보전 지역, 몬트세

니 민족학 박물관, 현지 이해 관계자들, 지역 사회와 관련된 기관들에 연락을 취하

는 것이었다. 현지에서 협약 이행을 책임지고 있는 ‘카탈루냐 전통 및 대중문화진흥

센터(The Centre for the Promotion of Traditional and Popular Catalan Culture)’(현

재 대중문화집행위원회, 연합회, 문화실천연대총회 Directorate General of Popular 

Culture, Associations and Cultural Actions로 개칭) 또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초청되었다. 따라서 이 4개 기관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심의 하나로 무형유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이 프

로젝트는 생물권 보전 지역에 있는 무형유산의 목록 작성 방법 고안, 목록 작성, 지

속 가능한 발전 관련 무형유산 공헌 보고서 작성 등 3개 목표 아래 실시되었다. 이뿐

만 아니라 현지 조사와 참여 계획을 통해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직접 무형유산 발굴 

및 지정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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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지역 활동가들이  

활발하게 참여해 왔다.

3
국가

스페인

등재연도

2013

... /...  생물권 보전 지역의 무형유산 목록 작성 방법 : 몬트세니 사례

이 프로젝트는 무형유산보호협약이 정의한 보호 조치 가운데 유산 식별, 기록, 조

사, 홍보, 프레젠테이션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프로젝트의 첫 단계는 기타 보호 

조치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무형유산을 식별하고 목록을 준비하는 작업이었다. 프

로젝트추진팀은 목록에 포함할 관습 · 표상 · 표현 · 지식 · 기능을 식별하기 위한 방

법 개발 작업을 맡게 되었으며, 이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진행된 몬트세니의 무

형유산 목록 작성 도중에 수집된 지식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몬트세

니 민족학박물관의 기록센터와 카탈루냐 전통 · 대중문화진흥센터에서 새로운 연

구를 수행하였으며, 이 연구는 현지 조사와 함께 이미 지정된 유산에 관한 세부 기

록화 작업과 병행하여 추진되었다.

생물권 보전 지역의 무형유산에 특성화된 이 프로젝트는 다른 생물권 보전 지역, 

자연공원 및 보호 구역에서 모범사례로 참조하여 프로젝트의 경험과 실제 가이드

라인을 적용하고 자신의 목록 작성을 위한 유사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보전 지역들 간 향후 협력을 장려하여 경험의 공유 및 교류를 통해 난제

들을 더욱 폭넓은 방식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접근 방식은 협약의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무형유산 보호에 사회 계

층의 광범위한 참여를 끌어냈다는 점과 해당 공동체의 발전에 미친 유산의 공헌이 

인정받고 있다는 점 등 조약에 내재하고 있는 두 가지 핵심을 들 수 있다. 이 프로젝

트는 무형유산 보호 활동 증진과 관련해 시민사회 단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프로젝트의 시작 단계부터 현지 활동가들의 활발한 참여가 있었

다는 점이다. 그 가운데 바르셀로나 대학교 소속 두 명의 인류학자는 몬트세니 민족

학박물관과 함께 프로젝트의 초기 방법론 정의에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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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물권 보전 지역의 무형유산 목록 작성 방법 : 몬트세니 사례

이 프로젝트의 주요 성과는 다국어로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www.unescocat.or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150명의 개인, 단체, 기관의 참여로 무형유산 

보호의 중요성과 협약의 의의를 널리 알리게 되었다. 프로젝트의 성과는 다수의 무

형유산 및 지속 가능한 발전 관련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에서 발표되어 프로젝트

의 가시성을 제고시켰다. 마지막으로 스페인 교육문화체육부의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방안(National Pla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Spanish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ports) 역시 이 프로젝트

를 우수실천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방법론은 지역 및 국제 차원에서 생물권 보전 지역 내 목

록 작성의 모델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무형유산의 공헌 보고서는 환경 보호와 수입 창출을 위한 문화유산 보호 활동 증

진에 학제 관점의 접근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미래 세대를 희생시키지 않는 동시에 

인구의 생활 환경 개선을 이뤄 내기 위한 무형유산 및 자연 보호 조치가 시급한 국

가들에 특히 유용한 정보다.

이 프로젝트는 초석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에 개발된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개

발도상국의 특수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은 보다 신속

하게 목록 작성을 준비하여 소중한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게 될 것이다.

3
국가

스페인

등재연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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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세니 프로젝트의  

성과는 다수의 무형유산 및  

지속 가능한 발전 관련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에서  

발표되어  

프로젝트의 가시성을  

제고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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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giuM

.  Programme of cultivating 
ludodiversity: safeguarding 
traditional games in Flanders 
(2011)

BoliVia (plurinational 

state of), chile and peru

.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Aymara communities 
in Bolivia, Chile and Peru (2009)

Brazil

.  Call for projects of the National 
Programme of Intangible 
Heritage (2011)

. Fandango's Living Museum (2011)

china

.  Strategy for training coming 
generations of Fujian puppetry 
practitioners (2012)

 hungary

.  Táncház method: a Hungarian 
model for the transmiss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11)

indonesia

.  Education and training in 
Indonesian Batik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elementary, 
junior, senior, vocational school 
and polytechnic students, in 
collaboration with the Batik 
Museum in Pekalongan (2009)

MeXico

.  Xtaxkgakget Makgkaxtlawana: 
the Centre for Indigenous Arts 
and its contribution to 
safeguarding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Totonac 
people of Veracruz, Mexico (2012)

spain

.  Methodology for inventory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biosphere reserves: the 
experience of Montseny (2013)

.  Revitalization of the traditional 
craftsmanship of lime-making  
in Morón de la Frontera, Seville, 
Andalusia  (2011)

.  Centre for traditional culture 
– school museum of Pusol 
pedagogic project (2009)

무형문화유산 보호 모범사례 
등록 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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