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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note Speech

different ways, but all of us, anywhere, aspire to live in peace and to live with dignity. It i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Peace-making

the United Nations’ firm belief that there exists a universal culture of peace, enshrined in
the very creation of the UN and o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ESCO
sees this universal culture not as something that is independent of and disjointed from the
existing, distinct cultures of the diverse human community, but as a key part of it: For it
would be meaningless for the universal culture of peace not to be connected intrinsically to
the existing cultures that have been defining individuals and communities throughout the
ages. Therefore, UNESCO understands and advocates for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the

Marielza OLIVEIRA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that exists throughout the human family, and celebrates

Director of UNESCO Beijing Office and UNESCO Representative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apan, Mongolia, and the Republic of Korea

both what makes them similar and what makes them unique.
To contribute to building a culture of peace through safeguarding culture in all its
marvelous diversity, UNESCO has adopted a three-pronged approach: 1) advocacy for
culture and heritage; 2) engagement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et clear policies
and legal frameworks; and 3) support to governments and local stakeholders to safeguard

Director Mr.

JUNG(Cultural Heri-

heritage. This approach is epitomized in UNESCO’s renowned culture conventions, which

Distinguished guests, colleagues, ladies, and

provide a unique global platfor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stablish a holistic cul-

CHO(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tage Administration),

Mayor Mr.

KIM(Jeonju City),

Chief Administrator Ms.

gentlemen, First of all, let me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my appreciation, on behalf

tural governance system based on human rights and shared values.

of UNESCO, to the conference organizers for making this World Forum for Intangible

During the first few decades after the founding of UNESCO, public emphasis was

Cultural Heritage possible. This year the forum provides us a unique occasion for the

mostly directed towards tangible cultural heritage, such as artifacts, monuments and sites.

and peace, which is a

These material manifestations of cultures are concrete testimonies and reminders of hu-

timely topic to be discussed in the Korean Peninsula, where the peace process is advancing

man spirit and values, throughout the ages and across the globe, many of which have been

between two countries that share so much in terms of heritage. It is my honor as the Direc-

created through exchanges and contacts between cultures, and between culture and nature.

tor of UNESCO Cluster Office for the five East Asian countries to share the UNESCO’

But, as they are subject to degradation and destruction, due to human and natural causes

s perspective and some insights on the linkage between ICH and peace. To better capture

alike, we need to place efforts into preserving them for future generations.

discussion of the relations betwee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ICH)

UNESCO’s perspective on a reflection of the topic, it is perhaps beneficial for us to recapitulate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ICH under the UNESCO framework.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angible culture heritage constitutes only half of the complete landscape of cultural heritage. Traditions or living expressions inherited from our

The idea that peace and culture are in a mutually constitutive dynamic has been for-

ancestors and passed on to our descendants, such as oral traditions, performing arts, social

mally acknowledged by UNESCO from the founding days of the organization. With the

practices, rituals, festive events, 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

devastation of the Second War World, the post war global community realized that inter-

verse or the knowledge and skills to produce traditional crafts, are equally important testi-

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arrangements are not enough to secure lasting and sincere

monies to our cultural heritage. These intangible cultural manifestations are increasingly at

peace among nations and people. Peace must be founded upon a culture that genuinely

risk of disappearing, in large part due to accelerated globalization, conflict, migration and

promotes dialogue and mutual understanding, and a culture that enables the emergence

other causes that place ICH at higher risk of degradation and loss than tangible heritage.
Living heritage 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t only represents inherited traditions

and consolidation of intellectual and moral solidarity in humanity.
It is clear that peace, inclusion and social cohesion are universal human needs and as-

from the past, but also contemporary rural and urban practices in which diverse cultural

pirations, and because of that, we know that all communities undertake the same pursuit of

groups take part. We may share expression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at are similar

peace. Different communities may do it differently, and manifest their wishes for peace in

to those practiced by others. Whether they are from the neighboring village, from a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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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opposite side of the world, or have been adapted by peoples who have migrated and

resolving disputes, reconciliation and the restoration of peace and mutual understanding.

settled in a different region, they are all living heritage. They have been passed from one

Policies can also be developed to safeguard ICH practices that promote peace and social

generation to another, have evolved in response to their environments and contribute to

cohesion, for example by recognizing them, promoting research about them, and integrat-

giving us a sense of identity and continuity, providing a link from our past, through the

ing them into programmes for post-conflict efforts. In doing so, it is important to ensure

present, and into our future. They are the very expression of what social cohesion means.

that traditional conflict resolution methods are fair, and do not serve the interests of sp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ncouraging a sense of identity and responsibility, which

cific communities or dominant groups in detriment of others.

helps individuals to feel as a meaningful part of one or different communities, and to feel

The most publicly noticeable outcomes of the Convention are probably the three “Lists”

as a member of society at large. We understand each other because we share the same

regarding ICH – 1)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roots, and mutual understanding is the true foundation for peace. This link between ICH

2)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nd 3) Register of

and social cohesion, and through that also to peace, is one of the reasons why UNESCO

Good Safeguarding Practices. The practice of listing helps us to identify, promote and allo-

member States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safeguarding ICH against loss or dis-

cate international resources to ICH, in a way that is compatible with existing international

sipation. The sustenance of the various manifestations of ICH, the preservation of their vi-

human rights instruments, mutual respect among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tality and viability, is central to the maintenance of humanity’s unity in diversity, without

and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are all intrinsically linked with peace and social

which genuine peace cannot exist.

cohesion.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as adopted

Every year,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in 2003 in order to preserve cultural diversity and promote respect, as embedded in ICH,

Cultural Heritage, consisting of 24 States Parties, meets to evaluate nominations proposed

between and within different cultures. The purpose of the Convention is multiple and as

by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nd decide whether or not to inscribe those cultural

follow:

practices and expressions of intangible heritage on the Convention’s Lists. Th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is currently composed of 52

(a) to safegu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elements corresponding to 28 countries that concerned communities and States Par-

(b)	to ensure respect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communities, groups and

ties consider require urgent measures to keep them alive. Inscriptions on this List help to

individuals concerned;

mobiliz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ssistance for stakeholders to undertake appropri-

(c)	to raise awareness at the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of the importanc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of ensuring mutual appreciation thereof;
(d) to provide a basi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ssistance.

ate safeguarding measures.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t the moment, is made up of 399 ICH elements from 112 countries that help
demonstrate the diversity of these heritages and raise awareness about their importance.
The Register of Good Safeguarding Practices currently contains 19 programs, projects and

Out of the current 195 UNESCO Member States, 178 have already ratified the 2003
Convention. Ratifying Member States have been collaborating with UNESCO in imple-

activities corresponding to 15 countries that best reflect the principles and the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menting measures aimed at safeguarding or ensuring the viability of intangible cultural

There are a number of elements on these three lists that are related to the goal of peace

heritage, including the identification, documentation, research, preservation, protection,

and security. They can be further divided into four sub-aspects under peace and security,

promotion, enhancement, transmission, particularly through formal and non-formal educa-

namely, 1) social cohesion and equity, 2) preventing and resolving disputes, 3) restoring

tion, as well as the revitalization of the various aspects of such heritage.

peace and security, and 4) achieving lasting peace and security. I would like to mention

The 2003 Convention specifically highlights the policies for ICH safeguarding at the

one example for each of the sub-aspects from the ICH Representative List.

national level that recognize diversity, and that respect community perspectives on their

For social cohesion and equity, and from my own country – Brazil, I highlight the cul-

ICH, thereby increasing mutual respect and tolerance in society. ICH practices themselves

tural practice of Capoeira as an apt example. Being simultaneously a fight and a dance, it

can play a role in improving social cohesion and reducing discrimination, preventing and

is a tradition, a sport, and an art form that is open to players from any gender and ag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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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all walks of life. Capoeira “circles” comprise a master, counter-master and disciples.

express their feelings and overcome grief. They function as an important symbol of unity

The master is the bearer and guardian of the knowledge of the circle, and is expected to

and occupy a place of pride in the performing arts, cinema, literature and other works of

teach repertoire and to maintain the group’s cohesion and its observance to a ritual code.

contemporary art. Therefore, Arirang song can offer both a symbolic and practical role in

The engagement in the rhythm-based body movements that characterize Capoeira, the

the peace resto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knowledge and skill exchange that happen in a Capoeira circle, and the openness of the

For achieving lasting peace and security, we have the multinational listed element of

circle, allow this Brazilian ICH to function as an affirmation of mutual respect between

Novruz. New Year is often a time when people wish for peace, prosperity and new begin-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promotes social integration, and the memory of re-

nings. March 21 marks the start of the year in Afghanistan, Azerbaijan, India, Iran(Islamic

sistance to historical oppression.

Republic of),

Iraq, Kazakhstan, Kyrgyzstan, Pakistan, Tajikistan, Turkey, Turkmenistan and

There are many traditional dispute-preventing and resolving mechanisms that have

Uzbekistan. Novruz and its variants in corresponding languages of the above countries

been developed for centuries and are still being practiced, such as the irrigators’ tribunals

means ‘new day’ when a variety of rituals, ceremonies and other cultural events take place

of the Spanish Mediterranean coast, which are a type of informal justice system. Dating

for a period of about two weeks. An important tradition practised during this time is the

the two main tribunals – the Council

gathering around ‘the Table’, decorated with objects that symbolize purity, brightness,

of Wise Men of the Plain of Murcia and the Water Tribunal of the Plain of Valencia – are

livelihood and wealth, to enjoy a special meal with loved ones. New clothes are worn and

recognized under Spanish law. Inspiring authority and respect, these two courts, whose

visits made to relatives, particularly the elderly and neighbours. Gifts are exchanged, espe-

members are elected democratically and taking into consideration geographic representa-

cially for children, featuring objects made by artisans. There are also street performances

tion, settle disputes orally in a swift, transparent and impartial manner. In addition to their

of music and dance, public rituals involving water and fire, traditional sports and the mak-

legal role, the irrigators’ tribunals play a key part in the communities of which they are a

ing of handicrafts. These practices support cultural diversity and tolerance and contribute

visible symbol, as apparent from the rites performed when judgments are handed down

to building community solidarity and peace. The above four merely examples from the

and the fact that the tribunals often feature in local iconography. They provide cohesion

multitude of ICH, listed or not listed, preserved by humanities that demonstrates and con-

occupations(wardens, inspectors, pruners, etc.),

tributes the universal goal of peace and security. I believe the experts and scholars in the

and contribute to the oral transmission of knowledge derived from centuries-old cultural

various sections of this Forum will tell us in a more in-depth manner about other examples

exchanges. In short, the courts are long-standing repositories of local and regional identity,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peace and security.

back to the al-Andalus

period(ninth to thirteenth centuries),

among traditional communities and synergy between

As we were mentioning the multinational element of Novruz, I would like to highlight

and are of special significance to local inhabitants.
For restoring peace and security, Arirang lyrical folk song is an obvious candidate,

that the Convention mechanism can be utilized to enhance cross-nation cultural under-

as it has been a common entry to the list from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mocratic

standing and cooperation. By doing so, it allows State Parties and their citizens to realize

People’s Republic of Korea. This popular form of Korean folk song is the outcome of col-

the cultural interdependence with their counterparts from other countries. By having more

lective contributions made by ordinary Koreans throughout generations. Although its form

joint elements, countries can cooperate in ICH advocacy and educational efforts, and ex-

varies from region to region, it deals with diverse universal themes, the simple musical

change to improve safeguarding measures. Through these engagements, it is possible to

and literary composition invites improvisation, imitation and singing in unison. Thus, it

develop the spirit of mutual respect and appreciate the unity in diversity of nations.

is an art form that respects human creativity, freedom of expression and empathy, and is

Currently, there are 34 multinational listed ICH elements corresponding to 70 coun-

unanimously sung and enjoyed by both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mocratic People’s

tries. One of the earliest joint element is from China-Mongolia. Urtiin Duu, traditional folk

Republic of Korea. An array of practitioners of regional versions, including local commu-

long song, is one of the two major forms of Mongolian songs as a ritual form of expres-

nities, private groups and individuals, actively popularize and transmit the diverse versions

sion associated with important celebrations and festivities. Urtiin duu plays a distinct and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This hymn has the power to enhance communication and

honoured role in Mongolian society. It is performed at weddings, the inauguration of a new

unity among the Korean people, whether at home or abroad. It reinforces social relations,

home, the birth of a child, the branding of foals and other social events celebrated by Mon-

thus contributing to mutual respect and peaceful social development, and help people to

golia’s nomadic communities. Thus, it contributes to the social cohesion of the nomads l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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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 in Mongolia and in the Inner Mongolia Autonomous Republic, located in the northern

These are also the most unfavourable conditions for ICH preservation.

par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effective ICH safeguarding, UNESCO advocates for all State, non-governmental,

The multinational ICH element with the largest number of involved States Parties is

or private actor from international, regional, national, local to individual levels, to pay

Falconry. It is a joint inscription by 18 countries: Germany, Saudi Arabia, Austria, Bel-

close attention to sustainability, and to contribute actively towards achievement of the UN

gium, United Arab Emirates, Spain, France, Hungary, Italy, Kazakhstan, Morocco, Mon-

2030 Agenda and its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golia, Pakistan, Portugal, Qatar, Syrian Arab Republic, Republic of Korea, and Czechia.

Nevertheless, sustainable development, peac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e mu-

This heritage is a living testimony of the common practice by human communities across

tually constitutive. ICH does not simply contributes to peace and social cohesion directly,

a vast geographical range—from the Eastern to the Western end of the Eurasia landmass.

it also does so through other aspects of sustainable developments under economic, social,

Originally, a method of obtaining food, the practice of falconry has evolved over time into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Without inclusive social development, which encompasses

a sport, and later became associated with nature conservation, cultural heritage and social

a wide range of issues such as food security, health care, quality education, gender equal-

engagement within and amongst communities. Falconers regard themselves as a group and

ity, and access to safe water and sanitation, peace would remain difficult to achieve as well

may travel weeks at a time engaging in the practice, while in the evenings recounting sto-

as an “empty word.”

ries of the day together. They consider falconry as providing a connection to the past, par-

Without inclusive economic development, which includes income generation and sus-

ticularly for communities for which the practice is one of their few remaining links with

tainable livelihoods, sustainable tourism(in relation to ICH),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their natural environment and traditional culture.

work, peace would be partial and not equally shared among individuals and communities.

However,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have increasingly superseded traditional

Without inclusive environmental development, which contemplates elements of protec-

nomadic lifestyles, leading to the loss of many traditional practices and expressions. Parts

tion of biodiversity, community-based resilience to natural disasters and climate change,

of the grasslands where tradition-bearers used to live as nomads have fallen victim to

rational utiliza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generation and transmission of knowledge and

desertification, causing many families to shift to a sedentary way of life where many clas-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peace would not last.

sical themes of Urtiin duu, such as the praise of typical nomads’ virtues and experiences,

As a concluding remark, let me again highlight how important it is to keep on safe-

lose their relevance. This is as true for the practice of falconry, a practice that is intimately

guarding and promoting ICH. Intangible culture heritage remind us all of the delicate re-

linked to the natural environment, and with sustainable practices for its conservation.

lationship between sustainability, peace, and culture. At the same time, ICH traditions and

Examples just mentioned aptly demonstrate another important connection, the one

practices also contribute intellectual, practical, and material elements and resources which

betwee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CH. While sustainable development is not limited

we need for addressing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o environmental issues – but rather with the capacity of development processes to continu-

and for building a sustainable and peaceful future.

ously provide the conditions for improvements in quality of life for all, environment is one

Moreover, ICH gives us so much joy and so much meaning, as the means by which we

of its key aspects. Environmental concerns have been fully incorporated into the United

express who we are, what we cherish, where we came from, our hopes and aspirations as

Nation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uch as in Goal 13 on “Climate Action”

individuals and societies. Our generation is the keeper of these hopes and aspirations, and

and Goal 15 “Life on Land”, but are manifested in all 17 SDGs.

we should safeguard ICH and entrust future generations with living culture so that they,

Apart from the environment, it is important for us to recognize that peace, as well as
ICH safeguarding, cannot be separated from a well-rounded, sustainable social, economic

too, can experience the joy, the sense of belonging, the social cohesion and the peace they
brought to us

and environmental development. Long-lasting peace depends on sustainable development:
it depends on people not being subject to suffering from poverty, hunger, forms of inequal-

Thank you for organizing such an important Forum, to remind us of this fundamental
idea!

ity and discrimination, lack of good health, and lack of access to opportunities for quality
education and decent work. Where development is not sustainable, there is higher potential
for social instability, armed conflicts and war, and refugee or other humanitarian c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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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동체를 정의하여 온 기존의 문화에 본질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네스코는 인간 가족 전체를 통하여 존속해온 문화적 표현의 다

무형문화유산과
평화

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옹호하며 이러한 문화적 표현을 유사하게 만
들고 독특하게 만들어 주는 것 모두를 축하한다.
명백한 다양성 속에서 문화를 보호함으로써 평화의 문화구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네
스코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접근법을 택하였다. 1) 문화와 유산의 옹호, 2) 분명한 정책과
틀을 만들기 위한 국제공동체의 개입, 그리고 3)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지역 이해당
사자들에 대한 지원. 이러한 접근법은 유네스코의 유명한 문화협약에도 간략히 나와 있는

마리엘자 올리베이라

데 이는 국제협력을 위한 독특한 국제적 플랫폼을 제시하고 인권과 공유된 가치에 기반하

유네스코 북경사무소 소장

여 전체적인 문화적 가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유네스코 설립 이후 수십 년 동안은 주로 공예품, 기념물 그리고 현장과 같이 유형적인
문화유산에 공식적인 초점을 두어 왔다. 이러한 문화의 물질적인 발현은 수세기에 걸쳐 그
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정신과 가치에 대한 분명한 증언이 되어 주었고 이를 떠올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 이들 중 많은 것들이 문화간 그리고 문화와 자연간의 교환과 접촉에

우선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해주신 포럼 관계자 분들께 유네스코를
대표하여 감사함을 전해 드리고자 한다. 올해 이 포럼은

무형문화유산(ICH)과

평화의 관계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인간적인 이유 또는 자연적인 이유로 이들이 손상되고 파괴되자 우
리는 미래 세대를 위하여 이들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게 되었다.

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참신한 기회를 주었다. 유산의 측면에서 서로 많은 것을 공유하

유형문화유산은 문화유산이라는 완전체의 반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

는 남북한이 평화를 진전시키고 있는 현재의 한반도에서 논의하기에는 무척 시의적절 하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 그리고 우주 또는 전통적인 공예품을 만들기 위한 지식과 기술에

고 본다. 동아시아 5개국을 대표하는 북경사무소 소장으로서 무형문화유산과 평화의 관계

대한 구두로 이어져 온 전통, 행위예술, 사회적 관습, 의식, 축제, 지식 그리고 실천과 같이

에 대한 유네스코의 관점과 통찰력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 주제에 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내려와서 후손에게 전해지는 전통이나 살아있는 표현물들은 우리의

한 유네스코의 관점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의 틀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개

문화유산에 대한 똑같이 중요한 증언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무형의 문화적 발현은 점점 더

념의 발전을 간략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는 대부분 무형문화예술을 유형유산보다 더 손상시키고 손실

평화와 문화의 관계가 상호적으로 완전체를 만들어 주는 구성요소가 되는 역동적인 것

되게 하는 가속화된 세계화, 갈등, 이주 그리고 기타 이유들 때문이다.

이라는 생각은 유네스코 설립 시부터 유네스코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온 바 있다. 제 2차 세

살아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문화유산들은 과거로부터 상속받은 전통만이 아니라 다양

계대전이 불러온 파괴와 함께 전후의 국제공동체는 국제정치경제적 약속들만으로는 국가

한 문화적 집단들이 참여하는 현대의 전원 및 도시의 습속 역시 대변한다. 우리는 다른 사

와 민족간의 지속적이고 신실한 평화를 지키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평화

람들이 실행하는 것과 유사한 무형문화유산의 표현법들을 공유하기도 한다. 이웃 마을에

는 대화와 상호이해를 진정으로 도모하는 문화, 인류의 지적이고 도덕적인 연대의 발현과

서 온 것이든, 세상 반대편의 도시에서 온 것이든 다양한 지역에 이주하여 정착한 사람들에

강화를 가능하게 하는 문화에서 구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하여 적응된 것이든 이들은 모두 살아있는 유산이다. 그들은 세대별로 전해져 내려왔고

평화, 포용 그리고 사회적 응집력이 인간의 보편적인 필요이자 동경의 대상이라는 점은

그 환경에 반응하며 진화되어 왔으며 우리에게 정체성과 지속성이라는 감정을 선사하여 과

분명한 사실이며 바로 이러한 측면 때문에 모든 공동체들이 똑같이 평화를 추구한다는 점

거로부터, 현재를 통하여 그리고 미래를 향하는 연결점을 제시한다. 이들은 사회적 응집력

을 알기 때문이다. 여러 공동체들은 이를 서로 다르게 실행하고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평화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표현이라 할 것이다.

에 대한 소망을 발현시키지만, 우리 모두는 어디서나 평화롭게 그리고 존엄하게 살고자 한

무형문화유산은 정체성과 책임감을 북돋우는 것으로써 개인들이 하나 또는 여러 공동

다. 보편적인 평화의 문화라는 것은 실재로 존재하며 이것이 UN의 설립과 세계인권선언에

체의 유의미한 한 부분이 되도록 하여 주고 전반적인 사회의 구성원임을 느끼게 해준다. 우

서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보편적인 문화를 다양한 인간 공동체의 기

리는 동일한 근원을 나누고 상호이해가 평화를 위한 진정한 기반이기에 서로를 이해하는

존의 독특한 문화로부터 독립되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화

것이다. 무형문화유산과 사회적 응집성의 관계 그리고 이를 통한 평화로의 연계는 유네스

의 주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 이는 평화라는 보편적인 문화가 수세기에 걸쳐서 개인과 공

코 회원국들이 무형문화유산을 손실이나 소멸로부터 보호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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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이유들 중 하나이다.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발현의 지속성, 그 생명력과 생존력의 보존

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28개국의 52개 무형문화유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스트에 포함시키

은 다양함 속에서의 인류의 통일성의 유지에 중심적인 요소이다. 이것 없이는 진정한 평화

는 것은 이해당사자들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국제협력과 지원을 동원하

가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는 데 도움이 된다.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리스트는 현재 이러한 유산의 다양성을 보여주

무형 문화유산 보호 협약 은 2003년에 채택된 것으로 그 목적은 다양한 문화간 그리고

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여 주는 112개국의 399 무형문화유산 요소로 구성되어

다양한 문화 내에서 무형문화유산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고 존중을 함

있다. 모범 보호 활동 등록은 현재 협약의 원칙과 목적을 가장 잘 보여주는 15개국의 19개

양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다양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프로그램, 프로젝트 그리고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리스트의 여러 요소들은 평화와 안보라는 목표와 관련되어 얐다. 이들은 평

a)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화와 안보 하의 네 가지 하위 측면으로 나뉜다. 1) 사회적 응집력과 형평성, 2) 갈등의 예방

b) 관련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의 무형문화유산의 존중

및 해결, 3) 평화와 안보의 복구, 그리고 4) 지속되는 평화와 안보의 실현. 나는 무형문화유

c)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하여 지역, 국가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인식을 높이고

산 대표 리스트의 하위 측면 각각의 예를 들고 싶다.
사회적 응집력과 형평성에 있어서 그리고 내 조국인 브라질에서 나는 카포에이라를 적

이에 대한 상호적인 인정을 하는 것
d) 국제협력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

절한 예로 강조하고자 한다. 싸움이면서도 춤이기도 한 카포에이라는 모든 성별과 연령 그
리고 직업군을 망라하는 전통이자 스포츠이며 예술이다. 카포에이라 “서클”은 마스터, 다른

현재 195개국의 유네스코 회원국 중 178개국이 2003년 협약을 이미 비준하였다. 비준한 회

편의 마스터 그리고 제자들로 구성된다. 마스터는 서클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 지식을

원국들은 유산의 다양한 측면의 부양은 물론 특히 공식적이며 비공식적인 교육을 통하여

보호하는 사람으로 연주를 가르치고 집단의 응집력을 유지하며 의식의 방식을 지켜나가게

유산의 파악, 문서화, 연구, 보존, 보호, 증진, 개선, 전승을 포함하여 무형문화유산을 보호

한다. 카포에이라의 특징은 리듬에 따른 몸의 움직임과 카포에이라 서클에서 발생하는 지

하고 그 생존력을 보장하는 조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왔다.

식과 기술의 교환 그리고 서클의 개방성이다. 이 브라질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집단, 개인

2003년 협약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공동체의 관점을 존중하여 사
회 내에서 상호존중과 관용을 증진시키는 국가적 수준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을 특히

간의 상호존중을 강화하고, 사회적 통합성을 도모하며, 역사 속의 억압에 대한 저항이라는
기억을 증진시켜 줄 수 있게 해준다.

강조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 관습 자체가 사회적 응집력을 개선하고 차별을 감소시키는 데

비공식적인 사법제도인 스페인 지중해 연안의 관개(灌漑)업자의 재판소와 같이 수세기

있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로써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며, 화해와 평화의 복구

동안 발전하고 여전히 지속되는 많은 전통적인 갈등-예방 및 해결 메커니즘도 있다. 알-안

및 상호이해를 도모한다. 정책 역시 평화와 사회적 응집력을 도모하는 무형문화유산 관습

달러스(al-Andalus)시대(9세기에서 1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두 가지 주요한 재판소인 무르시

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될 수 있는데 그 예는 무형문화유산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아 평야의 장로 평의회(The Council of Wise Men of the plain of Murcia)와 발렌시아 평야의 수자원 재판

지원하며 이를 갈등 이후의 일련의 노력을 위한 프로그램에 통합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그

소(The Water Tribunal of the Plain of Valencia)는 스페인의 법률에 따라 인정받는 것이기도 하다. 권위

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갈등 방식이 공정해질 수 있게 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와 존중의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이 두 개의 재판소는 구성원을 민주적으로 선출하며 지리

특정 공동체나 우세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지 않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 대표성을 고려하며 갈등을 빨리, 투명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해결한다. 법적인 역할에 더

협약 중 가장 공공적으로 눈에 띠는 결과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세 가지 “리스트”이

하여 관개업자들의 재판소는 판결이 내려질 때 이뤄지는 의식과 재판이 지역의 성상이 있

다. 1)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리스트 2)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리스

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로부터도 볼 수 있듯이 시각적인 상징으로써 공동체에서 주요

트, 그리고 3) 모범 보호 활동 등록. 리스트를 정하는 방식은 기존의 국제인권 조약, 공동체,

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전통적인 공동체들 사이에 응집력을 발현시키고 서로 다른 직

집단 그리고 개인간의 상호 존중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과 호혜적인 방식으로 무형문화

업들(관리인, 검수인, 가지 치는 사람 등)간의 시너지를 일으키며 수백 년간 형성된 문화적 교류에서

유산을 인정하고 증진하며 국제적인 자원을 이에 할당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모두는 평화

발생한 지식의 구두전달에 기여한다. 간단히 말해서 이 법정들은 오래된 지역 및 지방 정체

그리고 사회적 응집력과 내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성의 보고이며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매년 24개 회원국들로 구성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 위원회가 회합하여 국

아리랑이라는 서정민요는 남한과 북한의 공동 리스트에 등재되었듯이 평화와 안보의

가 당사자들이 협약에 제안한 유산들을 평가하고 무형유산의 문화적 관습과 표현을 협약

복구에 있어서 명백한 사례라 할 것이다. 이 한국의 유명한 민요는 수 세대에 걸쳐서 평범

리스트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한다.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한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공동의 작품결과라 할 것이다. 지역마다 그 형태는 다르지만 다양

리스트는 현재 관련 공동체와 국가당사자들이 유산을 살아있게 하려면 긴급한 조치가 필

한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그 단순한 음악 및 가사가 즉석에서 만들어지는 작품이 되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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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따라 하고 노래하게 만든다. 따라서 아리랑은 인간의 창의력, 표현의 자유 그리고 공감

이사, 출산, 당나귀 낙인 및 몽고의 유목민 공동체들이 축하하는 다른 사회 행사에서 연주

능력을 존중하는 예술형태이며 남한과 북한 모두에서 공통으로 불려지고 즐겨진다. 지역공

된다. 따라서 이는 중국 북부에 있는 내몽고 자치족은 물론 몽고에 사는 유목민들의 사회적

동체, 사설기관 및 개인들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의 지역적 버전들도 있어 여러 다양한 특

응집에 기여한다.

징을 지닌 다양한 버전이 활발하게 불려지고 전승된다. 이 찬가는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가장 많은 수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국적 무형문화유산은 매 부리기이다. 이는 독일,

한민족의 의사소통과 통합을 증진시킨다. 사회적 관계도 강화시켜 상호존중과 평화로운 사

사우디 아라비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아랍 에미리트, 스페인, 프랑스, 헝가리, 이태리, 카자

회개발에 공헌하며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하고 슬픔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통합의

흐스탄, 모로코, 몽고, 파키스탄, 포르투갈, 카타르, 시리아 아랍 공화국, 한국 그리고 체코

중요한 상징으로 기능하며 행위예술, 영화, 문학 및 기타 다른 현대미술에 있어서 자랑스러

를 포함하는 18개국의 공동 리스트이다. 이 유산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 변방을 아우르는

운 한 장을 구성한다. 따라서 아리랑 노래는 한반도의 평화복구에 있어서 상징적이면서도

거대한 지리적 범위에 걸친 인간 공동체의 공동의 습속으로써 하나의 산 증인이라 할 것이

실제적인 역할을 다 한다 할 것이다.

다. 본디 음식을 얻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매 부리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포츠로 발전되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노브루즈(Novruz)라는 다국적 리스트 요소

었고 공동체 내 그리고 공동체 간의 자연보전, 문화유산 및 사회적 참여로 이어졌다. 매를

도 있다. 새해는 종종 사람들이 평화, 번영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기원하는 시기이기도 하

부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집단으로 간주하고 이 활동을 하면서 한번에 수 주씩 여행하는

다. 3월 21일은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젠, 인도, 이란(이슬람 공화국), 이라크, 카자흐스탄, 키

데 저녁에는 모두 모여 하루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 이들은 매 부리기를 과거와의 연계

르지스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새해이다.

점으로, 특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연환경과 전통문화와 연계될 수 있는 공동체의 활동으

노브루즈 그리고 상기에 적시한 각각의 나라에 해당하는 말은 ‘새로운 날’이라는 뜻으로 2

로 보고 있다.

주 동안 여러 의식, 행사 그리고 기타 문화적 이벤트가 이루어진다. 이 기간 동안 행해지는

그러나 도시화와 산업화가 전통적인 유목민 생활방식을 점점 더 압도하여 많은 전통

중요한 전통은 순수함, 밝음, 활기 그리고 부유함을 상징하는 물체들로 장식된 ‘테이블’ 가

습속과 표현이 사라지고 있다. 전통의 수호자들이 유목민으로 살았던 초목 여러 곳은 사막

에서 모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식사를 즐기는 것이다.

화 되었다. 이로 인하여 많은 가족들이 전형적인 유목민의 덕목과 경험을 칭찬하는 우르틴

새 옷을 입고 친척, 특히 노인과 이웃을 방문한다. 선물도 주고 받는데 장인들이 만든 물품

두와 같은 많은 고전적인 주제와 멀어져 주로 앉아서 하는 활동으로 그 삶이 변화하고 있

들을 특히 어린이들에게 선물한다. 또한 음악과 춤으로 구성된 거리공연, 물과 불을 활용한

다. 이는 매 부리기 습속도 마찬가지인데 이 활동은 자연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이루어

공공 의식, 전통 스포츠 그리고 공예품 만들기와 같은 행사도 있다. 이러한 습속은 문화적

지고 그 보전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양성과 관용을 도모하고 공동체의 연대와 평화에 기여한다. 리스트에 기재되었든 기재되

방금 언급한 사례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무형문화유산 사이의 또 다른 중요한 연계

지 않았든 상기 네 가지는 평화와 안보라는 보편적인 목표를 보여주고 이에 공헌하는 인류

점을 적절하게 보여준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 환경 사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 보존한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의 사례라 할 것이다. 나는 이 포럼의 다양한 부분에 참여

모든 사람의 삶의 질에 있어서 개선이 이루어지는 조건을 지속적으로 부여하는 개발과정

한 전문가와 학자들이 다른 사례는 물론 무형문화유산과 평화 그리고 안보의 관계를 좀더

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임에 환경은 그 핵심 측면들 중 하나이다. 환경적 고민은 목표 13

심도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 믿는다.

인 “기후 활동” 그리고 목표 15인 “육지 생태계”와 같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연합

우리가 노브루즈의 다국적적인 요소에 대해 언급하였기에 나는 협약의 메커니즘이 민

2030 어젠다에 완전히 포함되었으나 17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모두에도 반영되어 있다.

족간의 문화적 이해와 협조를 증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렇게

환경과 별도로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같이 평화는 균형 잡히고, 지속 가능한 사회, 경

함으로써 국가 당사자들과 그 시민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의 문화적 상호의존성

제 및 환경 발전과 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래 지속되는 평화는 지속

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좀더 많은 공동의 요소를 가짐으로써 국가들은 무형문화유

가능한 발전에 달려 있다. 이러한 평화는 사람들이 빈곤, 배고픔, 불평등, 차별, 보건의 부재,

산의 옹호활동과 교육 노력에 있어서 상호 협조하고 보호조치를 개선하기 위하여 서로 교류

높은 품질의 교육과 품위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접근의 결여와 같은 고통의 대상이 되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참여를 통하여 상호존중의 정신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민족들의 통

지 않을 때 구축된다. 개발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사회적 불안, 무력분쟁과 전쟁, 난민과

합을 환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타 인도주의적 위기의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이들은 또한 무형문화유산 보존에 있어서

현재 70개 국가와 관련된 34개의 다민족 무형문화유산 리스트가 있다. 가장 최근의 합

가장 불리한 조건이기도 하다.

동 리스트들 중 하나는 중국-몽고의 것이다. 우르틴 두(Urtiin Duu)라는 전통 민요는 중요한 축

효과적인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유네스코는 국제, 지역, 국가, 지방 및 개인적 수

하와 축제와 관련된 제의적인 표현으로 몽골 노래의 두 가지 주요 형태 중 하나이다. 우르틴

준에서 모든 국가, 비정부, 민간 부분이 지속 가능성에 대하여 긴밀하게 고민하고 UN2030 어

두는 몽고 사회에서 독특하고 명예로운 역할을 맡고 있다. 이는 결혼식, 새로운 집으로의

젠다 및 17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활발하게 공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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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평화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은 서로를 완성시켜주

memo

는 구성요소들이다. 무형문화유산은 평화와 사회적 응집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다른 측면을 통하여 기여하기도
한다. 식량안보, 보건, 품질 높은 교육, 젠더 평등,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권 및 위생과 같은
광범위한 사안들을 포괄하는 포용적인 사회적 발전이 없다면 평화는 “공허한 말”로 남을
뿐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수입창출과 지속 가능한 생계, 지속 가능한 관광(무형문화유산 관련), 생산적인 고용과 품위
있는 일을 포함하는 포용적인 경제발전 없이 평화는 부분적일 뿐만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
가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그 무엇이 되기 어렵다.
생물다양성의 보호, 공동체 기반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의 복구, 자연자원의 합
리적 활용,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과 실천의 발전 및 전승과 같은 요소들을 아우르는 포
용적인 환경 개발 없이 평화는 지속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무형문화유산을 계속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
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무형문화유산은 지속 가능성, 평화 그리고 문화 사이의 섬세한
관계를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일깨워준다. 동시에 무형문화유산 전통과 습속은 우리가 사
회, 경제 및 환경의 문제와 기회를 다루고 지속 가능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적이고 실용적이며 물질적인 요소와 자원이 되어 주기도 한다.
나아가 무형문화유산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어디서 왔는지, 개인과
사회의 희망과 동경이 무엇인지를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으로써 큰 기쁨과 의미를 주
고 있다. 우리 세대는 이러한 희망과 동경의 지킴이이다. 우리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여
야 하며 미래 세대에 살아있는 문화를 전승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미래 세대 역시 무형문화
유산이 우리에게 선물한 소속감, 사회적 응집성 그리고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포럼을 조직하여 주시고 이러한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다시금 새길 수 있
게 해주셔서 감사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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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I

Presenter

believed to be saved, which could provide some relief to the hearts of the disaster survivors

ICH contributing to Japanese Postdisaster Rehabilitation

themselves.
So using cases from Japan, these are some of the topics I would like bring up for discussion.

The catastrophic Earthquake that hit the eastern part of Japan(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on
March 11, 2011, caused more than 15,000 deaths, and 400,000 households that were comHiromichi KUBOTA

pletely or half destroyed. At the same time, the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caused by the

Head, Intangible Folk Cultural Properties Section, Tokyo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Cultural
Properties, Japan

earthquake and tsunami made enormous damages to many ICHs. It was quite some time
afterwards the earthquake hit that we became aware of the grave reality in Tokyo. It was
not easy to raise the ICH topics immediately after the earthquake because it was an obvious priority to confirm the victim's safety and rehabilitation. Meanwhile, the tangible cultural heritage, a relief committee for disaster cultural assets was organized within a month
of the catastrophe, and relief of cultural assets was started. However, ICH was not the tar-

Abstract

get of the relief at that time. This was because ICH is transmitted mainly through humans,
After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in 2011, the value of ICH was recognized anew in Ja-

thus thought to be impossible to save in a physical manner..

pan. The powerful earthquake and the tsunami that followed caused large-scale destruction,

But that did not mean that the ICH transmitters had forgotten about ICH. About a

and more than 15.000 people lost their lives, and 400.000 homes were destroyed or damaged.

month after the earthquake disaster, a local newspaper reported an article by an art preser-

Following an event like that, the restoration of cultural heritage was expected to take low prior-

vation society president who lost masks and tools and said this through the interview

ity, but it turned out that many disaster victims wished for a revival of the local festivals and

‘These are the times that we need to keep dancing.’

folk performing arts. Initiatives to restore local festivals could be seen in the affected regions,

At a time when all of Japan fell into despair, there was a tendency to avoid colorful

and musical instruments and other tools were recovered from the rubble. These initiatives also

songs and dances in festivals to commemorate for the victims. However, most of the vic-

started receiving private backing. From this it became clear that ICH can greatly contribute to

tims suggested that ICH should resume. This is a very important fact in thinking about the

disaster restoration, especially from an emotional aspect.

value of ICH. Of course, the cultural and spiritual background of Japan should be taken

With this in mind, recognizing the role ICH can have in disaster resilience, we are now making an ICH database, in preparation for future disasters. However, ICH is a concept encompass-

into consideration, but it suggests that ICH can be a driving force to revitalize local communities with its uplifting properties.

ing various genres. In this case of disaster resilience, and in the case of Japan, it is customs
such festivals and folk performing arts, where the tradition upheld by the local community, that is
the main focus. Other practices, such as performances by professionals, folk crafts produced by

I. Category(Classification) of ICH

professional artisans, and traditional knowledge concerning disaster are a different type of ICH.
Furthermore, ICH such as festivals and folk performing arts contain various components,

The first thing to recognize when thinking about the different category(classification) of ICH is

such as religious faith, amusement, not to mention social welfare and regional economy, which

that there are many different types of ICH themes. The classification is difficult, but under

cannot easily by lumped together and covered by the mere term ICH.

UNESCO’s major theme is shown in the following 5 categories; (a) tradition by oral trans-

For example, many folk performing arts in the affected areas were held as memorial ser-

mission (b) performing art (c) social customs, ceremonies and ritual events; (d) knowledge

vices for the deceased victims. By these memorial service performances, the deceased were

and customs of nature and all things; and (e) traditional craft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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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theme that contributes to disaster recovery support at the time, ICH can b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three categories:
(i) Maintained in a local community and many residents are involved. In most cases it
is related to the spiritual world, such as religion.

II. Restoration of the performing arts and festivals after the
Catastrophic East Japan Earthquake
Numerous performing arts and festivals are handed down throughout Japan. In Japan,
about 9,000 ICHs are designated as intangible folk cultural heritage by the government or

(ii) Passed down by individuals, families, or to a limited community. In most cases, it
involves some sort of economic activity.

local governments, but most of them are held by performing arts and festivals. In addition,
the number of ICHs that have not been designated as cultural assets have not been identi-

(iii) Has been inherited unconsciously or customarily in life. In most cases, it is recognized as an ICH by an external request.

fied, but there are approximately tens of thousands in the performing arts. In fact, there
were about 1,000 performing arts in the tsunami disaster area of the Catastrophic East
Japan Earthquake. Among them, about 10% were designated as cultural assets. In Japan,

Applying these three categories to UNESCO’s (a) to (e), we can see that (i)=(b) (c),
(ii)=(e) and (iii)=(a)(d) roughly. Among these, in terms of disaster recovery support,

(i)

is

effective. Therefore, I would like to lead the story mainly on examples of performing arts

however, there are areas where performing arts are concentrated and areas with less performing arts depending on the region. Tsunami disaster areas of Catastrophic East Japan
Earthquake can be said to be an area where performing arts are active in general.

and festivals among ICH.

Now, I would like to take three types of examples of activities the local performing

In relation to (ii), craft techniques are mainly dealt with and it is common that it is

arts have done after the disaster. The first is “Kadonakagumi-Doramai” of Ohunato City

inherited by a limited number of artisans, as a family business or a profit organization. In

in Iwate Prefecture. The format is of a lion dance, which is abundant in Asia, but the area’

some cases, however, it is handed down to local communities, so that they are categorized

s unique tiger design is used in the head. The tsunami caused by the earthquake hit the

as (i). Conversely, there are also performing arts that are traditionally handed down in city

building where the tools were stored and swept away many items. Fortunately, the most

areas for profit rather than in the local community. In such cases, even the performing arts

important tool, the tiger’s head, was not lost. Thereafter, a nearby elementary school be-

should be classified as (ii). Regarding (ii), there is little role to support disaster recovery,

came an evacuation center and people in the area took shelter there. At the time, the mem-

but the task is how to keep and inherit the tradition itself from a disaster.

bers of this performing art group took the initiative to manage the shelter.

And regarding (iii), although there are various contents, there are cases of how to deal

“It was the thieves who ran faster than the Self-Defense Forces and the rescue servic-

with disasters and traditions that can greatly influence the wisdom in how to overcome the

es, after the tsunami” said a member of the performing-art group. It is a grim reality that

disasters. For example, in the damaged area of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there was

usually happens during disasters. The members of the performing-art group were will-

a tradition of "Tsunami Tendenko(meaning: each person should save one’s own life)". It is a handed down

ing to help in protecting themselves, securing foodstuffs and distributing the goods. The

wisdom of worrying about one’s own affairs and to prioritize escaping in order to prevent

shelter is said to be full of laughter. Of course, there is a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missed chances of running away while worrying about other family members when a

but because it is a group that has built a more intimate relationship within the community

tsunami occurs. In addition, there are examples of other countries having, traditional ar-

through the performance of Doramai, this kind of flexible response to disaster recovery in

chitectural methods or knowledge of living that are resistant to disasters. However, as the

the community was possible.

social environment changes with rapid, economic development, the situation in which the

As a second example, I would like to suggest a lion dance called “Shishifuri” of Ona-

knowledge of living safely through disasters is not being utilized, and the voices calling

gawa-cho in Miyagi prefecture. It is a performing-art of lion dance, featuring a different

for the re-recognition of these ICH in this field is increasing. Thus, (iii) will be an impor-

head in each region. Onagawa-cho was one of the areas with the greatest tsunami damage,

tant factor in considering disaster prevention and reduction, rather than supporting disaster

with 8% of the population dead or missing, and more than 90% of the homes destroyed. In

recovery. The ICH itself may not be worth preserving, but the process of discovery, and

many parts of the area, the lion dance has been handed down, and most of them have suf-

scientifically validating them, if available, and how to distribute the ICH will be the chal-

fered by the disaster and lost their tools. But that information was hardly known outside.
Five months after the earthquake I visited this village. At that time, I was able to hear

lenging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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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damaged situation of the lion dance from the person in charge of cultural assets

and the people were scattered all over the country while centering on the prefecture.

in the government office. “Nobody thinks about lion dance now, but someday everyone

For example, in the Kariyado area, a performing art called “Shikamai” was handed

will want to revive the lion dance. This type of ICH is not easy to revive once it is cut off.”

down. It is a form of lion dance, with the head of a deer is put on its head. However, it is in

said the government worker.

crisis now. The biggest factor being that the transmitters have evacuated to different areas.

Since then, there has been an ongoing movement of support from Tokyo, as well as

Even trying to gather among the people to practice is difficult.. But thanks to the enthu-

receiving supports from various foundations and corporations. Two years after the disaster,

siasm of the chairmen in the preservation groups, they were revived again in 2018, seven

many organizations were able to obtain new tools. After the recovery, the town’s website

years after the disaster. The radioactive decontamination work was completed within the

reported the following:

area and is now able to be resided since 2017. However, even now, people who feel uneasy

‘In Onagawa-cho, there is a tradition that a lion roams from house to house in the
first lunar month of a year to pray for the well-being and good health of the family. This year, some of them were very happy and got into tears since they could
see Shishifuri

(lion dance)

at the place where the remaining houses and temporary

houses were gathered. For those living in the area, tradition is part of their life
that cannot be broken off. In the new year, the wounds of the heart are being
healed little by little by the help of Shishifuri.’

about the radioactive contamination continue to live in shelters and decided not to return
to the area. It is said that 10 percent of the population does not want to go back. In such
a situation, even if it is revived, considerable difficulty is anticipated in continuing of the
performing arts. There are limits to ICH even if it contributes to supporting the disaster
recovery.
In the same Ukedo area of Namie-cho, "Taueodori" is transmitted. Taueodori is a performing art where girls dance while praying for the good harvest of rice farming. The area
was hit by tsunami and affected by radiation, but was revived relatively early thanks to a

Among the numerous lion dance inheriting towns of Onagawa-cho, Takenoura area is

leader who was passionate about dancing. But even if it has been resurrected, the transmit-

quite unique. Right after the disaster, the people in the area were evacuated to a hotel far

tance cannot be smooth as before. Those who previously danced were primarily consisting

away together and were staying together in a group. One day an older woman made the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Because these children are scattered all over the place, the

head of a lion using a cushion, an empty can, and a slipper from the hotel. They borrowed

dancing occasion made it the only opportunity to meet again. This can also be said to have

a drum from the hotel and did the lion dance together, and the people who were evacuated

contributed greatly to reviving the dance. However, when the children move, their parents

were very encouraged. It is an anecdote that indicates that ICH can lessen the burden of

have to accompany them, so the financial burden of traveling just for the ritual is high.

the mind of those who have suffered a disaster. After that, they were able to get new tools

In addition, when the children grow up and living in a shelter, their thoughts about their

from the area, but they still value the lion made out of cushion from that time.

hometowns become less clear. In the future, the number of children who do not know of

Finally, the people of Takenora area returned to Onagawa-cho, but continued to live in
disaster temporary housing for 6 to 7 years until the construction of the area was complet-

their hometowns will increase. In the meantime, we will have to keep an eye on whether
this dance can continue.

ed. At that time, about 60 households were dispersed in 30 temporary houses throughout
the area. If a village became dispersed like this, the functions of the local community will
disappear. However, they were able to enjoy the lion dance by returning to the area for the

III.

The Value and Role of ICH

New Year and April festivities. In the ensuing evacuation period, the lion dance was the
one that could connect the people in the village together. Between 2017 and 2018, the area

Among the three examples, I have highlighted the problems of losing ICH-particularly in

was finally completed. In the first month of this year, the lion went around all the houses in

the performing arts and festivals- due to disasters. Furthermore, how much of that resur-

the newly renovated Takenoura area for the first time in seven years.

rection can be contributed to the disasters and how much the resurrection can contribute

A third example is Namie-cho in Fukushima Prefecture. This area is the evacuated

to supporting the disaster recovery. Originally, these ICHs are easily tied to local identi-

area of the Fukushima First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Many performing arts were

ties that enhance their sense of belonging to the people living in the area. Every region

handed down in this area. However, due to the accident, the whole village had to evacuate,

in Onagawa-cho, which has a lion dance, claims, “The lion dance of our area is the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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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ncreased notion of local identity leads to regional conflicts. As the conflict expands,

memo

it develops into political dispute or folk conflict. It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ICH has the
potential to carry such risks.
However, as the examples so far has shown, when there are common risks such as
natural disasters, ICH works to strengthen the solidarity of the local communities. In the
wake of the Catastrophic East Japan Earthquake, such ICH functions became socially acceptable, and now it is becoming a common notion that ICH also becomes a target of relief
for the cultural assets in the event of a disaster.
However, ICH has a fundamentally different stance on disasters compared to tangible
cultural heritage. A tangible cultural heritage can be protected from disasters, or recovered
from damages caused by disasters. However, it is also necessary to think about how ICH
contributes to the revival of disaster areas. In order to do this, it is important to know the
details of where and what kinds of performing arts and festivals are available. The second
most important task is to build a network to quickly share information about what is going
to be struck by a disaster and how they are supported in the event of a disaster. However,
the methodology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In addition, even if the equipment is restored or newly created by support, it is also important to keep track of whether or not the
transfer of ICH is possible, and maintaining the resurrected traditions.
What is needed in such a situation would be the presence of supporters who continue
to support the long term. They are not only the government or local administrative bodies,
but also researchers, educational officials, press officials, and religious officials in various positions. Common ICH enthusiasts, whom are commonly present, can also be part
of them. And the network link between the transmitters is also important as they are the
members sharing the same tasks. It would be necessary to have a continuous network
of these diverse people. In addition to natural disasters, this could be a countermeasure
against the ICH that is being lost due to globalization, the outflow of population into cities,
or due to the depletion of local communities and the aging among population in Japan.
And it will not only protect ICH but also protect the local communities. This is because the views that the existence of ICH has begun to show the robustness of the local
community is increasing. For example, if ICH is lost in areas where there are many elderly,
the elderly may have mental problems. ICH is not only evaluated in terms of support for
disaster recovery but also in terms of social welfare. Again, the protection of ICH is at the
same time the protection of the lo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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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r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은 사망자 만 오천 명 이상, 완파 또는 반파된 가옥
이 40만 세대라는 커다란 피해를 가져왔다. 동시에 지진과 쓰나미에 따른 원자력 발전소 사

재난 복구에 기여하는
무형문화유산

고는 수많은 ICH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 도쿄에 있던 우리가 그 실태를 알게 된 것은
지진으로부터 꽤 시간이 지난 후의 일이다. 원래 지진이 일어난 직후에는 피해자의 안부 확
인이나 생활 재건이 최우선이 되기 때문에, ICH를 화제로 올리기에는 쉽지 않았다. 한편 유
형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일 개월 이내에 ‘재해문화재 등 구호위원회(被災文化財等救援委

員会 )’가 조직되어, 문화재 구호가 개시되었다. 다만 ICH는 그때 그 구호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인간이 전하는 ICH는 물리적인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ICH 전승자가 ICH에 관해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다. 지진 재해로

히로미치 쿠보타
일본 동경문화재연구소 무형민속문화재연구실장

부터 약 일 개월이 지난 후 지역 신문에는 가면이나 소품 등을 잃어버린 공연예술보존회 회
장이 말한 기사가 올라왔다.
‘이런 때야말로 춤을 추지 않으면 안 된다.’
당시 일본 전체가 슬픔에 빠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축제 등의 화려한 노래와 춤을
삼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 대부분이 이런 때야말로 ICH를 재개해야만 한
다고 제의했던 것이다. 이것은 ICH의 가치를 생각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물론

초록

일본이라는 나라의 문화와 정신적 배경을 고려해야 하지만, ICH가 가진 보편적인 가치로써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었다. 뒤 따라 발생한 강력한

지역 커뮤니티를 부흥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으며 15,000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400,000 채
의 집이 파괴되거나 피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사건 이후 문화유산 복구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으로 예상
되었지만, 많은 재난의 희생자들이 지역 축제와 민속 공연 예술을 되살리기를 원했다. 재난 지역에서 지역

I. ICH의 카테고리(분류)

축제의 복원을 위한 사업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악기 및 기타 소품을 잔해 속에서 회수하였다. 이러한 사
업들은 또한 민간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이것을 통해 무형문화유산(ICH)이 특히 감성적인 면에서 재난

이 테마를 생각할 때 처음 인식해야 할 것은 ICH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복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이 분명해졌다.

다. 그 분류는 어렵지만 가령 유네스코에서는 (a) 구전에 의한 전통 및 표현, (b) 공연예술,

이를 염두에 두고, ICH가 재난 복구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난 후 우리는 미래의 재난
에 대비하기 위해 ICH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ICH는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c) 사회적 관습, 의식 및 축제 행사 (d)자연 및 만물에 관한 지식과 관습, (e) 전통공예기술
등 5가지 종류를 예시하고 있다.
한편, 재해복구지원에 기여한다는 이번 테마에 따라 ICH를 분류하면 다음의 3카테고

이 재난 복구 능력의 경우와 일본의 경우, 지역 공동체가 유지하는 전통 축제와 민속공연예술이 주요 초점
이다. 전문가에 의한 공연, 전문 장인이 제작한 민속 공예품, 재난에 관한 전통 지식과 같은 것은 ICH의 다

리를 생각할 수 있다.

른 유형이다.

(i) 지역 커뮤니티로 유지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이 관여하는 것. 대부분의 경우 종교 등

또한 축제와 민속공연예술과 같은 ICH에는 사회 복지와 지역 경제는 물론 종교적 신념, 오락 등 다양

정신적 세계와 관련이 있다.

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똑같이 취급되거나 ICH라는 단순한 용어로 포괄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재난 지역의 많은 민속공연예술이 사망한 희생자를 위한 추모식으로 공연되었다. 이 추모

(ii)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또는 한정된 커뮤니티로 전하는 것. 대부분의 경우 경제활동
을 수반한다.

식 공연으로 고인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믿어졌고 재난 생존자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안을 줄 수 있었
다.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들어 토론을 위한 몇 가지 주제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ii) 생활 속에 무의식 중에 또는 관습적으로 전승되어 온 것. 대부분의 경우 외부의 요
청에 의해 ICH로서 인식된다.
이 세 분류를 유네스코의 (a)~(e)에 적용시키면 일본에 있어서 (i)＝(b)(c), (ii)＝(e), (iii)
＝(a)(d)로 대충 적용된다. 이 중에서 재해복구지원이라는 관점에 있어서 효과를 발휘하는
사항은 (i)이다. 따라서 여기에선 주로 ICH 중에서도 공연예술과 축제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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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근방에 있는 소학교(초등학교)가 대피소가 되어 지역의 사람들은 그곳으로 대피를 했다.

하여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싶다.
(ii) 와 관련해서는 주로 공예 기술 등이 대상이 되며 한정된 장인 등이 가업, 또는 영리

그때 이 공연예술 단체의 멤버들이 솔선하여 대피소 경영을 맡았다고 한다.

단체로써 전승해 가는 스타일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커뮤니티로 전승

‘쓰나미 후에 재해 구조 자위대(自衛隊)나 복구 봉사대보다 빨리 달려온 것은 도둑이었다’

하는 예도 볼 수 있어서, (i) 로 분류 (categorize)되는 사례도 있다. 반대로 지역 커뮤니티에 의

고 공연예술 단체 멤버는 말한다. 그것은 재해 때 통상 벌어지게 되는 현실이다. 스스로를

도시부(部)에서

영리적으로 전승하고 있는 공연예술 등도 있어서, 그런 경우 공연

지키는 일을 비롯하여, 식료품 확보나 물자 분배 등 공연예술 단체 멤버는 기꺼이 도움을 주

예술이라도 오히려 (ii) 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ii) 에 대해서는 재해복구지원이라는 역할

었다. 대피소에서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지역의 행정조직도 존재하지만 도

이 적고 오히려 그 전승 자체를 재해로부터 어떻게 지키고 계승시킬까 하는 것이 과제이다.

라마이라는 공연예술을 통해 보다 친밀한 커뮤니티를 쌓아가던 단체이기 때문에 재해 복

하지 않고

그리고 (iii) 에 관해서는 다양한 내용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 어떻게 재해를 극복해

구에 대한 이러한 대응을 유연하게 했을 것이다.

야 하는가 하는 교훈이 될 수 있는 전승, 또는 재해에 대처하는 지혜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

두 번째 예로써 미야기현 오나가와초의 ‘시시후리(獅子振り)’라는 사자춤을 들고 싶다. 지

다. 예를 들면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 지역에서는 ‘쓰나미 텐덴코(뜻: 각자 자기 목숨은 자기가 지키라)’

역 마다 다른 머리를 가진 것이 특징인 사자춤 형식의 공연예술이다. 오나가와초는 쓰나미

라는 전승이 있었다.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가족을 걱정해서 찾아다니는 사이 도망갈 기회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 중의 하나로 인구 8%의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가 나왔고, 90%이

를 놓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는 자신의 일만 걱정하고 각자가 알

상의 가옥이 재해를 입었다. 그 곳의 많은 지역에 사자춤이 전승되어 왔으며 그 대부분이

아서 도망치라는 교훈이다. 그 밖에도 예를 들어 재해에 강한 전통 건축 공법이나 생활 방

재해를 입어 도구를 유실했다. 그러나 그 정보는 외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식 등의 생활 지식은 여러 나라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 등 사회 환경이 변화하는

지진이 일어난 지 5개월 후에 나는 이 마을을 방문했다. 그때 동사무소의 문화재 담당

와중에 그 생활 지식이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분야에서 ICH의 재인

자에게 사자춤의 피해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지금은 사자춤에 대한

방재(防災)와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모두가 사자춤을 부활시키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러한

식을 필요로 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iii) 은 재해복구지원보다

감재(減災)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ICH자체에 보존할 가치가 있다

ICH는 한 번 끊기면 부활시키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는 것은 아니고, 그 ICH를 어떻게 발견하고 과학적으로 검증하며, 유효하다면 어떻게 보급
시켜야 하는지가 과제가 되는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다.

그후 도쿄 등에서 지원의 움직임이 있었고 여러 재단이나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재해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많은 단체가 새로운 도구를 얻을 수 있었다. 복구된 후 마을
의 웹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보고가 기록되어 있다.
‘오나가와초에서는 옛날부터 정월에 사자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집안의 안녕과

II. 동일본대지진에 있어서 공연예술·축제의 복구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올해는 남아있는 집과 임시 주택이 모인
곳에서 시시후리(사자춤)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개중에는 너무 기쁜 나머지

일본에는 수많은 공연예술이나 축제가 전국각지에서 전승되고 있다. 일본 내에서 국가나 지

눈물짓는 분도 있었습니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있어서 전통이란 끊을래야 끊을

방자치체가 ‘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는 ICH는 대략 9,000건 정도 되지만, 그 대부분

수 없는 생활의 일부입니다. 새해에 들어서니 시시후리 덕분에 마음의 상처도 조금

을 공연예술과 축제가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문화재 지정을 받지 않은 ICH의 숫자는 파악

씩 치유되어 가고 있습니다.’

되지 않았지만 공연예술만 세어도 아마 수만 건은 존재할 것이다. 실제로 동일본대지진의
쓰나미 재해 구역(area)에는 약 1,000건의 공연예술이 존재했다. 그 중 문화재 지정을 받은 것
은 10%정도였다. 다만 일본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공연예술이 밀집해 있는 지역과 적은 지

오나가와초의 수많은 사자춤 전승 지역 중에서도 다케노우라 지역은 꽤 독특하다. 이

역이 있다. 동일본대지진의 쓰나미 재해 구역은 대체적으로 공연예술이 활발한 지역이라고

지역은 재해 직후 집단으로 멀리 떨어진 호텔로 대피하여 단체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할 수 있다.

노파가 호텔에 있던 방석과 빈 깡통, 슬리퍼를 사용하여 즉석에서 사자춤의 머리를 만들었

그럼 재해 발생 후에 지역의 공연예술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세 가지의 사례를 들고 싶

다. 호텔에 있던 북을 빌려서 모두 함께 사자춤을 추었는데, 대피 중이었던 사람들은 매우

다. 첫 번째로 이와테현 오후나토시의 ‘카도나카구미-도라마이(門中組虎舞)’라는 공연예술이

용기를 얻었다고 한다. ICH가 재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마음의 의지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

다. 형식은 아시아에 많은 사자춤이지만 머리에는 이 지역의 독특한 호랑이 디자인이 사용

는 일화이다. 그후 지원을 받아 이 지역에서도 도구를 새롭게 마련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된다.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쓰나미는 공연소품이 보관되어 있는 건물에 밀어닥쳐 수많은

지금도 그때의 방석으로 만든 사자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마침내 다케노우라 지역의 사람들은 오나가와초로 돌아갔지만, 지역 조성 공사가 끝나

소품들을 쓸어갔다. 다만 다행인 것은 가장 중요한 도구인 호랑이 머리는 유실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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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 6~7년간 재해용 임시주택에서 생활을 이어나갔다. 그때 지역 전체에서 약 60세대의

된다. 지역마다 사자춤을 갖고있는 오나가와초의 각 지역에서는 누구나 ‘우리 지역의 사자

주민이 30군데의 임시주택에 분산되어 있었다. 하나의 마을이 그만큼 분산되어 버린다면

춤이 제일 멋지다.’고 말한다. 이러한 지역 정체성이 높아지면 지역끼리 싸움으로 번진다. 그

지역 커뮤니티의 기능은 사라지고 만다. 그렇지만 정월과 4월의 축제만큼은 지역으로 돌아

항쟁이 더욱 확대되면 정치적 항쟁이나 민속 분쟁으로 발전한다. ICH에는 그런 위험성을 수

와 사자춤을 즐길 수 있었다. 계속되는 대피 생활 중에 사자춤 만큼은 마을의 사람들을 연

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

결해주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 겨우 지역 조성이 끝나고 올해 정
월에는 새로워진 다케노우라 지역의 모든 집을 사자가 7년 만에 돌았다.
세 번째 예로써 후쿠시마현 나미에초를 들 수 있다. 이 지역은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발
전소 사고가 난 피난지역이다. 이 지역에도 많은 공연예술이 전승되고 있었다. 그러나 사고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재해 같은 공통의 리스크를 가졌을
때는 ICH는 지역 커뮤니티의 결속을 보다 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그러한 ICH 기능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 현재는 ICH도 재
해가 일어났을 때 문화재 구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공통 의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다만 ICH는 유형문화유산과 비교했을 때 재해에 대한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유형

때문에 마을 전체가 대피해야만 했고 사람들은 현 내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전국 각지로 흩
어지게 되었다.

문화유산은 그 대상물이 재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거나, 재해로 인한 파손으로부터 복구

예를 들면 카리야도 지역에서는 ‘시카마이(鹿舞)’라는 공연예술을 전승하고 있었다. 역시

를 하면 된다. 그러나 ICH는 더불어 재해 지역의 부흥에 어떻게 공헌하는가 하는 것도 생

나 사자춤 형식이면서 사슴의 머리를 뒤집어 쓰는 공연예술이다. 그것이 현재는 위기에 빠

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평소에 어디에 어떠한 공연예술·축제가 있는가 하

져 있다. 가장 큰 요인은 전승자가 여러 지역으로 대피했다는 것이다. 연습하려고 해도 모이

는 정보를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작 재해가 일어났을 때 무엇이 어떻

는 것조차 어렵다. 그렇지만 보존회 회장들의 열정 덕분에 재해 후 7년이 지난 2018년 다시

게 재해를 당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있는가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 네

되살아나게 되었다. 이 지역은 방사능 제염 작업이 끝나고 2017년부터 다시 주거가 가능하

트워크를 구축해 두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그 방법론은 아직 확립되지

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도 방사능 오염에 불안을 느낀 사람들은 지역으로 돌아가지 않고 피

않았다. 게다가 지원에 의해 용구가 복구되거나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해도 전승이 가능한

난처에서의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인구의 1할이나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

지 어떤지, 예를 들면 부활된다 해도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떤지 계속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한 상황에 있어서 가령 다시 부활되더라도 공연예술을 존속시켜 가는 일에는 상당한 어려

중요하다.

움이 예상된다. 재해복구지원에 기여하는 ICH라고 해도 역시나 한계가 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장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서포트하는 지원자의 존재일

또한 같은 나미에초의 우케도 지역에는 ‘타우에오도리(田植踊り)’가 전해져 내려온다. 벼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체 등 행정 기관 뿐만 아니라, 연구자나 교육기관 관계자, 언론관계

농사의 풍작을 기원하며 소녀들이 춤을 추는 공연예술이다. 이 지역은 쓰나미가 덮친 데다

자, 또는 종교 관계자 등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지원이다. 또한 흔하게 존재하

방사능 피해를 받았지만 춤에 대한 정열을 가진 지도자 덕분에 일찍 되살아났다. 그러나 부

는 ICH의 애호자들도 그 일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전승자끼리의 연결도 같은 과제를 공유

활했다고 해도 전승이 순조로울 리는 없다. 재해 전에 이 춤을 추던 사람은 초등학생 아이

하는 존재로서 중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의 지속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지 않을 까.

들이었다. 이 아이들도 각지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춤을 출 때가 재회할 수 있는 유일한

이것은 자연재해 이외에도 세계화나 도시로의 인구유출, 또는 일본에서 두드러진 지역사회

기회였을 것이다. 이것은 춤을 부활시키는 데도 크게 공헌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들

의 과소화(過疎化)나 주민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유실되고 있는 ICH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이 이동할 때는 부모들도 동행해야만 해서 그 경제적 부담이 크다. 게다가 아이들도 성장하

있을 것이다.

고 피난처에서의 생활이 자리를 잡으면 고향에 대한 생각은 옅어지게 마련이다. 앞으로는

그리고 그것은 ICH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될

고향을 모르고 자란 아이들도 증가할 것이다. 그런 와중에 이 춤은 이어져 갈 수 있을까를

것이다. 왜냐하면 ICH가 있음으로써 지역 커뮤니티의 건전성이 상승된다는 견해도 현재 보

계속해서 지켜봐야만 할 것이다.

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고령자가 많은 지역에서 ICH가 없어진다면 고령자가 정
신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을 수도 있다. ICH는 재해복구지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관점에
서도 평가 받아야 할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ICH의 보호는 동시에 지역 커뮤

III.

ICH의 가치와 역할

니티의 보호이기도 하다.

세 가지 예에서, ICH-특히 공연예술과 축제 관련-를 재해 때문에 잃어버리는 문제점과 재
해복구 지원에 그 부활이 얼마만큼 공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짚어 봤다. 원래 이
러한 ICH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귀속 의식을 높이는 지역 정체성으로 쉽게 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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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s among the inter/intra ethnic and faith groups have resulted in large scale political and
social unrest by killing people of various religious and cultural identity. Various tangible heritag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Peace-building in Bangladesh

sites which in retrospect represent larger intangible heritage have also been destroyed as a result of these conflicts.
Thus, the paper primarily intends to examine how different elemen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ve been used for building peace and harmony in society; and how peace and harmony has been disrupted as a result of lackluster management, protection and promotion of
various elements of ICH. The paper further attempts to analyze how newly created various c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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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al elements and spaces are being increasingly used for strengthening harmony and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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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in society with special reference to Bangladesh.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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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ngladesh is considered as one of the world’s richest banks of culture with its literature,
UNESCO Convention 2003 emphasizes on the role of ICH for building peace in the society
by bringing together the people of different culture, faith, and ethnicity and by establishing an
environment of mutual understanding, respect and sharing (See, UNESCO, 2003). The goal
16 of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DGs) of UN focuses on the promotion o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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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ropology, University
of Dhaka, Bangladesh.
Email: saifurrashid66@hotmail.com

philosophy, classic music, painting, foods, arts, plays, poetries and festivals. Spanning
a history of more than 5,000 years of different political and religious reigns and having
under gone events like the separation of India in 1947, the language movement of East
Pakistan in 1952, and the movement of liberation in 1971; this country has gained a politi-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all. It emphasizes on the inclusion of all individuals and

cal, social and cultural setting, which has helped it to emerge as a proud and independent

groups in the development and peacebuilding process. The promotion of various ICH elements

nation, full of different heritages with a great diversity of culture, religion, ethnicity, lan-

of different groups especially the marginalized ones and sharing of those elements among all

guage and ecology. Heritage and elements of ICH(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ve become a part

the groups of the society are the main thrusts of this inclusiveness.

of life and livelihoods of common people in the country. Elements of cultural homogeneity

Bangladesh, as a country of South Asia, has been a place of religious and cultural har-

lie with people’s lives and livelihoods in Bangladesh. Here most of the people want to live

mony for centuries. The vast displays of cultural and religious properties on show here have

without any hatred by loving one another. Though, the recent history suggests that both

been shaped over the last 5,000 years, following a number of political and religious reigns in-

conflict and cohesion are existing simultaneously in the society of Bangladesh. Growing

cluding those of the Pals (Buddhist), Sens (Hindu), Mughals (Muslim), and British (Christian).

fundamentalism and communalism are causing stigmas for this peaceful nation. Creating

Many of our ICH elements which are based on emotion, sentiment, belief, ideology, fraternity,

peace in the society through promoting culture and heritage has now become an important

history and identity are not always visible but we can definitely feel and understand those. As

issue for Bangladesh as well as for the region of South Asia.

important elements of ICH, both religion and ethnicity have always been crucial for building
peace in Bangladesh. Increasing differences among different religious and ethnic groups are
also considered as major reasons behind the political differences both at the micro and macro
level. People with different ideologies, culture, beliefs, thinking, idea and philosophy are now-a-

I. UNESCO ICH Convention 2003,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2030 and Peacebuilding

day becoming under attack by other opponent believers, though most of the rural and common
people are found maintaining a good understanding among themselves. In recent years, the

UNESCO Convention 2003 emphasizes on the role of ICH in building peace in th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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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ringing together the people of different culture, faith, and ethnicity and establishing

struction of various rich and diverse cultural heritage. It is no doubt that culture is a source

an environment of mutual understanding, respect and sharing

(UNESCO, 2003, Brauchler, 2011).

of identity and cultural heritage as a vector of identity can be used as a vital component

Many of our ICH elements which are based on emotion, sentiment, belief, ideology, fra-

in resolving various conflicts, whether those are between states, between ‘states and non-

ternity, history and identity are not visible but we can definitely feel and understand those.

state actors’, or among actors within states

Destruction or attack on any of thos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e sometimes very

an important role for strengthening peace in society. Various forms of intangible cultural

difficult to detect, but potentially graver in its consequences and more difficult to heal

heritage of Bangladesh which have been raised on its ground over the centuries are con-

It is fact that we are now living in an era of ethnic and religious wars when

sidered as the main sources of inspiration for creating a society with much religious and

(Nordstrom, 1997).

(ICH)

(see, Rudd, 2015).

In every society, heritage has

our ethnic identity, religion and culture to mobilize people to fight each

cultural harmony. The long tradition of Sufism and Baulism in the country has led the

other. But both ethnic, religious and cultural diversity can be used to prevent and resolve

people to become non-communal and create an environment for peaceful co-existence of

violent conflict and enable reconciliation. Peacebuilding, the means of achieving human

people with different religious beliefs. The strong presence of the ideology of Sufism and

development, refers to the processes that enable the establishment of durable peace and try

Baulism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violence by addressing the root causes and effects of conflict.

heritage in maintaining communal harmony among different religious communities. The

Reconciliation, institution building, political and economic transformation are considered

political journey of Pal, Sen, Mughal and British in this land created an environment of

as the major dimensions of peacebuilding.

cultural, religious and social integrity and diversity. The humanistic songs and the writings

we are

(mis)using

(mysticism)

in the people’s perceptions and beliefs, indicates the strength of religious

The goal 16 of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UN focuses on the pro-

of mystic poet Fakir Lalon Shah, Radharomon, Abdul Karim, Hason Raja and others have

motion of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all. It emphasizes on the inclusion of all

been the sources of this harmony. The followers of them known as Baul (mystic poets) are still

individuals and groups in the development and peacebuilding process, particularly those

practicing humanism in the society. In addition, Rabindranath Tagore, Kazi Nazrul Islam,

who are marginalized by culture, ethnicity, religion, politics, economy, gender and oth-

Sukanta Bhattacharya and some other writers have taught how to love people and reduce

ers factors. SDG opts for inclusivity of people of different groups at all stages, from top

discriminations in the society. Strong presence of Kazi Nazrul Islam in Bengali literature

to bottom without which a just and peaceful society cannot be built. Promotion of various

tells about the equity and equality in the society. The richness of such cultural heritage fre-

ICH elements of different groups especially the marginalized ones and sharing of those

quently reminds its people about their past, about their struggles and successes, and ignite

elements among all the groups of the society are the main thrust of inclusiveness. To an-

a spirit of nationalism among the new generations. But with this long tradition of cultural

thropologists, building peace in the society means building an inclusive society where the

harmony in the society, in the last few decades, country has experienced so many turmoil

diversity of culture, language, ideology, ethnic identity, religion, differences of opinion,

in the history of its politics and seen various destructions and attacks on its various cul-

beliefs, customs and practices, knowledge, emotion and sentiments, faiths and other forms

tural elements by various opponent believers and intruder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an exist, move together and flourish by resolving all the
root causes of warfare, conflicts and violence. Empathy for culture is considered very
much required for promoting, protecting and safeguarding of ICH and building peace in

III.

the society.

ICH, Cultural Diversities and Marginalized Communities in
Bangladesh: The Issues of Peace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2001 recognizes that cultural diver-

II. Heritage and Peace: ‘Heritage for Peace’ or ‘Peace for Heritage’

sity implies a commitment to the human rights of disadvantaged or discriminated groups
including minorities. These rights included free access to the expression of their own and

Throughout the history of human society, attacks by some communities on other com-

other group’s cultures; and participation in the cultural life of the society as a whole(Articles

munities have been seen executed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on the basis of ideology,

1 and 2).

power, identity and politics. In many places, such attacks have been ended with the de-

the best guarantees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For this reason, heritage in all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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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s must be preserved, enhanced and handed on to future generations as a record of hu-

Tirthas or pilgrimage sites for different faith groups. Many notable monks, Rishis(Hindu

man experience and aspirations, so as to foster creativity in all its diversity and to inspire

saints),

genuine dialogue among cultures towards building peace in the society (See, UNESCO, 2001).

were either born or passed away here. The lives of the local people are thus intertwined

It is observed that the nature of contemporary warfare is increasingly characterized by
conflicts within groups in the state, rather than between states. Most of the internal con-

Bhikkhus(Buddhist saints), Pirs and Darbeshes(Muslim preachers), and Christian priests who

with various tangible and intangible religious and cultural spaces, where many activities
are also held.

flicts are ethnically based, i.e. the conflicts are waged along ethnic lines. Ethnic emotions,

In Bangladesh, most of the common people in general have a very good mutual under-

in interaction with and under a particular set of structural and political forces and condi-

standing among themselves with different religious, ethnic and cultural identity. But the

tions, have caused various ethnic conflicts not only in Bangladesh but also in many other

difference in religious ideologies and practices has always been a major issue of political

neighboring countries. The problem of ethnic intolerance permeates every aspect of social

differences both at the micro and macro level. Some of the groups and sects within the Is-

fabric and poses a major obstacle to a successful, long-term development and peace in this

lam in Bangladesh are often found engaged in feuds due to their differences of ideologies,

region(See, Balgoievic, 2004).

beliefs and practices. People with different ideology, thinking, idea and philosophy have

Ethnic cultural diversity in many parts of the country is also now in threats because

been either challenged or attacked by many other opponent believers and their groups. In

of marginalization of various ethnic and religious communities. They have been squeezed

the recent times, the conflicts among the inter-faith groups and intra-faith groups have

gradually and forced to become a part of larger society. It has been seen that small ethnic

resulted many large scale political and social unrests in the country with killing of many

and occupational groups and religious minorities are now socially stigmatized, economi-

people, attacking on the bearers of various cultural heritage and destruction of various re-

cally exploited, culturally threatened and politically neglected. In many cases, politically

ligious and cultural establishments. For last few decades, the state politics have been very

powerful people try to evict the ethnic, religious and other minority people from their

much intertwined with the politics of religious ideology. Both the party in power and in

ancestral land or grab their lands. Since the independence of the country, most of the gov-

opposition have been trying to use different issues of religion or trying to use different or-

ernments have been trying to control the ethnic communities of the CHTs in various ways

ganized religious groups for their politics.
In the last few decades, many of the Asian and South Asian countries including Ban-

including placing military in the regions and settling Bengali people on the land of ethnic
communities as part of their ‘demographic engineering.’

gladesh have experienced several conflicts among its various religious groups and sects.
Ongoing civil wars in Iraq, Afghanistan, Pakistan, Syria, Palestine and conflicts between
India and Pakistan are some of the examples of such religious hostility(‘iconoclasm’) in the

IV. ICH, Religion and Peace: Bangladesh from Asian Perspective

Asian countries.

Both anthropology and sociology of religion recognize the entanglement of religion and
culture and sometimes consider religion as a part of culture. Anthropology considers that
religion lies at the core of every intangible and living culture. Thus, the protection of ICH

V. Ethnic, Religious and other Minority Conflicts in Bangladesh:
Peace under Threats

means the protection of different types of beliefs, rituals and practices associated with various religions. Religion, as an important element of ICH, has always been a crucial agenda

Bangladesh is known as a peaceful country to the world. But due to various ethnic con-

for building peace in the society

flicts, religious violence, attacks on minorities and increasing attacks of home-grown fun-

(ICCROM, 2003 and ALTERheritage, 2015).

The mosaic of religious cultural heritage in Asia is one of the strongest elements of the

damentalist groups on the civilians, opponent believers and some free-thinkers, the peace

world’s religious property. Many of the Asian cities, architectural and archaeological sites,

of the country has been under threats for last few decades. Some of the incidents of com-

geographical and cultural spaces are strongly conditioned by religious roots. Even, in some

munal attacks on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Bangladesh have been given

Asian societies, religion is considered as a means of integration. Because of the presence

below:

of various political religious reigns in different times, Bangladesh became home to fa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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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ks

Year/Date

Place

Facts

Attacks on
Language

1948-52

East Pakistan
(Now
Bangladesh)

After the creation of Pakistan, the West Pakistan wanted
Urdu to be the only State Language by ignoring Bangla
which was spoken by majority of the east Pakistani people.
The Bengali people challenged it and did a rigorous
movement. On the dayof 21 February 1952, number of
people sacrificed their lives and established Bangla as
state languages of Pakistan.

Attack on Ramu’s
Buddhist Temple

2012

Cox’s Bazar

A series of attacks happened on the monasteries, shrines,
and houses of Buddhist inhabitants in Ramu of Cox’s
Bazar District. Local mobs destroyed 12 Buddhist temples
and monasteries and 50 houses in reaction to a tagging of
an image depicting the desecration of the Quran through
a fake Facebook account with a Buddhist male name.

Murder of TV a
presenter

2014

Dhaka

Nurul Islam Faruqi (60)used his religious programs to
speak out against Islamist groups and militancy. The
assailants slit the throat of Faruqi at his in Dhaka on
August 11.

Attack on a Priest
of a church

2015

Pabna

Father Luke Sarkar (50) was attacked by three youths at
his home in Pabna’s Ishwardi Upazila. He was a priest of
local Baptist Mission’s Faith Bible Church of God.

Mass killing of
Intellectuals

14th
December
1971

East Pakistan
(Now
Bangladesh)

On 14 December 1971, over 200 of East Pakistan’s
intellectuals including professors, journalists, doctors,
artists, engineers, and writers were picked up from their
homes by the Pakistani Army and its collaborators and
were killed later in different places.

Criticism of
Taslima Nasrin

1990s

Dhaka

Taslima Nasrin is a secular writer and humanist; for her
outspoken writings she was mostly criticized by religious
and fundamentalist groups. Since 1994, she has been
exiled in many countries and now living in India.

Attacks on
secular bloggers,
publishers and
LGBT killings

2013-2017

Dhaka

A series of attacks took place since 2013 on a number of
secularist and atheist writers, bloggers, and publishers.
More than a dozen of such killings happened during that
period.

Attacks on Hindu
Community after
Babri Mosque
Attack

1992

In a number of
districts

After the attack on Babri Mosque in Ayodhya of Uttar
Pradesh in India, a number of attacks took place in
different areas of Bangladesh on Hindus. 15 Hindus
were killed, 10,000 were injured and 3600 temples were
destroyed.

Islamic
extremists
attacked on
Hindu community

2016

Brahmanbaria

Attack on a Hindu community as a reaction of defamatory
social media post by a Hindu fisherman against Islam
on 30 October 2016. 15 temples and approximately 100
houses were destroyed by extremists.

Dhaka

1999

Jessore

Terrorist attacked with bomb on an event of Bangladesh
Udichi Shilpi Goshthi, where 10 people died and around
150 were injured.

Holi Artisan
Attack

2016

Attacks on
cultural events.

This attack took place on the night of 1 July, 2016 by five
militants. They took hostages and opened fire on the
people gathered in the restaurant of Gulshan in Dhaka. 22
civilians, 5 attackers, and 2 police officers were killed.

Attack on
Pahela Baishakh
(Bengali new
year) Program

2001

Dhaka (Ramna
Batamul)

Terrorist attack took place at a cultural program arranged
by Chaayanot. Ten people died and many more were
wounded. Later the Islamic fundamentalist group Harkatul-Jihad al-Islami confessed their involvement in the
attack.

Attack on Secular
Writer Humayun
Azad

2003

Coordinated
series bombings
across the
country

Cutting beards/
long hair of Baul

2005

2011, 2016

Dhaka

63 Districts

Faridpur,
Chuadanga

Humayun Azad was outspoken against fundamentalism
and various social stigmas. He was attacked by a terrorist
group on 27 February 2004, near the campus of the
University of Dhaka. Two assailants armed with chopping
knives, hacked Azad several times on the jaw, lower part
of the neck and hands and later he was declared dead.
On 17 August 2005, around 500 bomsb explosion
occurred in 300 locations in 63 districts of Bangladesh. All
the attacks took placed within half an hour starting from
11:30 am. A terrorist organization, Jama’atul Mujahideen
Bangladesh (JMB) claimed responsibility for the
bombings.
In 2011, in Pangsha of Faridpur district twenty-eight bauls
were humiliated publicly by cutting their long hair and
beard. Same thing happened in Chuadanga district in
2016.

VI.The Emergence of New Cultural Elements and Spaces in
Bangladesh: Some Rays of Hope
Mentioned earlier, Bangladesh has witnessed several unexpected attacks and threats on
its various culture and heritage in the recent times. Various ethnic, religious and minority
conflicts and attacks on the various cultural practitioners, social activists, free-thinkers,
journalists and people of different human-rights bodies have destabilized the society and
critically hampered its peace. But it is also important to mention that some positive things
have also happened side by side. It is a great hope that young generations are getting more
conscious about safeguarding their culture and heritage. They are very much positive and
advanced to create a non-communal society. A large number of young and educated population of the society are enthusiastic and committed to promote, preserve and safeguard
various elements of cultural heritage. Both people by themselves and by other organized
groups including the government and other non-government agencies are also playing
roles in creating more cultural spaces or strengthening variou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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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are increasingly getting engaged and creating an envi-

VII.

Conclusion

ronment of social, cultural and religious inclusiveness.
In the recent times, some cultural and social spaces have been created in many places

Over the centuries, the sharing of common history, customs, beliefs and practices has

of the country especially in some cities, where people can gather for some amusement or

been giving the people of the

can pass valued time with friends and families. Some newly built urban spaces include cul-

ness and a sense of common identity. The destruction of elements of intangible cultural

tural academies, theme parks,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sites, libraries, and eateries. in

heritage(ICH) such as social and cultural structures, relationships and identities which is

Bangladesh, these places are increasingly getting attractive for the people to interact with

usually not visible can increase the violence in society. At the World education forum at

each other, to get relief from social anxieties, and to take part in various cultural activi-

Dakar in 2000 it was for the first time officially stated that education can play a key role in

ties. These kinds of social gathering are also helping to reduce the gaps between different

preventing conflict and building peace. Many scholars also argued that education is not al-

classes and to change the ideological ground of people in the society.

ways a solution but also a cause of triggering or fueling of conflicts in the societies(see, Bush

A number of national cultural activities grown in the recent times, have also some

(bordering)

India, Bangladesh and Myanmar a feeling of keen-

& Saltarelli, 2000, Tawil, 2001, UNESCO 2002, Davies, 2004, Seitz, 2004).

In some areas, it has been seen that

significant impacts on developing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y with religious and ethnic

education has an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the society, but education itself is also

diversity. Recent tensions among people of different religious and ethnic communities have

influenced by the developments of the society.

accentuated the country’s responsibility to embrace diversity by building and regenerating

It is fact that education in general, plays a fundamental constructive role in promot-

new social and cultural spaces and promo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different plac-

ing interpersonal cooperation and understanding and reinforcing social cohesion, and it

es to bring people together and to build a culturally and socially inclusive society. Though

contributes to overcoming social inequality and is a key to equal societal participation(Seitz,

limited, several regular and occasion-based gatherings in various public spaces have been

2004).

playing significant roles in generating a sense of ownership among the communities and

much associated with the role of education in the society. Both education and heritage

for strengthening social cohesion and building peace in the society. They also reflect the

education are important for creating a pool of human resources to bring development in

commonality of practices, participation, and celebration, irrespective of religious, ethnic,

the society. The more the people are educated in a society, the more the cultural heritage of

or social identity. For example, the Pahela Baishakh, the first day of the Bengali New Year,

that society will be promoted and protected. But it is not only education but heritage edu-

bears testimony to the history of diversity and inclusiveness for most people. Beside the

cation can ensure a society with more sustainable development. Countries like Bangladesh,

regular activities in the public spaces of Dhaka, there are also many occasional special-

it is ‘education for all’ has to be ensured first and then ‘heritage education’ has to be duly

day events in large public cultural and social spaces. These occasions of celebration, where

incorporated in the curriculum of different level of education.

The nature of the state, nature of the party in power and the state of rule are very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have increased participation are the rays of hope to move the

In-terms of education, Bangladesh is progressing well compare to other South Asian

country forward positively. Some of these social, cultural and religious occasions and festi-

countries. But in terms of Heritage education, it is far behind than many other neighbor-

vals are listed below:

ing countries. A majority of the students of different levels are not very aware of various

Besides the above mentioned national and country-wide special cultural and social

elements of ICH. For promotion, protection and safeguarding of the rich elements of its

events, there are hundreds of local and regional social, cultural and religious festivals and

cultural heritage, introducing courses on heritage is very essential to raise awareness about

events which have been playing significant role in building harmony among different reli-

the importance of heritage in building peace in the society. Thus, the main objective of in-

gious and ethnic communities as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enthusiastically participate

troducing cultural heritage course in school-college and university curriculum of Bangla-

in these occasions. All these festivals and joyous occasions also showcase shared histories

desh is to enhance children and young people’s knowledge about the history and culture of

and shared beliefs in hope, love, and peace that transcend religion and class.

the society.
People from different religion and ethnic identities exist in Bangladesh. It should create the opportunity for amalgamation among them more closely and exchange the values.
Reinforcement of dialogue with religious communities and generating mutual under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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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 and collaboration amongst them are essential for the protection of various religious
World Heritage properties. To promote peace and religious harmony in the society following measures can be taken:
i) A multi-level initiative should be taken to raise awareness among the different religious, ethnic, occupational and cultural groups to reduce the threats of ‘iconoclasm’(religious
hostility),

ii) To identify areas where an Asia-wide response for ethnic and religious heritage
management is appropriate,
iii) To find the ways to prevent various risks associated with inter-religious/ethnic or
intra-religious/ethnic tensions,
iv) To develop a participatory heritage management strategy through interfaith
dialogues(which refers to cooperative and positive interaction between people of different ethnic and religious traditions,
at both the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levels)

and to share religious knowledge and insights with each

other and
v) To work together to prevent the threats and to face the challenges of the management of various ethnic and religious cultural heritage in Bangladesh and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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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r

호 및 증진 때문에 평화와 조화가 어떻게 지장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 논문은 방글라데
시라는 특수한 예를 들어 새로이 창출된 다양한 문화적 요소 및 공간들이 사회에서 조화를 강화하고 평화

방글라데시의 무형문화유산 및
평화구축: 희망의 빛

를 구축하기 위하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핵심어
무형문화유산, 평화구축, SDGs, 포용적 개발과 방글라데시.

사이푸르 라시드

방글라데시는 문학, 철학, 클래식 음악, 미술, 음식, 예술, 연극, 시와 축제와 같은 문화가 세

1

방글라데시 다카 대학교 교수

계에서 가장 풍부한 나라들 중 하나로 여겨진다. 여러 다른 정치적, 종교적 지배의 역사가
5,000년 이상이며 1947년 인도와의 분리, 1952년 동 파키스탄의 언어 운동, 1971년의 해방
운동과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방글라데시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구축하였고, 이
는 문화, 종교, 민족, 언어 및 생태의 엄청난 다양함과 더불어 자랑스럽고 독립적인 국가로
등장하게 되었다. ICH(무형문화유산)의 유산과 요소들은 방글라데시의 일반 국민의 삶과 생계
의 한 부분이 되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증오 없이 살고자 한다.

초록

최근의 역사가 방글라데시 사회에서 갈등과 응집 모두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UNESCO 2003년 협약은 서로 다른 문화, 신념 그리고 인종의 사람들을 모으고 상호 이해와 존중 그
리고 공유의 환경을 창출함으로써 사회에서 평화를 구축하는 무형문화유산(ICH)의 역할을 강조한다
(UNESCO, 2003). UN의 지속 가능한 성장(SDGs)을 위한 2030 아젠다 중 16번째 목표는 모두에게 평
화롭고 관용적인 사회를 도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개발 및 평화구축 과정에서 모든 개인과

1

방글라데시
다카대학교(University
of Dhaka), 인류학
교수. 이메일: saifurrashid66@hotmail.com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점점 더 증가하는 근본주의와 종교공동체 주의가 이 평화로운 국가
에 오명을 남기고 있다. 문화와 유산을 증진함으로써 사회에서 평화를 구축하는 일은 남아
시아 지역 전반이 아니라 방글라데시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집단의 포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상이한 집단들, 특히 소외된 집단들의 다양한 ICH 요소들을 도모하
고 사회 집단들이 이러한 요소를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포용의 주요한 취지이다.
남아시아에 있는 나라인 방글라데시는 수세기 동안 종교와 문화 면에서 조화를 이루어 왔다. 그 광범
위한 문화적, 종교적 유산들은 팰(Pals, 불교도), 센(Sens, 힌두교), 무갈(Mughals, 무슬림) 그리고 영국

I. UNESCO의 2003년 ICH 협약, 지속 가능한 성장 –
2030을 위한 아젠다 및 평화구축

(기독교)을 포함한 여러 정치 및 종교적 지배 하에서 만들어져 지난 5,000년에 걸쳐 이룩된 것들이다. 감
정, 감성, 신념, 사상, 형제애, 역사 그리고 정체성에 기반한 많은 ICH 요소들은 늘 가시적인 것은 아니었

UNESCO 2003년 협약은 서로 다른 문화, 신념 및 민족 구성원들을 한데 모으고 상호이해

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분명하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다. ICH의 중요한 요소로써 종교와 민족성 모두 방글

와 존중 그리고 공유의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사회에서 평화를 구축하는 ICH의 역할을 강

라데시에서 평화를 구축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여러 다양한 종교 및 민족 집단 간의 차이를 증대시

조한다(UNESCO, 2003, Brauchler, 2011). 감정, 감성, 신념, 사상, 형제애, 역사 그리고 정체성에 기반

키는 것 역시 미시적 및 거시적 차원 모두에서 정치적 차이 이면의 주요한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상이한

을 두고 있는 많은 ICH 요소들은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느끼고 이해할 수

사상, 문화, 신념, 사고, 아이디어 그리고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요즈음에는 다른 반대의 신념을 가

있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ICH)의 파괴 또는 공격은 때로 탐지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그 결

진 사람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비록 대부분의 시골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이 서로 잘 이해

과는 더욱 엄중할 수 있으며 치유가 더욱 어려운 것이 되기도 한다(Nordstrom, 1997). 사실 우리

하는 습성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민족 및 신념 집단 간 그리고 각각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

는 민족적 정체성, 종교 및 문화를

들은 다양한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살해함으로써 크나큰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

적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민족, 종교 및 문화적 다양성은 모두 폭력적인

였다. 돌이켜 보면 더욱 큰 무형 유산을 대표하는 여러 유형 유산들도 이러한 갈등 때문에 파괴되어 왔다.

갈등을 예방 및 해결하고 화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 인간의 발전을

(오용)이용하여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하는 민족 및 종교

따라서 이 논문은 무형문화유산의 상이한 요소들이 사회의 평화와 조화로움을 구축하는데 어떻게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인 평화구축은 지속적인 평화의 정착을 가능하게 하고 갈등의 근본

활용되어 왔는지를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ICH의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질서정연하지 못한 관리, 보

원인과 효과를 다루어 폭력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화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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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구축, 정치적-경제적 변신은 평화구축의 중요한 차원들로 이해할 수 있다.

랑하고 차별을 없앨 수 있을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다. 벵갈 문학의 카지 나즈룰 이슬람

UN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 중 16번째 목표는 모두에 있어서 평화롭

(Kazi Nazrul Islam)이라는

강력한 존재는 사회에서의 형평성과 평등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

고 포용적인 사회를 증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개발과 평화구축 과정에 있는

다. 이러한 문화적 유산의 풍요로움은 사람들이 종종 그들의 과거, 투쟁 그리고 성공에 대

모든 개인과 집단, 특히 문화, 민족, 종교, 정치, 경제, 젠더 및 기타 요인들로 인하여 소외되

해 떠올리게 하고 새로운 세대들에게 민족주의 정신을 불꽃처럼 일으킨다. 그러나 이러한

고 있는 자들의 포용을 강조한다. SDG는 최상위에서 최하위까지 모든 단계의 여러 상이한

사회 내 문화적 조화라는 오랜 전통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에 걸쳐 방글라데시는 그

집단들의 포용을 강조하는데, 이것 없이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가 구축될 수 없다. 특히

정치사에서 너무 많은 질곡을 겪었고 여러 반대 종교인들과 침입자들로 인하여 다양한 문

소외된 집단들을 포함하여 여러 상이한 집단들의 다양한 ICH 요소들의 증진 그리고 사회

화적 요소들이 크게 파괴되고 공격을 받았다.

의 모든 집단 내의 이러한 요소들이야 말로 포용의 주요한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인류학자에
게 사회에서 평화를 구축한다는 것은 다양한 문화, 언어, 사상, 민족적 정체성, 종교, 의견의
차이, 신념, 관습, 습속, 지식, 감정과 감성, 신념 그리고 다른 유형의 무형문화유산이 존재할

III.

수 있고 함께 움직이며 전쟁, 갈등 및 폭력의 근본원인을 해결하여 번창할 수 있는 포용적

ICH, 방글라데시의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소외된 공동체:
평화의 이슈들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에 대한 공감이야말로 사회에서 ICH를 증진하고 보
2001년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문(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2001)은 문화

호하며 지켜내고 평화를 구축하는 데 매우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적 다양성이 소수자들을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들과 차별 받는 집단의 인권에 대한 헌신을
함의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 권리들은 자신 그리고 다른 집단의 문화의 표현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 문화적 삶에의 참여(제 1 조와 제 2 조)를 포함한다. 문화적

II. 유산과 평화: ‘평화를 위한 유산’ 또는 ‘유산을 위한 평화’

다양성, 관용 그리고 대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국제평화와 안보의 가장 좋은 보장들 중 하
인간사회의 역사 속에서 일부 공동체의 다른 공동체에 대한 공격은 사상, 권력, 정체성 및

나’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든 형태의 유산이 보전되고 증진되어 인간 경

정치를 배경으로 여러 곳에서 자행되어 왔다. 많은 곳에서 이러한 공격은 여러 풍부하며 다

험 및 염원의 기록으로써 미래 세대로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로써 모든 다양성에 있어

양한 문화유산의 파괴로 이어졌다. 문화가 정체성과 문화 유산의 근원이라는 점은 의심의

서 창의성을 발전시키고 문화들간의 진정한 소통을 발현시켜 사회의 평화구축으로 나아가

여지가 없다. 국가간,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 간’ 또는 국가 내의 여러 행위자 간에 발생하는

자는 것이다(UNESCO, 2001).

여러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정체성의 벡터가 중요한 요소로 활용될 수 있기 때
문이다(see, Rudd, 2015).

현대의 전쟁의 성격은 국가간보다는 국가내의 집단들 내부에서의 갈등의 양상이 점점

모든 사회에서 유산은 사회의 평화를 강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더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내부 갈등은 민족적인 것이다. 즉, 민족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

있다. 수 세기에 걸쳐 이룩된 방글라데시의 다양한 형태의 무형유산들은 크나큰 종교적, 문

다는 점이다. 구조적 및 정치적 힘과 조건의 상호작용 및 특정한 환경에 있어서 민족적 감정

화적 조화와 더불어 한 사회를 일구는 주요한 영감의 근원이 되어 왔다. 방글라데시의 수

은 방글라데시만이 아니라 여러 이웃 국가들에서도 다양한 민족적 갈등을 낳았다. 민족적

피즘(Sufism)과 바울리즘(Baulism)이라는 오랜 전통은 사람들이 자신들끼리만 뭉치는 대신 여

불관용이라는 문제는 사회구조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며 이 지역에서의 성공적이고 장기적

러 다른 종교적 신념이 있는 사람들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환경을 창출하였다. 사람들

인 발전과 평화에 주요한 방해물로 작용한다(Balgoievic, 2004).

의 인식과 신념 속에 자리하고 있는 수피즘과 바울리즘(신비주의)이라는 사상의 강력한 존재

방글라데시 여러 곳에서의 민족문화적 다양성은 여러 민족 및 종교공동체의 소외로 인

는 여러 상이한 종교 공동체들 사이에서 공동체적인 조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종교적 유

하여 현재 위협요소가 되고 말았다. 그들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압력을 받아왔고 더 큰

팰(Pal),

센(Sen),

무갈(Mughal)

및 영국이라는 방글라데시의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강요 받았다. 작은 민족 및 직업 집단 및 종교적 소수자들이 사회적

정치적 여정은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 온전함과 다양성의 환경을 이룩하였다. 신비주의 시

으로 낙인이 찍히고, 경제적으로 착취 받고, 문화적으로 위협을 받으며, 정치적으로 소외되

산의 강점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샤 (Fakir Lalon Shah),

라드하로몬(Radharomon),

카림(Abdul Karim),

하손 라자

어 가고 있다. 많은 경우 정치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조상대대로 내려온 땅에서 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도주의적인 노래와 글들이 이러한 조화의 근원이 되어

족, 종교 및 기타 소수자들을 몰아내고 땅을 소유하려고 하기도 하였다. 방글라데시의 독립

주었다. 이들의 후계자인 바울(Baul, 신비주의 시인들)은 여전히 사회에서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있

이후 대부분의 정권은 지역에 군대를 파견하거나 ‘인구학적 엔지니어링’의 일환으로 민족

다. 더불어 라빈드라나스 타고르(Rabindranath Tagore), 카지 나즈룰 이슬람(Kazi Nazrul Islam), 수칸

공동체들의 땅에 벵갈인들을 정착시키는 등 여러 방식으로 CHT의 민족 공동체를 통제하

타 바타차리야(Sukanta Bhattacharya) 그리고 기타 다른 작가들은 사회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사

려고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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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CH, 종교 및 평화: 아시아의 관점에서 본 방글라데시

폭력, 소수자에 대한 공격, 시민, 반대 종교인 및 자유로운 사상가들에 대한 자생적 근본주
의 집단들의 증가하는 공격 때문에 방글라데시의 평화는 지난 수십 년 간 위협을 받아 왔

인류학과 종교사회학 모두 종교와 문화가 한데 엉켜있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때

다. 방글라데시의 유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종교집단의 공격은 다음 몇 가지 사례에서도 볼

로는 종교를 문화의 일부로 간주하기도 한다. 인류학은 종교가 모든 무형적인 살아있는 문

수 있다.

화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ICH의 보호는 각종 종교와 어우러진 다양한 유
형의 신념, 의례 그리고 습속의 보호를 의미한다. ICH의 중요한 요소인 종교는 사회의 평화

공격

날짜

장소

사실

구축에 있어서 언제나 중요한 아젠다였다 (ICCROM, 2003 그리고 ALTERheritage, 2015).

언어에 대한 공격

19481952

동 파키스탄
(현재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건국 이후 서 파키스탄은 동 파키스탄의 사람들의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던 방글라(Bangla)를 무시하고
우르두어(Urdu)를 단일한 국가의 언어로 사용하기를 바랬다.
벵갈인들은 이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열정적으로 운동을
벌였다. 1952년 2월 21일 수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고
방글라(Bangla)rk 파키스탄의 국가의 언어가 되었다.

지식인들의 몰살

1971.
12. 14.

동 파키스탄
(현재
방글라데시)

1971년 12월 14일 교수, 언론인, 예술가, 엔지니어 그리고
작가들을 포함한 200명이 넘는 파키스탄의 지식인들이
파키스탄 군대와 그 협력자들에 의하여 집으로부터 끌려가
여러 다른 장소에서 살해 당하였다.

타스리마 나스린
(Taslima Nasrin)의 비판

1990년대

다카(Dhaka)

타스리마 나스린(Taslima Nasrin)은 대중작가이자
휴머니스트였다. 그녀의 솔직한 작품들 때문에 그녀는 주로
종교 및 근본주의 집단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1994년 이후
그녀는 여러 나라로 망명하였고 현재는 인도에 살고 있다.

바브리(Babri) 모스크 공격
이후 힌두 공동체에 대한
공격

1992

몇 곳의 장소에서
발생함.

인도의 우타르 프라데시(Uttar Pradesh)의
아요디야(Ayodhya)에 있는 바브리(Babri) 모스크에 대한
공격 이후 방글라데시의 몇몇 지역에서 힌두인에 대한
여러 공격이 발생하였다. 15명의 힌두인이 살해당하였고
10,000명이 부상당하였으며 3,600개의 사원이 파괴되었다.

문화행사에 대한 공격.

1999

제소르(Jessore)

방글라데시의 우디치 실피 고쉬티(Udichi Shilpi Goshthi)의
행사 현장에서 테러리스트의 폭탄 공격이 있어 10명이
사망하고 약 150명이 부상당하였다.

파헬라 바이샤크(Pahela
Baishakh) (벵갈의 새해)
프로그램에 대한 공격

2001

다카(Dhaka)
람나 바타물
(Ramna
Batamul)

차야노트(Chaayanot)가 준비한 문화 프로그램에서
테러공격이 발생하였다. 열 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였다. 나중에 이슬람의 근본주의 집단인 하르카트
울 지하드 알 이슬라미(Harkat-ul-Jihad al-Islami)가
자신들이 이 공격에 참여하였다고 고백하였다.

대중작가인 후마윤 아자드
(Humayun Azad)
에 대한 공격

2003

다카(Dhaka)

후마윤 아자드(Humayun Azad)는 근본주의와 다양한
사회적 낙인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그는
2004년 2월 27일 다카대학교(University of Dhaka)
캠퍼스 주변에서 테러리스트 집단의 공격을 받았다. 두 명의
공격자들이 칼로 아자드(Azad)의 턱, 목의 아랫부분 그리고
손을 수회 찔렀고 나중에 그의 사망 발표가 났다.

일련의 전국 폭탄테러

2005

63개 지구

2005년 8월 17일 약 500회의 폭탄 폭발이 방글라데시의
63개 지구 300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모든 공격은 오전
11시 30분에 시작하여 30분 내에 발생하였다. 테러 집단인
자마툴 무자히딘 방글라데시(Jama’atul Mujahideen
Bangladesh, JMB)가 자신들이 폭탄테러를 하였다고
자백하였다.

아시아에 있는 종교적 문화유산의 모자이크는 전세계 종교 자산의 가장 큰 요소들 중
하나이다. 많은 아시아 도시들, 건축 및 고고학적 유적, 지리 및 문화적 공간들은 종교적인
뿌리에 큰 영향을 받은 것들이다. 일부 아시아 사회에서는 종교는 통합의 수단으로 여겨지
기도 한다. 서로 다른 기간 동안 다양한 정치종교적인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방글라데시는
여러 다양한 신념 집단들에게 유명한 티르타(Tirthas) 또는 순례지가 되었다. 많은 유명한 승
려들, 리쉬(Rishis, 힌두교 성인), 비쿠스(Bhikkhus, 불교 성인), 피르(Pirs) 그리고 다르베쉬(Darbeshes, 무슬림
설교자들)

그리고 기독교 목사들이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나거나 사망하였다. 이로써 지역민들

의 삶은 다양한 유무형의 종교 및 문화적 공간과 연계되었고 이 곳들에서 많은 활동이 이루
어지기도 한다.
방글라데시에서 전반적으로 많은 일반인들이 상이한 종교, 민족 및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적 사상과 습속에서의 차이는 항시 미시
적이고도 거시적인 수준에서 정치 차이의 주요한 사안이 되어 왔다. 방글라데시의 이슬람
공동체 내의 일부 집단과 종파들은 사상, 신념 및 습속의 차이 때문에 종종 반목하기도 한
다. 서로 다른 사상, 생각, 아이디어 그리고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반대파의 신도들이나 그
집단에게 도전을 받거나 공격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종교간 그리고 같은 종교내의 집단의
갈등이 많은 대규모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져 많은 이들이 사망하였고 다양한 문화유
산에 대한 공격을 야기했으며 여러 상이한 종교문화적 제도의 파괴로 이어졌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정치는 종교사상의 정치와 크게 연계되어 왔다. 여당과 야당 모두 자신들의 정
치를 위하여 종교의 여러 다양한 사안을 활용하거나 여러 다양한 조직된 종교집단을 이용
하여 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많은 아시아 및 남아시아 국가들이 다양한 종
교집단 및 종파들 사이의 여러 갈등을 경험하였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시리아, 팔레스
타인의 현재 진행중인 내전들과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갈등이 아시아 국가들에서의 종교적
적대성(‘성상파괴’)의 몇몇 사례라고 할 수 있다.

V. 방글라데시의 민족, 종교 및 기타 소수자 갈등: 위협받는 평화
방글라데시는 전세계적으로 평화로운 국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러 민족 갈등, 종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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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Baul)의 턱수염과
긴 머리카락을 자름.

라무(Ramu)의
불교사원에 대한 공격

TV 진행자의 살해

교회 목사에 대한 공격

2011,
2016

2012

2014

2015

파리드푸르
(Faridpur),
추아당가
(Chuadanga)

2011년 파리드푸르(Faridpur) 지구의
팡샤(Pangsha)에서 28명의 바울(Baul)이 긴
머리카락과 턱수염이 잘려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였다.
2016년 추아당가(Chuadanga) 지구에서도 똑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

콕스 바자르
(Cox’s Bazar)

콕스 바자르(Cox’s Bazar) 지구에서 불교인들의 수도원,
사원 그리고 집에 일련의 공격이 발생하였다. 불교인
남성이름의 가짜 페이스북 계정을 통하여 쿠란을 신성
모독하는 이미지를 태깅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지역
폭도들이 12개의 불교사원과 수도원 그리고 50개의 가옥을
파괴하였다.

다카(Dhaka)

파브나(Pabna)

대중적인 블로거, 출판인에
대한 공격 그리고 LGBT
살해

20132017

다카(Dhaka)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힌두 공동체를 공격함

2016

브라만바리아
(Brahmanbaria)

홀리 아티잔(Holi Artisan)
공격

2016

다카(Dhaka)

누룰 이슬람 파루키(Nurul Islam Faruqi, 60)는 자신의
종교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슬람 집단과 군사주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 공격자들이 8월 11일
다카(Dhaka)에서 파루키(Faruqi)의 목을 칼로 그었다.
류크 사르카르(Luke Sarkar, 50) 목사는 파브나 (Pabna)의
이스와디 우파질라(Ishwardi Upazila)에 있던 그의
집에서 세 명의 젊은이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였다. 그는
지역 침례교인 신의 바이블 교회(Bible Church of God)의
목사였다.

으로 일하고 헌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정부 및 기타 비정부기구를 포
함한 조직된 집단들 역시 좀더 문화적인 공간을 창출하거나 무형문화유산을 강화하는데 있
어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써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사회적, 문화적, 종교
적으로 포용적인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일부 문화 및 사회적 공간들이 방글라데시의 많은 장소, 특히 일부 도시에 마
련되었다. 여기서 사람들은 함께 모여 즐기거나 친구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문화 아
카데미, 테마 파크, 역사 및 고고학적 유적지, 도서관 및 식당이 이러한 새롭게 지어진 도시
공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이러한 장소들은 사람들끼리 상호작용하고
사회적 불안감으로부터 해방되고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점점 더 매력적
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문화적 모임들은 여러 다양한 집단간의 차이를 줄이고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상적 배경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 증가된 여러 국가적인 문화활동들 역시 종교적, 민족적 다양성이 있는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여러 다양한 종교적, 민족적 공동
체들에 속한 사람들 간의 최근의 갈등은 새로운 사회문화 공간을 짓고 재창출하며 여러 다
양한 장소에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증진시킴으로써 다양성을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책무를

수명의 세속주의자, 무신론자, 작가, 블로거 그리고 출판인에
대하여 2013년 이후 일련의 공격이 있어왔다. 이 기간 동안
수십 건의 살해사건이 발생하였다.

두드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사람들을 모으고 문화사회적으로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

2016년 10월 30일 힌두 낚시꾼의 이슬람에 대한 명예훼손적
소셜 미디어 포스트에 대한 반응으로 힌두 공동체에 공격이
발생하였다. 극단주의자들은 15개의 사원 그리고 약
100여개의 가옥을 파괴하였다.

황에 따라 발생하는 모임은 공동체 간의 주인정신을 발현시키고 사회응집력을 키우고 사회

5명의 무장괴한들이 2016년 7월 1일 밤에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들은 다카(Dhaka)에 있는 굴샨(Gulshan)의
레스토랑에서 인질을 잡고 모인 사람들에게 불을 붙였다.
22명의 민간인, 5명의 공격자 그리고 2명의 경찰들이
살해당하였다.

게 되는 것이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공공장소에서의 몇몇 정기적인 모임 또는 상
에서 평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역할을 하여 왔다. 이러한 모임은 종교, 민족 또
는 사회적 정체성과 무관하게 실천, 참여 그리고 축하라는 공통점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벵갈의 신년의 첫째 날인 파헬라 바이샤크(Pahela Baishakh)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다양성과
포용의 역사의 증거이기도 하다. 다카(Dhaka)의 공공장소에 있는 정기적인 활동에 더하여 대
형 공공 문화사회공간에서의 특별한 날을 기리는 행사들도 많이 열린다. 모든 직업의 사람
들이 참여를 해 온 이러한 특별한 축하기회들은 국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희망의 빛
이다. 이러한 사회, 문화 및 종교적 기회들과 축제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상기에 언급한 국가 및 교외의 특별한 문화사회 행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수백 개의

VI.방글라데시의 새로운 문화적 요소 및 공간의 등장: 희망의 빛

현지와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회, 문화, 종교 축제들도 있다. 이들은 모든 직업군의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며 여러 다양한 종교 및 민족 공동체들 간의 조화를 일구

방글라데시가 최근 다양한 문화 및 유산에 대하여 예상치 못했던 여러 공격과 위협을 당했

어내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역할을 해 왔다. 이 모든 축제들과 즐거운 기회들은 공통의 역사

다는 것은 위에 설명한 바와 같다. 다양한 문화 실천가, 사회 활동가, 자유로운 사상가, 언론

그리고 종교와 계층을 뛰어넘는 희망, 사랑 그리고 평화에 대한 공동의 믿음을 보여준다.

인 그리고 여러 다른 인권단체 사람들에 대한 여러 민족적, 종교적, 소수자 갈등과 공격이
사회를 불안하게 하였고 평화를 크게 위협하였다. 그러나 일부 긍정적인 일들도 동시에 있
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젊은 세대가 문화와 유산을 지키는 것에 대해 좀

VII.

결론

더 나은 인식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큰 희망이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편협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매우 긍정적이고 진보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많은 교육을 받은 사회

지난 수 세기 동안 공동의 역사, 관습, 믿음 그리고 습속의 공유가(이웃 국가인) 인도, 방글라데

의 젊은 인구층이 문화유산의 다양한 요소를 증진하고 보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열정적

시 그리고 미얀마의 사람들에게 민감성과 동시에 공동의 정체성을 부여하여 왔다. 사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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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인 구조, 관계 그리고 정체성과 같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무형문화유산(ICH)의 요소의

력을 공유해야 한다.

파괴는 사회의 폭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2000년 다카(Dhaka)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은 갈등
을 예방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교육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최초로 공식

v) 방글라데시 그리고 지역에서 위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함께 일하고 다양한 민족, 종
교 및 문화유산의 관리라는 문제를 대면해야 한다.

적으로 선언하였다. 한편 많은 학자들이 교육이 항상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
회의 갈등에 불을 지피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Bush & Saltarelli, 2000, Tawil,
2001, UNESCO 2002, Davies, 2004, Seitz, 2004).

어떤 분야에서는 교육이 사회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교육 자체는 사회 발전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이 상호간의 협력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의 응집력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사실이며,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 동등한 사회참여에 있어서의 열쇠가 되기도 한다(Seitz, 2004). 국가의 본질, 여당
의 본질 그리고 지배의 상태가 한 사회의 교육의 역할과 크게 연관되어 있다. 교육과 유산
에 대한 교육은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인적자원 풀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사
람들이 더 많이 교육받을수록 해당 사회의 문화유산이 더욱 증진되고 보호된다. 그러나 사
회에 더욱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교육만이 아니라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이다.
방글라데시와 같은 나라들에게 이는 ‘여러 상이한 수준의 교육에 대한 교육’이기도 하다.
교육의 측면에 있어서 방글라데시는 다른 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여 더욱 잘 발전하
고 있다. 그러나 유산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는 많은 이웃국가들보다 훨씬 뒤쳐져 있다. 여러
상이한 수준의 학생들의 대다수가 ICH의 다양한 요소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다. 사회에
서 평화를 구축할 때 문화유산의 풍부한 요소에 대한 증진, 보호 그리고 지킴을 위하여 유
산에 대한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키는데 매우 필
수적이다. 따라서 방글라데시의 학교와 대학에 문화유산 과정을 소개하는 주요 목적은 사
회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어린이 및 젊은이의 지식을 증진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여러 상이한 종교 및 민족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방글라데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
들이 좀더 가깝게 합동하고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종교 공동체들과
의 대화를 강화시키고 이들 사이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창출하는 것이 다양한 종교적 세계
유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사회 내에서 평화와 종교적 조화를 증진시키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i)

'성상파괴(종교적 적대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여러 상이한 종교, 민족, 직업 및 문화

군에 속한 사람들의 인식증진을 위하여 다단계 이니셔티브가 실천되어야 한다.
ii) 민족 및 종교적 유산 관리에 대한 아시아 전체의 반응이 적절할 수 있는 분야를 파
악하여야 한다.
iii) 종교/민족간 또는 종교/민족 집단 내부와 연계된 다양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
안을 찾아야 한다.
iv) 종교간 대화(개인 및 제도적 수준에서 여러 상이한 민족 및 종교 전통을 가진 사람들간의 협력적이고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의미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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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의 방글라데시는 종교/종파/종족

방글라데시의 무형문화유산 및
평화구축: 희망의 빛

간의 갈등이나 싸움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였는가?
4.	첫 번째 도표에 제시된 사건/사고는 ICH와 직접 연관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 언어, 종
교 정체성과 관련된 것들이다. 제시된 목록 중에는 근본주의 이슬람에 반대하거나 이
의를 제기했던 사람과 집단을 공격한 사건들이 많다. 방글라데시에서 종교/종파가 아
닌 ICH와 관련된 갈등과 투쟁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5.	저자는 결론 부분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ICH와 관련된

박정석
목포대학교 교수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본 논문은 방글라데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ICH가 평화구축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개략적인 차원에서 기술하고 있다. ICH의 유지와 보존, 그리고 향유가 종교, 종족, 계급, 성
별의 차이를 넘어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저자의 주장은 타당하
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을 읽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한다.
1.	방글라데시의 사례에서, 역사적으로 종교적/종족적 차이를 넘어 모든 집단 혹은 사람
들이 향유했던 ICH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분야의 어떤 종목들인가?
2.	방글라데시에서 종교가 아닌 특정 종족집단을 기반으로 전승되는 ICH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두 번째 도표에서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축제와 행사는 대부분
이슬람 및 힌두 축제들이다. 국가적 종교 행사/축제가 아닌 종족집단 혹은 지역 특유의
행사/축제는 무엇이 있는가?
2-1.	구체적으로 ‘mangol Sobhajatra’, ‘cultural program in Ramna Batmul’, ‘February Book
Fair’, ‘Bishwa Bhalobasha Dibos(Valentine’s Day)’, ‘31st Night and New Year’ 등은 비교적
최근에 도시지역/젊은 층이 주도하는 행사/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행사/기념일
마저도 방글라데시의 ICH로 분류할 수 있는가?
2-2.	‘21st February’, ‘Shadhinota Dibos’, ‘Bijoy Dibos’ 등은 국가의 공식기념일이라고 생각
된다. 이런 기념일마저도 ICH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가?
3.	저자는 현재 방글라데시에서는 내부의 종교/종파 간 갈등과 싸움으로 오랜 문화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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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versaries, are they also considered part of ICH?

ICH and Peace-building in
Bangladesh: A Ray of Hope

3.	The author states that the current religious oppositions among religions and its sectors
have created a disconnect in the cultural harmony of Bangladesh. Has Bangladesh
always kept cultural harmony among its religions, and ethnic groups in the past as oppose to now?
4.	The above mentioned listed incidents and happenings are based mostly on nationality, religious , language identity and not of direct significance to ICH. The list of those

Jeongseok PARK

attacked were mostly of people opposing radical islam. What are some incidents of

Professor, Mokpo National University, Korea

uprisings that were based on ICH differences and not that of religion or ethnicity in
Bangladesh?
5.	The author mentions the importance of education in the conclusion. What are some of
the educational programs centered around ICH in Bangladesh and what are they like?

The following paper outlined the peace-making process that was transformed through
Bangladesh’s ICH. The way in which ICH is preserved and kept, as well as being enjoyed
with out the barriers of differences in religion, race, rank, or the sex is the optimal way to
go about the process is what I agree with the author. After having read through the paper
here are some questions.
1.	In the case of Bangladesh, were there any ICHs that were shared by the masses even
in differing religions and ethnic groups? If so what were the field of interest in those
cases?
2.	What are some of the ICH being transmitted by ethnic groups without the notion of
religion? On the second table, the author suggests that most of the festivals and events
were predominantly Islam or Hindu related. So what are some of these Ethnic group
festivals or events that are being held as opposed to government sponsored religious
ones?
2-1.	Especially, “Mangol Sobhajatra”, “cultural program in Ramna Batmul”, “February
Book Fair”, “Bishwa Bhalobasha Dibos(Valentines Day)”, “31st Night and New Year” are
some of the events and festivals held in the city area among young people every year.
Can these yearly events be considered Bangladesh’s ICH?
2-2.	It is thought that “21st February”, “Shadhinota Dibos”, “Bijoy Dibos” are national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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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of popular and traditional culture, its diversity and its role in the context of intercultural

Intangible Heritage as Bureaucratic
Project and Governmental Tool:
Critical Reflections

dialogue. On the other hand, it discusses challenges whe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instrumentalized, e.g. to manage and control ethnic minorities or vernacular culture in general.

Cultural Heritage is not only a “project of ideology”

(Kuutma 2007: 178),

but it is also a project

of bureaucracies. The broad ethnographic literature on heritage production and heritage
consumption documents the various dimensions of bureaucratic logics and constraints that
influence for example the ways traditional culture, which is transformed into intangible
Markus TAUSCHEK

cultural heritage, is used and managed

Professor, Freiburg University, Germany

can folklorist Dorothy Noyes discussed the results of patrimonial interventions and under-

(e.g. Hafstein 2007, Bortolotto 2008).

In this context, Ameri-

lined the bureaucratic power of heritage regimes that created tensions in the understanding
of culture and that changed the uses of traditions (Noyes 2006: 35f.).
Heritage as an ideological process is “a regime in rapid expansion”, as Icelandic anthropologist Valdimar Hafstein underlined(Hafstein 2007: 76). However, this expansion can

Abstract

not only be explained by the plausibility of the different cultural values that are reified in
This presentation understand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the effect of bureaucratic, legal

concrete heritage practices: democracy, cultural diversity, human rights etc. Rather this

and political intervention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oes not simply exist – it is the result of

expansion, one could assume, also depends on the specific institutional nature of heritage

valorization and valuation processes. Certain professional actors define what intangible cultural

regimes that are organized according to western bureaucratic logics(cf. Bendix 2009: 184). “Once

heritage is. Consequently, this excludes other forms of traditional or popular culture which are

created, bureaucracies notoriously expand”(Noyes 2006: 35; Herzfeld 1993).

not marked, labelled and valorized as authoriz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most powerful

Consequently, bureaucratic institutions permanently legitimize their existence as well

globally acting institution is UNESCO. And on national levels, nation states define intangible cul-

as they search new fields of action(cf. Douglas 1986). Additionally to that expansion, also the

tural heritage within national frames of reference. Henc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always

need for money grows and needs to be legitimized too: bureaucratic budgets expand ac-

linked to power, to logics the market, to legal and political frames. Arguing from the perspective

cordingly to the bureaucratic institutions themselves. The cultural biography of UNESCO’

of critical heritage studies, the paper understand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a powerful

s various heritage programs and conventions may serve as evidence for this assumption:

political and bureaucratic resource. But what are the effects of globally acting heritage regimes

from tangible heritage as cathedrals and castles to industrial landscapes, “dark heritage”,

which transform traditional or popular culture into a manageable good, a resource or cultural

underwater heritage, digital heritage etc. But also national patrimonial traditions in the

property?

protection of historical monuments for example show this expanding character of bureau-

From a cultural anthropological perspective, all cultural expressions which are labelled

cratic institutions. These institutions too, are in search of new patrimonial fields that legiti-

as authoriz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the nation state or UNESCO are dynamic and in

mize their institutional existence and that often are justified by international interventions.

constant change. However, heritage interventions often tend to freeze these cultural expres-

UNESCO’s 2003 convention concerning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

sions, for example by installing national heritage inventories and lists. How can one discuss the

tage led to enormous anthropological interest in this new category(cf. Hemme et al. 2007; Smith

tension between constant change (e.g. of performative practices like local customs or oral tradi-

2009; Bortolotto 2009).

tions) and the ways intangible heritage is safeguarded?

ternational protection of material heritage and the birth of the politics of tangible and natu-

Whereas only few ethnographic literature discussed questions of the in-

In accordance to UNESCO’s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ral heritage, researchers now focused on the(institutional) emergence of UNESCO’s intangible

Heritage the paper conceptualizes heritage as an important tool to raise the awareness for the

heritage concept as a result of international negotiation(e.g. Schmitt 2009). In his research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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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s intangible heritage regime, Valdimar Hafstein also focused on the institutional

between bureaucratic heritage interventions and the traditional practices these interven-

agency and bureaucratic power in the process of installing a new concept(Hafstein 2007). This

tions seek to protect(Kirshenblatt-Gimblett 2004: 55). Whereas traditional culture – or folklore –

new key concept of a global heritage policy however is pre-structured by different patri-

is dynamic, vibrant, creative and, through its performative character, constantly remade,

monial

forerunners(cf. Tauschek 2010: 89ff.; Hemme 2007).

If we want to understand the complex

heritage bureaucracies can be circumscribed as persistent, slow or unidimensional. In the

nature of today’s heritage interventions and the bureaucratic structures connected with

context of the circumscribed heritage regimes, these bureaucracies are situated in national

these, we have to take into account that the cultural life of heritage bureaucracies is shaped

or international legal and political frames of reference which may explain their persisting

by national traditions in the interpretation of history in general. One of these national

character.
Today the label cultural heritage is omnipresent: In the context of a tourist industry,

traditions is the protection of historical monuments that also shaped the semantic field of

this label shows tourists where to stop and visit certain sites – the cathedral in Cologne,

heritage(cf. Swenson 2007).
One of the central characteristics of UNESCO’s heritage operations is the fact that the

the old town of Regensburg or the Viking site in Haitabu in the very north of Germany. In

concerned member states have to translate the internationally binding legal instruments

the context of the protection of monuments – which has a long tradition in western states

into concrete national heritage policy. This transformation has different impacts: states

since the 18th century – cultural heritage is a central concept and the moral and ethical

have

to define legal parameters as well as they have to create responsible governmental

argument for conservation practices. And finally, in the context of an international heritage

authorities and bureaucratic institutions. Whereas UNESCO’s program dealing with natu-

policy, cultural heritage is also an instrument of diplomacy and of international recogni-

ral and tangible heritage could build on existing legal frameworks on the concerned na-

tion. An excellent and almost paradigmatic example for this important political dimension

tional level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concept of intangible heritage new frame-

of cultural heritage is the old town of Hebron in Palestine proclaimed cultural heritage by

works had to be established. An analysis of this complex process can deliver important

UNESCO in 2017. Heritage here, is an object of political intervention. In such contexts,

findings concerning national heritage policies as well as the embedding of these national

the proclamation of heritage often is not about architectural, historical or esthetic values at

policies into a global heritage system. In this context it is not only important to ask how

first sight. Rather cultural heritage, here is a political tool. And in the case of Hebron the

an internationally negotiated concept as intangible heritage is implemented on a national

proclamation by UNESCO caused political tensions.

level but also how this implementation is brought into being in bureaucratic ways. In a

What we define as cultural heritage today is a broad variety of things or cultural as-

cultural anthropological perspective on the emergence of national heritage practices, this

sets: Archeological sites, entire towns, landscapes, digital heritage and underwater heri-

implementation unfolds through the agency of concrete actors. That means that heritage

tage. Even if cultural heritage is, as already stated, a concept in rapid expansion, we have

interventions on international as well as national levels are realized by different institu-

to take into account that western societies started to actively and reflexively conserve and

tional actors such as ministries on a higher and museums, for example, on a lower level but

protect their pasts in order to shape and design their presence and their future. From this

that these interventions are also executed by individual actors. That is also one reason why

perspective, cultural heritage is always a certain mode of discursively constructing history

detailed ethnographic research on heritage as a practice and heritage as policy and concept

– or as Sharon Macdonald has put it: heritage is a mode of “past presencing.”

has to consider concrete actors and their options for action. Who, for example, represents

Ideas and concepts of protecting the past have their own history. That is why one

governmental authority in the context of national heritage policies? Who are individual or

could argue that cultural heritage is a powerful cultural technique. And an analysis of this

institutional actors that deal with heritage issues in the context of national bureaucracies?

technique is always an analysis of our societies, their social, political, economic and cul-

From which perspective do they argue? What is their professional background? Does their

tural infrastructures and logics.

sometimes quite personal understanding of heritage influence professional definitions?

In Germany for example around 1900, the idea to protect “Heimat” which is a highly

What are the bureaucratic and political contexts that shape these dimensions?

emotional term for homeland came into being. Against the background of radical transfor-

A first step into this direction is an understanding of patrimonial bureaucracies as

mation processes –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and transformation of agriculture – peo-

cultural practices in their own right. In her theoretical reflections on the metacultural na-

ple had the impression that central social values are going to be lost. A central reaction to

tur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arbara Kirshenblatt-Gimblett identified differences

this feeling of cultural uprooting linked to enormous changes in lifeworlds was the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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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hasis of history and the past. Pre-industrial lifeworlds, economies, social and political

ephemeral cultural practices should be concretely protected in order to hand them over to

structures seemed to guarantee stability in a transforming world.

future generations. UNESCO itself but also nation states who have ratified the Convention

At the same time the emphasis of a common history and a common past produced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gradually have developed specific in-

the feeling a common nation – of national identity. This insight is important if one wants

struments such as national or international lists and inventories. However, one could argue

to understand the functions cultural heritage has today. If the European Cultural Heritage

that these lists only protect representation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that is: texts, videos,

Year 2018 for example celebrates notions of shared heritage it celebrates at the same time

photos etc.)

European identity. From a cultural anthropological and deconstructivist perspective the

that lists and inventories are tools which were generated in specific bureaucratic contexts;

European heritage year offers imaginations of identity – it is a political instrument that

these tools make everything which is listed or inventoried manageable. Finally lists and in-

constructs ideas of community and belonging.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as today, we

ventories were simply translated from the protection of monuments – tangible heritage – to

see re-nationalization processes all over Europe – for example in Great Britain, in Catalo-

the new concep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here, I would argue that this transfer

nia, in Hungary or in Poland. And here, heritage is often nationally encoded.

is problematic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llows totally different logics than tangible

Hence, one could argue that cultural heritage is never innocent or unsuspicious. Heri-

and not the cultural expressions themselves. Additionally, it is relevant to note,

heritage does.
Already the idea to protect or safeguard intangible culture leads to a set of relevant

tage is an important resource which can be instrumentalized for very different and even

cultural anthropological questions: What happens exactly when a complex of local customs

contradicting ends.
After these more general introductory remarks I would like to propose to discuss some

or traditions as for example the carnival in southern Germany, the Spanish Riding School

cultural anthropological questions concerning the instrumentalization and construction of

in Vienna or the idea and practice of organizing shared interests in cooperatives are pr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laimed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What are possible effects for the prac-

My presentation argues in three steps. First, I will discuss the ways intangible heritage

tices themselves and the practitioners? What are the effects when local actors reflexively

is used as a resource. Then, my paper problematizes possible effects when so-called tradi-

have to demonstrate concrete safeguarding actions in management plans? And what hap-

tional culture is transformed in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oth by nation states and by

pens when dynamic, fluid, performative culture with a variety of concrete practices(dancing,

globally acting institutions like UNESCO. And finally, my presentation will ask how cul-

singing, disguising etc.)

tural heritage indicates social and cultural transformation processes.

on them?

is translated and put on lists which always tend to freeze what is listed

This last question has been broadly discussed in ethnological and cultural anthropological research. The growing number of ethnographic research on possible heritagization

I. Intangible Heritage as Resource

effects has shown a broad variety of possible effects on that culture which has been transformed into authorized heritage, to use an analytic term of Laurajane Smith. However, I

The history of culture can be interpreted as a history of instrumentalization – in positive

would like to underline that ethnographic research will not qualify possible effects neither

as well as in negative ways. This hypothesis can almost paradigmatically be discussed

as positive nor as negative. In most cases, observable effects are much too complex to sim-

by analyzing those forms of culture which are labelled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plify them only as positive or as negative. Furthermore, one cannot generalize effects as

UNESCO and its cultural policy. Local customs, traditional festivals, handcraft, traditional

the contexts always vary. Effects on festivals for example may be quite different of effects

knowledge etc. became an object of safeguarding interventions already in the 1980ies.

in handcraft traditions. And is always relevant to keep in mind that intangible cultural her-

At that time, these cultural forms were linked to the concept of folklore which has been

itage is embedded in quite different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frames: It is relevant

replaced by the concep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ater. Here, traditional culture was un-

whethe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situated in postcolonial contexts, whether practitio-

derstood as an important evidence for cultural creativity and diversity.

ners are part, for example, of ethnic or other minorities, whether cultural practices cross

Whereas cathedrals, castles, landscapes or production plants can be conserved, re-

borders of a nation state, which is quite often the case, or whether cultural expressions are

stored or recultivated, one has to critically ask how intangible culture which is linked to

located in democratic states. All these aspects may influence possible effects. Refle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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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hese frames is an important challenge for research.
I come to my next point: Heritage effects?

decision making processes. Who, for example, should decide how a local tradition can develop further after a proclamation? Local representatives for example asked whether they
had to send reports to their federal government or even to UNESCO regularly? In their
local interpretation, one could argue, the UNESCO label was linked to a regime of control

II. Heritage Effects?

and even to a regime of mistrust. The UNESCO label unsettled local actors; they were not
sure whether decisions about the future evolution of the carnival should be approved by

Even if I argued that one cannot easily generalize effects, cultural anthropological research

UNESCO or the nation state.
Who – and this seems to be a quite fundamental question – is the symbolic owner of a

has critically pointed to possible transformations.
American folkorist Dorothy Noyes for example has published the results of her ethno-

tradition transformed into heritage? Hence one could argue that intangible heritage is al-

graphic and historic research on the Patum of Berga, a corpus Christi festival in Catalonia,

ways linked to questions of cultural property. Given this background, labelling a tradition

Spain, which has been proclaimed as a masterpiece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as heritage can also exclude or alienate certain actors.

humanity in 2005. Noyes identified forms of politization and instrumentalization of the lo-

However, I would like to stress that these questions are not new – they are relevant for

cal tradition. In addition, she emphasized that the transformation into heritage often can go

western societies of the global north at least since the 19th century and since traditional

hand in hand with the establishment of new bureaucratic or organizational structures and

culture was reflexively valorized by different cultural brokers. In the 19th century, folklor-

that corruption and control can occur. In many cases the proclamation of heritage creates

ists were quite important brokers in this context. They defined which traditions were old,

new contact persons or new speakers who act as agents between local actors and national

authentic and so forth. This is a parallel to recent contexts: Also today, ethnologists and

or supranational bureaucratic or political actors. These contact persons or speakers have

cultural anthropologists are members of national or international expert committees which

to be legitimized by their local communities and often offer authorized interpretations of

evaluate proposal for the national or international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at is different from 19th century logics are political and economic contexts.

their local traditions which fit into national or international authorized heritage discourses.
Let me briefly discuss a last example concerning possible effects from my own re-

What is similar to policies concerning traditional culture in 19th century is the ten-

search: In 2003 the carnival of Binche in Belgium, a small town near the French-Belgian

dency to freeze this culture. Even if UNESCO forcefully emphasizes the vitality and dy-

border has been proclaimed a masterpiece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

namic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label itself may be used as an argument to mum-

ity by UNESCO. This program was the predecessor of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mify cultural practices. Research certainly has to reflect this ambivalent and even paradox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you may know. On a local level the idea to

effect.

transform the carnival into heritage and to propose it for the international list of master-

Popular culture for example is characterized by ongoing processes of appropriation

pieces first of all was a political project. A local representative of the socialist party also

and exchange. Neighboring communities for example imitate their neighbors; neighboring

expected symbolic capital for his own political career. What I could clearly see in my re-

traditions are in most cases influenced by each other. This is how popular culture works.

search is the fact that popular culture entered the field of politics and of political interests.

And this has a lot to do with vernacular creativity.

The proclamation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to do a lot with symbolic capital

And at the same time and from a more theoretical perspective one has to underline

and symbolic recognition. At the day of the proclamation through UNESCO, local rep-

that the performative aspects of popular culture cannot be frozen: performative actions are

resentatives installed a big sign at the local town hall to show the local pride concerning

ephemeral – each performance is a new performance. This insight also counts for the car-

the proclamation and to demonstrate that the carnival now officially was valued by an

nival of Binche: In the entire region communities celebrate carnival in a quite similar way,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first years, there was a lot of media interest and people

with similar practices and choreographies, similar costumes and similar requisites.

expected positive effects on the local economy. Quite rapidly however, people in Binche

However, the UNESCO label marked the carnival of Binche as the only authentic and

were quite disappointed that they did not directly benefit from the international label. A

historic one. This was the result of a long history of “metacultural operation,” to quote a

central discussion after the proclamation as heritage concerned questions of ownership and

concept of Barbara Kirshenblatt-Gimblett. Metacultural operations are reflexive form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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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orization and valuation. It was already in the 19th century when local actors in Binche

leisure and more work, if our social relations change or the political climate in our society

began to claim their carnival as authentic and traditional. The UNESCO label reinforced

this inevitably influences our traditional culture. The ways we perform and safeguard our

this understanding of the carnival.

intangible heritage on local, national or global levels mirrors images and imaginations of

On the other hand, the UNESCO label should not be used to disqualify carnival traditions around Binche – they are as important for local identities and they are as valuable as

our societies. We can identify ideas of participation, of democracy, of cultural diversity or
of common knowledge, for example, in concep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carnival of Binche even if they are not valorized by an official label. Decision making

I would argue, that especially in Europe, where in many nation states populist and

processes concerning future candidates should reflect this relational aspect which has to

right wing movements grow and grow, it is important to critically observe the ways in-

do with competition and again with recognition. UNESCO’s heritage label, one could even

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used and even instrumentalized as a political resource – for

argue, occasionally can intensify local conflicts and competition.

example in order to refer to imagined homogeneous roots which inevitably excludes other

Here the label itself becomes a powerful symbolic resource that can be instrumental-

actors. This is especially crucial in the context of migration societies.

ized. The label, then, is embedded in power relations and hierarchies. And these power
relations can also have effects on the social organization of local communities.
Finally, one should point to quite different contexts of all these heritage effects.
Whereas in western societies, as I already argued, of the global north popular and tra-

Such a critical monitoring is especially essential if we want to know whethe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sters processes of peace building or whethe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instrumentalized for particular political interests which even may cause political conflicts.

ditional culture is already reflexively performed and often safeguarded by metacultural
operations since the 19th century, this may be quite different, for example, in non-western
contexts. Here one should expect even more radical effects.
If one discusses possible heritagization effects one has to mention one last problematic
aspect: UNESCO’s heritage programs are organized like contests. Some candidates win
the game(they get an official label which seems to guarantee that the tradition is representative, identity making, culturally valuable etc.)

and others don’t. We need more research about all those candidates who are

not identified as authoriz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at are the effects if local actors
write a proposal and then the tradition is not listed on a national or international heritage
list? This brings me to a last point.

III.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Indicator of Social and
Cultural Transformation Processes

Culture which has been identified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UNESCO is always an
important indicator of social and cultural transformation processes which has been shown
by numerous ethnographic and historic studies such as Hobsbawm and Rangers reflections
on the invention of traditions. The way we celebrate traditional festivals or perform local customs, the way we transmit traditional knowledge is always linked to our economic
resources, the availability of leisure or the intensity of social relations or even to our political attitudes. If we have less economic resources, less money to be more concrete, or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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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r

문화유산은 "사상의 프로젝트”(쿠트마 (Kuutma) 2007: 178)만이 아니라 관료주의의 프로젝트이기

관료주의 프로젝트와
정부 도구로서의 무형유산:
비판적 성찰

도 하다. 유산의 생산 및 소비에 대한 광범위한 민족지학상의 문헌은 무형문화유산으로 변
신하는 전통문화가 활용되고 관리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료주의적인 논리와 제약의
다양한 차원을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프슈타인 (Hafstein) 2007, 보르톨로토 (Bortolotto) 2008). 이러
한 맥락에서 미국의 민속학자인 도로시 노이즈

(Dorothy Noyes)는

전래적인 개입의 결과에 대

해 논의하여 문화의 이해에 있어서 갈등을 야기하였고, 전통의 활용을 바꾸어 놓은 유산
체제의 관료적 힘을 강조하였다 (노이즈 (Noyes) 2006: 35f.).
사상적인 과정으로써의 유산은 "급격하게 팽창 중인 하나의 체제”라고 아이슬란드의

마커스 타우스첵

인류학자인 발디마르 하프슈타인(Valdimar Hafstein)은 강조하였다(하프슈타인(Hafstein) 2007: 76). 그러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교수

나 이러한 팽창은 민주주의, 문화적 다양성, 인권 등 구체적인 유산 습속에서 구체화되는
여러 다른 문화적 가치들의 타당성만 가지고서는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팽창은
서구의 관료주의적인 논리에 따라 조직화되는 유산 체제의 특정한 제도적 본질에 따른 것
이라고 볼 수도 있다(참조. 벤딕스(Bendix) 2009: 184). “일단 창출되면 관료주의가 지독하게 확장된
다”(노이즈(Noyes) 2006: 35; 헤르쯔펠트(Herzfeld) 1993).
이에 따라 관료주의적인 기관들은 새로운 활동분야를 찾는 한편으로 항구적으로 자신

초록

들의 존재를 합리화한다(참조. 더글라스(Douglas) 1986). 이러한 팽창에 더하여 자금에 대한 필요가
본 발표는 무형문화유산을 관료주의적이고 법적이며 정치적인 개입의 효과로 이해한다. 무형문화유산은

증가하고 합리화 될 필요 역시 증가한다. 관료주의적인 예산이 관료주의적인 기관들 자체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정부의 가격결정 및 가치평가 과정의 결과이다. 일부 전문적인 행위자들

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다. 유네스코의 다양한 유산 프로그램과 협약의 문화적 생물학은 이

이 무형문화유산이 무엇인지 정의한다. 이에 따라 인정된 무형문화유산으로 표시되고 이름이 붙여지며 가

러한 추측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성당이나 성과 같은 유형유산에서 산업적 차원, “어두

격이 결정되지 않는 다른 유형의 전통 또는 대중 문화를 배제하게 된다. 가장 강력한 국제 행위 기관은 유

운 유산”, 지하의 유산, 디지털 유산 등을 포함해서 말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역사 기념물

네스코이다. 국가적인 수준에서 민족국가들은 무형문화유산을 국가에서 인정하는 틀 내에서 정의하게 된

의 보호에 있어서의 민족적 세습 전통은 관료주의적 기관들의 이러한 팽창적 특징을 보여

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은 언제나 권력, 시장의 논리 그리고 법적이고 정치적인 틀과 연관되어 있다. 본

준다. 이러한 기관들 역시 자신들의 존재를 합리화하여 주고 종종 국제적 개입에 의하여 정

논문은 비판적인 유산 연구의 관점을 유지하며 무형문화유산을 강력한 정치적, 관료주의적 자원으로 이

당화되는 새로운 전래세습적 분야를 찾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련된 2003년 유네스코 협약은 이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엄청

해한다. 그러나 전통적이거나 대중적인 문화를 관리가 가능한 상품, 자원 또는 문화적 재산으로 변신시키

난 인류학적 관심으로 이어졌다(참조. 헴메 등(Hemme et al). 2007; 스미스(Smith) 2009; 보르톨로토(Bortolotto)

는 국제적 활동 유산 제도들의 효과는 무엇일까?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국가 또는 유네스코에서 공식적인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칭호를 받는 모든 문

2009).

물질적인 유산 그리고 유형적이고 자연적인 유산의 탄생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논의

화적 표현물들은 역동적이며 늘 변화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 그러나 유산에의 개입은 국가 유산 인벤토리

한 민족지학적인 문헌은 거의 없는 한편, 연구자들은 이제 국제적인 협상의 결과로써 유네

나 리스트에 기재하면서 종종 이러한 문화적 표현물들을 얼어붙게 만든다. 멈추지 않는 변화 (지역적인 관

스코의 무형유산의(제도적) 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예. 슈미트(Schmitt) 2009). 유네스코의 무형

습이나 구두적으로 전승되어 온 전통과 같은 수행적인 습속)와 무형유산이 보호받는 방식 간의 갈등은 어

유산 체제에 대한 연구에서 발디마르 하프슈타인(Valdimar Hafstein)은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떻게 논의할 수 있을까?

과정에 있어서의 제도적 기관과 관료주의적 권력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하프슈타인(Hafstein)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2007). 그러나 국제적인 유산정책이라는 이 새로운 핵심 개념은 다양한 세습적 선구자들에

Heritage)에 따라, 본 논문은 유산을 대중적이고 전통적인 문화, 그 다양성 및 다른 문화간 대화의 맥락에

의하여 미리 구조화되었다(참조. 타우스첵(Tauschek) 2010: 89ff; 헴메(Hemme) 2007). 오늘날의 유산에 대

서의 그 역할이라는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로 개념화한다. 반면, 소수민족이나 토착어 문

한 개입의 복잡한 성질과 이와 관련된 관료주의적인 구조의 본질을 이해하고 싶다면, 역사

화 전반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등 무형문화유산이 도구화 될 때의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전반의 해석에 있어서 유산 관료주의의 문화적 삶이 민족의 전통에 의하여 형성된다는 점
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화적 전통들 중 하나는 유산의 의미론적인 분야를 형성한 역
사적 기념물의 보호이다(참조. 스웬슨(Swenso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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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의 유산 운영의 중심적인 특징들 중 하나는 관련된 회원국가가 국제적으로 구

적인 논쟁거리이다. 또한 국제유산 정책에 있어서 문화적 유산은 외교와 국제적 인정의 도

속력이 있는 법적 문서들을 구체적인 민족적 유산 정책으로 바꾸어 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구이기도 하다. 문화적 유산의 중요한 정치적 차원에 있어서 뛰어나면서도 거의 모범적인

이러한 변신은 여러 상이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국가들은 책임 있는 정부 당국 및 관료주

사례는 유네스코가 2017년 문화유산으로 공포한 팔레스타인의 헤브론 (Hebron)의 올드타운

의 기구를 창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적인 한도 역시 정의하여야 한다. 자연 및 유형유

이다. 여기서 유산이란 정치적 개입의 목적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산의 선언이란 한 눈

산을 다루는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이 관련 국가 수준에서 존재하는 법적 틀 위에서 세워질

에 보았을 때의 건축학적, 역사적 또는 심미적 가치가 아닌 경우가 종종 있다. 오히려 여기

수 있는 한편으로, 무형유산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실행을 위해서는 새로운 틀이 설정되어

서 문화적 유산이란 정치적인 도구이다. 그리고 헤브론(Hebron)의 경우 유네스코의 선언은 정

야만 하였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의 분석은 해당 국가 정책들을 국제적인 유산 체계에 녹아

치적 긴장을 야기하였다.

들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유산정책에 대한 중요한 발견점들을 전달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문화유산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매우 다양한 사물이나 문화적 자산을

이러한 맥락에서 무형유산과 같은 국제적으로 협상되는 개념이 국가적 수준에서 어떻게 실

포함한다. 고고학적 현장, 마을 전체, 풍경, 디지털 유산 그리고 수중의 유산 등을 포함한다.

행 되는지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행에 있어 어떻게 관료적인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는지에

언제나 말해지듯이 문화적 유산이 급속히 팽창하는 개념이라 할지라도 서구 사회들이 그

대해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족유산 습속의 등장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이러

들의 현재와 미래를 형상화하고 설계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과거를 활발하게 그리고 반사적

한 실행은 구체적인 행위자들이 있는 기구를 통하여 펼쳐진다. 이는 국내 및 국제적 수준에

으로 보전하고 보호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유산

서 이루어지는 유산에 대한 개입이 높은 수준에서는 정부부처나 박물관과 같은 상이한 제

이란 언제나 담론적으로 역사를 구축하는 특정한 양식인 것이다. 또는 샤론 맥도날드(Sharon

도적 행위자들에 의하여 실현되며 또한 낮은 수준에서는 개인적인 행위자들에 의하여 실

Macdonald)가

행됨을 의미한다.

말하였듯이 유산이란 "과거의 현재화(past presencing)”의 양식이다.

과거를 보호하는 아이디어 및 개념은 자체적인 역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유산이

이것은 습속으로써의 유산, 정책과 개념으로써의 유산에 대한 자세한 민족학적 연구가
구체적인 행위자들과 그들의 행위선택에 대해 고민하여야 하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강력한 문화적 기법이라고 논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법의 분석은 언제나 우
리 사회와 그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인프라 스트럭처와 논리의 분석인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1900년 즈음 고향을 일컫는 매우 감성적인 단어인 "하이마트(Hei-

예를 들어 민족유산 정책의 맥락에서 정부당국을 대표하는 이는 누구인가? 국가 관료주의
맥락에서 유산과 관련된 사안들을 다루는 개인적이거나 제도적인 행위자들은 누구인가?

mat)”를

그들은 어떠한 관점에서 논쟁을 벌이나? 그들의 직업적 배경은 무엇인가? 때로는 매우 개

급진적인 변신 과정의 배경 때문에 사람들은 중심적인 사회적 가치가 사라질 것이라는 인

인적인 유산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가 직업적인 정의에 영향을 미치는가?

상을 받았다. 생활세계에서의 엄청난 변화와 연관된 문화적 근절이라는 감정에 대한 중심

보호한다는 아이디어가 등장하였다. 산업화, 도시와 그리고 농업의 변신과도 같은

이러한 차원들을 구성하는 관료주의적 그리고 정치적인 맥락은 무엇인가?

적인 반응으로 역사와 과거에 대한 강력한 강조가 이루어졌다. 산업화 전의 생활세계, 경제,

이러한 방향에 대한 첫 번째 발걸음은 문화적 습속 자체로써의 전래적인 관료주의에

사회 및 정치적 구조는 변신하는 세계에서 안정성을 보장하는 듯하였다.

대한 이해가 될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의 메타문화적인 특성에 대한 이론적인 탐구에서 바

동시에 공동의 역사 및 공동의 과거에 대한 강조는 민족적 정체성이라는 공동의 민족

바라 키르센블라트-김블레트(Barbara Kirshenblatt-Gimblett)는 관료주의적인 유산 개입과 이러한

감정을 생산해 냈다. 오늘날 문화유산의 기능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통찰력은 중요

개입이 지키고자 하는 전통적인 습속의 차이를 밝혀냈다(키르센블라트-김블레트(Kirshenblatt-Gimblett)

한 것이다. 예를 들어, 2018 유럽문화유산의 해(European Cultural Heritage Year 2018)가 공유된 유산

2004: 55). 전통문화 – 또는 민속 –는 역동적이고 생기가 넘치며 창의적이며 그 수행적인

이라는 개념을 축하한다면, 이는 동시에 유럽의 정체성을 축하하는 것이다. 문화인류학

특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창조되는 반면, 유산 관료주의는 반복적이고 느리거나 일차원

및 해체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유럽유산의 해는 정체성에 대한 상상력을 부여한다. 이는

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제약을 받는다. 제약을 받는 유산 체제의 맥락에서 이러한 관료주의

공동체와 소속감이라는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정치적 도구이다. 오늘날 우리가 영국, 카탈

는 국내 또는 국제적인 법률 및 정치적 틀에 자리하여 그 지리멸렬한 특성을 그대로 드러

로니아, 헝가리 또는 폴란드와 같은 유럽 전역에서 민족주의의 부흥 과정을 목도하고 있기

내기도 한다.

에 이는 특히 더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유산은 종종 민족적으로 암호화된다. 따라서 문

오늘날 문화유산이라는 이름표는 어디에나 있다. 관광산업의 맥락에서 이러한 이름표
는 관광객들에게 어디를 들르고 방문하여야 할지를 보여준다. 콜롱(Cologne)에 있는 성당, 레

화유산은 순수하거나 확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유산이란 매우 상이하고
때로는 모순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도구화될 수 있는 주요 자원이다.

겐부르크(Regensburg)의 올드 타운 또는 독일 최북부에 자리하고 있는 하이바투(Haibatu)의 바
이킹 유적 등과 같은 것들 말이다. 18세기 이후 서구의 국가들에서 긴 전통이 있는 기념물

이러한 좀더 일반적인 소개말 이후 나는 무형문화유산의 도구화와 구성에 대한 몇 가
지 문화인류학적인 질문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나의 발표는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나는 무형유산이 자원으로 활용되는 방식

들을 보호하는 맥락에서 문화유산은 보전 활동에 있어서의 중요 개념이자 도덕적이고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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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논문은 소위 전통문화가 국가에 의하여 그리고 유네스

Smith)의

코와 같은 국제적 기구에 의하여 무형문화유산으로 탈바꿈할 때의 효과들에 대해 심도 깊

한 효과들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나는 민족학적 연구가 그 효과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게 고민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발표는 문화유산이 어떻게 사회 및 문화적 변신

것으로 나타내 보이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대부분의 경우 관찰 가능한 효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 물을 것이다.

과는 지나치게 복잡하여 긍정적이라거나 부정적이라는 등 단순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분석적 표현을 빌리자면, 인준된 유산으로 탈바꿈한 문화에 대한 다양하고 광범위

나아가 맥락은 언제나 다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효과를 일반화시킬 수 없다. 예를 들어, 축
제에 대한 효과는 수공예 전통에서의 효과와는 매우 다를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상당

I. 자원으로써의 무형유산

히 다른 정치, 경제 및 문화적 틀 내에 이식되는 것이라는 점을 늘 염두에 두면 좋겠다. 무형
문화유산이 탈식민지적 맥락에 자리잡고 있는지, 실행자들이 소수 민족 또는 기타 소수자

문화의 역사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도구화의 역사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유

들인지, 문화적 실천이 국경을 넘어 존재하고 있는지 또는 문화적 표현이 민주사회에서 이

네스코와 그 문화적 정책에 의하여 무형문화유산이라고 칭해지는 문화의 형태들을 분석함

루어지고 있는지 등이 관련 있는 문제들이다. 이 모든 측면들이 가능한 효과에 영향을 미칠

으로써 거의 전형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지역의 관습, 전통적인 축제, 수공예, 전통 지식 등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틀을 반영하는 것이 연구에 있어서는 중요한 도전점이다.

이 1980년대에 이미 보호를 위한 개입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에는 이러한 문화적 형태들이

이제 유산의 효과? 라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다.

민속의 개념에 연계되었다. 이 개념은 나중에 무형문화유산으로 대체되었다. 여기서 전통문
화는 문화적 창의성 및 다양성에 대한 중요한 증거로써 이해된다.
성당, 성, 풍경 또는 생산공장이 보전, 복구, 재구축될 수 있는 반면, 수명이 짧은 문화

II. 유산의 효과?

적 습속과 연계된 무형문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하여 다음 세대로 물려줄 수 있는지
에 대해 비판적인 질문을 하여야 한다. 유네스코 자체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을

내가 비록 효과는 쉽게 일반화할 수 없다고 논의하기는 하였으나 문화인류학 연구에 대해

비준한 국가들은 국가 또는 국제적인 리스트 또는 인벤토리와 같은 구체적인 도구들을 점

비판적으로 문화의 변신을 지적하여 왔다.

차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이러한 리스트는 무형문화유산(문자, 비디오, 사진 등)의 표상만

예를 들어, 미국의 민속학자인 도로시 노이즈(Dorothy Noyes)는2005년 인류의 구전 및 무

을 보호하고 문화적 표현 자체는 보호하지 못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더불어 리스트와

형유산의 대작으로 선언된 바 있는 스페인 카탈로니아의 코퍼스 크리스티 축제(corpus Christi

인벤토리는 특정한 관료주의적 맥락에서 발생한 도구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도

festival)인

구들이 리스트되었거나 인벤토리화된 모든 것을 관리 가능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마지

였다. 노이즈(Noyes)는 지역 전통의 정치화와 도구화의 형태를 파악해 내었다. 더불어 그녀는

막으로 리스트와 인벤토리는 유형유산이라는 기념물의 보호로부터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유산으로의 변신이 새로운 관료주의 또는 조직적 구조의 설립을 수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

새로운 개념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무형문화유산이 유형유산과는 완

으며 이로써 부패와 통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많은 경우, 유산의 선언은

전히 다른 논리를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전환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지역의 행위자와 국가 또는 초국가적 관료주의 또는 정치적 행위자들 사이에서 중개자로

파툼 데 베르가(Patum of Berga)에 대한 민족학적 및 역사학적 연구의 결과를 출판하

무형문화를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이미 관련된 문화인류학적 질문들로

활약하는 새로운 연락책 또는 연사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러한 연락책이나 연사들은 자

이어진다. 예를 들어, 남 독일의 카니발, 비엔나에 있는 스패니쉬 라이딩 스쿨 (Spanish Riding

신들이 속한 지역 공동체들의 허가를 받아야 하다. 또한 이들은 종종 국가 또는 국제적으로

School)과

인정된 유산에 대한 담론에 맞는 지역의 전통에 대한 권한 있는 해석을 내리기도 한다.

같은 지역 관습이나 전통 또는 협동조합 내에서 공유하는 이익을 위하여 조직화한

다는 생각이나 실천이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언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실천 그

나의 연구에서 나온 가능한 효과에 대한 마지막 사례에 대해 간단히 논의해 보도록 하

자체 그리고 실천가들에 대한 효과는 무엇일까? 지역 행위자들이 관리 계획에 있어서 구체

겠다. 2003년 유네스코는 프랑스와 벨기에 국경선 가까이에 있는 벨기에 마을인 뱅슈(Binche)

적인 보호조치를 반향적으로 시연하여야 할 때의 효과는 무엇인가? 리스트에의 등재는 문

의 카니발을 인류의 구전 및 무형유산의 대작으로 선언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알

화를 경직시켜 오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다양한 구체적인

행위(춤, 노래, 연기 등)가

수반되는 역

수도 있겠지만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련된 협약의 전조였다. 지역적인 수준에서 카니발

동적이고 유연적이며 수행적인 문화가 이러한 리스트에 포함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을 유산으로 변신시키고 무엇보다도 국제적인 대작 리스트로 제안한다는 아이디어는 정치

까?

적인 프로젝트였다. 사회당의 지역 대표 역시 자신의 정치적 커리어에 대한 상징적인 자본
마지막 질문은 민족학 및 문화인류학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왔다. 가능한 유

을 기대하였던 것이다. 내 연구를 통하여 내가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은 정치와 정치적 이

산화 (heritagization) 효과에 대한 점점 늘어나는 민족학적 연구는, 로라제인 스미스 (Laurajane

해라는 공간에 소개된 대중문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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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으로써의 선언은 상징적 자본 및 상징적 인식과 매우 큰 관련이 있다. 유
네스코를 통한 선언이 있던 날 지역 대표들은 마을 사무소에 큰 간판을 설치하여 선언에 대

비슷한 방식으로 카니발을 축하한다. 비슷한 습속과 연출, 비슷한 의상과 필요조건들이 그
것이다.

한 지역의 자부심을 보여주고 카니발이 이제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공식 인정받았음을 알리

그러나 유네스코 이름표는 뱅슈(Binche)의 카니발을 유일하게 진중하고 역사적인 것으로

고자 하였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언론에 많이 소개되어 사람들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

만들어 버렸다. 바바라 키르센블라트-김블레트(Barbara Kirshenblatt-Gimblett)의 개념을 인용하자

향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곧 뱅슈(Binche)의 사람들은 국제적인 선언으로부터 직접적인 이익

면 이는 "메타문화적 운용(metacultural operation)”이라는 긴 역사의 결과였다. 메타문화적 운용

을 얻은 것이 없다며 매우 실망하게 되었다. 유산으로써의 선언 이후의 중심적인 논의는 주

은 가치결정 및 가치평가의 반사적인 형태이다. 19세기에 이미 뱅슈(Binche)의 지역 행위자들

인정신과 의사결정과정 문제들이었다. 예를 들어 선언 이후에 지역 전통이 어떻게 더 발전

이 자신들의 카니발이 진정하고 전통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유네스코 이름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여야 하는가? 예를 들어, 지역의 대표들은 자신

는 카니발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강화해 준 것이다.

들이 보고서를 연방정부 또는 유네스코에까지 정기적으로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반면 유네스코 이름표는 뱅슈(Binche) 주변의 카니발 전통들의 자격을 빼앗아 버리는 용

지역적인 해석에서 유네스코라는 이름표는 통제의 체제 그리고 불신의 체제와 연결되어 있

도로 활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카니발들도 지역 정체성에 있어서는 똑같이 중요하며

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유네스코라는 이름표는 지역 행위자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공식적인 이름표로 가치가 결정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뱅슈 (Binche)의 카니발만큼 가치 있

그들은 카니발의 미래의 진화에 대한 결정이 유네스코 또는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

기 때문이다. 향후의 후보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은 경쟁 그리고 인정과 관련된 이러한 관계

인지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워 하였다.

적인 측면을 반영하여야 한다. 유네스코의 유산이라는 이름표는 종종 지역 갈등과 경쟁을

유산으로 탈바꿈한 전통의 상징적인 주인은 누구인가? 이는 매우 근본적인 질문으로

격화시킬 수도 있다.

보인다. 따라서 무형유산은 언제나 문화적 재산이라는 질문과 연결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

여기서 이름표 자체가 도구화될 수 있는 강력한 상징적 자원이 된다. 이 이름표는 권력

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볼 때 전통에 유산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일부 행위자들을 배

관계와 위계에 스며들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관계는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조직에 영

제하거나 소외시킬 수도 있다.

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질문들이 새롭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질문들은 19세

마지막으로 이 모든 유산 효과들의 서로 다른 맥락을 지적하여야 한다. 내가 이미 논의

기 이후부터 그리고 전통적인 문화가 상이한 문화적 중개자들에 의하여 반향적으로 가격

하였듯이 북반구의 서구 사회에서 대중적이면서도 전통적인 문화는 이미 반향적으로 수행

이 매겨진 이후로 북반구의 서구 사회에서는 언제나 있어왔던 것이다. 19세기에 민속학자들

되고 있고 19세기 이후 메타문화적인 운용에 의하여 종종 보호받아 온 반면, 비서구적 맥

은 이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중개자들이었다. 그들은 어떤 전통이 오래된 것이고 믿음직한

락에서는 매우 다를 수 있다. 여기서 좀더 급진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것이다.

것인지 등에 대해 정의하였다. 이는 최근의 맥락과도 유사하다. 또한 오늘날 민족학자들과

유산화(heritagization) 효과에 대하여 논의 하자면 마지막 한 가지 주요한 측면을 언급하여

문화인류학자들은 무형문화유산의 국가 또는 국제적 리스트에 대한 제안을 평가하는 국가

야 하겠다. 유네스코의 유산 프로그램은 시합처럼 조직된다. 일부는 게임에서 이기고 (전통

또는 국제적인 전문 위원회의 위원들이다.

이 대표적인 것이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며 문화적으로 가치 있다고 보장하는 듯한 공식적인 이름표를 얻는다.)

나머지는

19세기의 논리와 다른 점은 정치적, 경제적 맥락이다.

진다. 우리는 권위 있는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지 못한 다른 모든 후보들에 대하여 더 연구하

19세기의 전통문화와 관련된 정책과 유사한 것은 이러한 문화를 경직시키는 경향이 있

여야 한다. 지역 행위자가 제안서를 썼는데 그 전통이 국가 또는 국제적인 유산 리스트에 등

다. 유네스코가 강제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과 역동성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하여도

재되지 못하면 그 효과는 어떠할 것인가?

그 이름표 자체는 문화적 습속들을 미이라화시키는 논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분명히 연구

이 질문은 나의 마지막 주장으로 이어진다.

는 이러한 상반적이며 역설적이기까지 한 효과를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대중문화는 이용과 교환이라는 현재 진행중인 과정으로 특징 지워진다. 또
한 이웃 공동체들은 이웃을 모방한다. 서로 이웃하는 전통들은 대부분의 경우 서로에 의하

III.

사회 및 문화적 변신 과정의 지표로써의 무형문화유산

여 영향을 받는다. 이것이 대중문화가 작용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는 토속적인 창의성과
유네스코가 무형문화유산이라고 지정한 문화는 홉스봄 (Hobsbawm)과 레인저스(Rangers)와 같

도 매우 큰 관련이 있다.
동시에 이론적인 관점에서 대중문화의 수행적 측면이 경직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

은 학자들의 전통의 발명에 대한 여러 민족지학 및 역사 연구에서 보여진 사회 및 문화적

여야 하겠다. 수행적인 행위는 수명이 짧으며, 각 퍼포먼스는 새로운 퍼포먼스이기 때문이

변신 과정의 중요한 지표이다. 전통 축제를 축하하고 지역 관습을 수행하는 방식, 전통적인

다. 이러한 통찰력이 뱅슈 (Binche)의 카니발에도 적용된다. 전체 지역에서 공동체들은 매우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은 언제나 경제적 자원, 여유로움 또는 사회관계의 격렬함 또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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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태도와도 연관되어 있다. 경제적 자원이 적거나 구체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돈이

memo

부족하거나 여유가 부족하면서도 일이 많다면, 우리의 사회적 관계 또는 우리 사회의 정치
적 기후가 변화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전통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지역, 국가 및
국제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무형유산을 수행하고 보호하는 방식은 우리 사회의 이미지와 상
상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무형문화유산이라는 개념에 참여, 민주
주의, 문화적 다양성 또는 공동의 지식이라는 아이디어들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포퓰리스트나 우파 운동이 점점 더 거세지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무형문화유산
이 활용되고 정치적 자원으로 도구화 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을 비판적으로 관찰하는 것
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다른 행위자들을 필연적으로 소외시키는 상상 속에 존재하는 동질
성의 근원이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이는 이민사회의 맥락에서는 특별히 더
결정적이다.
우리가 무형문화유산이 평화구축 과정을 양성하는지 아니면 더 많은 정치적 갈등을 야
기할 수 있는 특정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하여 도구화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한다면 이러
한 비판적인 모니터링이 특별히 더 필수적인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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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ant

무형 유산이라는 자원도 세계적으로 보면 매우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나는 생

관료주의 프로젝트와
정부 도구로서의 무형유산:
비판적 성찰

각한다. 이를 시정하는 데에도 학자가 개입할 수 있는지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자 한다.
한국에서 무형문화재 제도는 많은 부작용을 가져 왔고, 이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비
판하였다. 지정이나 보존 제도 모두 무형유산의 역동성을 억압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는 점
에 대해 논의를 통해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무형문화재 제도를 폐지하는 것
이 해답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도 듣고 싶다.

강정원
서울대학교 교수

상기 발표문은 무형유산과 국가, 유네스코가 가지는 관계의 다면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논문이다.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변화, 행위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변화하는 무형 유산의
특성이 유네스코나 국가의 지정과 보존 정책에 의해서 파괴될 수 있다는 발표자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
유네스코나 국가가 개입하여 무형유산이 가지는 역동성을 억압하며, 무형유산 그 자체
는 이들 기관의 정책적 가치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발표자의 주장도 이해할 수 있다.
발표자는 따라서 무형유산을 자원으로서 연구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그 지정
의 효과에 대해 연구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변동의 지표로 무형유산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무형 유산에 대한
발표자의 이러한 이론적 견해는 향후 무형유산 연구에 큰 도움을 주리라 기대해 본다.
이러한 공감을 기반으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먼저 무형 유산의 지정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이해되는데, 발표자도 발표문
에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각 국가의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 무형 유산의 지정은 다양
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제국주의나 식민주의의 억압에 따라 전통 무형 유산이 대부분
소멸된 국가에서 무형 유산 지정에 국가의 개입은 불가피할 수 있다. 한국이 대표적인 예라
고 할 수 있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한국에는 육이오 전쟁 이후에 미국에서 대거 유
입된 대중 문화만이 현재를 채우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피식민지 국가에서
유네스코나 국가의 개입은 불가피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발
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무형 유산 보존에 국가나 유네스코 보다는 시민 사회가 개입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시민 사회 중에서도 어떤 단체가 무형 유산
지정과 보존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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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ant

War would have been more heavily influenced by American culture. It is in these old colo-

Intangible Heritage as Bureaucratic
Project and Governmental Tool:

nies of imperial times that suffer from the inevitable structure of government or UNESCO

Critical Reflections

services are best for dealing with how the ICH chosen and preserved?

interventions. One wonders how the presenter feels about this notion.
There is also this view of civil services being involved in the processes instead of the
government or UNESCO. how does the presenter feel about this? Also which kind of civil
One believes that the resource that is Ich, is unfairly distributed through out the world.
Does the presenter feel there are ways for scholars to intervene in changing this disparity?
The processes of ICH in Korea has been heavily criticized by the scholars because of

Jeongwon KANG

its ill side effects. The process of being chosen and its ways of preservation has suppressed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dynamic free flowing nature of the art form, is what most scholars of the field agrees
upon in Korea. However, there are opposing view points when it comes to actually closing
the bureaucratic institutionalization of ICH. How does the presenter feel about the matter?

The following presentation wa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UNESCO, nations, and intangible heritages that have a complex form of creating a depressed version of the process
and its critical view points. The ever flowing time and evolving spaces, along with changes
in the political landscape can cause this space to be depressed. UNESCO and national government choosing the way to go about preserving the intangible heritages can be damaging
and one agrees.
When UNESCO or national governments intervene in the process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it depresses its dynamic structure. One can relate to the presenters sentiment in that the intangible heritages affected by UNESCO or nations is just a mere political versions of its time.
Thus the presenter believ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should be researched as a resource and those involved in the research should keep in mind to the effects of the chosen
ICH. The presenter also believes social-cultural changes influences too much of our understanding of that chosen ICH and is critical of this fact. This criticism will greatly effect the
future of the ICH studies and research,
With these ideas in unison, one would like to raise few questions.
As it is understood that the presenter is critical of ICH being chosen through bureaucracy, as mentioned,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given country will greatly affect the
chosen ICH with many implications. Often countries that were victims of imperialism and
colonialism, there is a tendency of relying on the government to intervene in the processes
of choosing and managing the ICHs that were destroyed or lost. The prime example of this
country is Korea. Without the help of the government intervening, culture after th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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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r

Violent conflicts and the destructive, nay annihilative, dimensions they have come to as-

Intangible Cultural Values and the
Promotion of Peaceful Coexistence:
Perspectives on the Argungu International Fishing and
Cultural Festival in Nigeria

sume in the modern world have made the search for peace, and the prevention of violent
conflicts a most urgent task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deed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community, epitomized in 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

(UNO)

as defined by

its basic objectives, principles and membership has, as its most important single task, the
prevention of violent conflicts amongst its member-states.
Two other very critical concerns of the UNO are the quest for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the effort towards the general protection of destructive influences on the Environment. These concerns are intricately tied up with the quest for peace in the modern

Sule BELLO

world. Peace could be seen as a major precondition for social development in the world,

Professor, Ahmadu Bello University, Nigeria

if indeed it is not its most salient and loudest expression. The increasing degradation of
the environment, owing to what is widely referred to as climate change, is equally seen to
be, much like the absence of peace, a man-made problem. As such, their solutions, also
need to be man-made. Human creative prowess in terms of its socio-cultural capabilities,
expressed in the form of a number of informed measures and observances, is therefore

Abstract

seen as the most critical resource, or indeed tool, for the solution of the problems of peace,
Culture is perhaps the most important expression of our common humanity. Its association with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 in the manner clearly expressed and formulated in the

the creative, and productive, processes of mankind has made it the most ubiquitous feature

various official documents of the U.N.O among other equally important policy prescrip-

governing the conduct and character of both human societies and human histories. Its tangible,

tions, as well as theoretical expressions.

and intangible, dimensions demonstrate an interesting relationship in the pursuit of some of the

Peace is both a wish as well as a condition. Peaceful conditions ensure that human

broadest, and most persistent, human objectives of freedom, dignity, peace, justice and pros-

and social relationships, at all levels, are governed by considerations of respect, hospitality,

perity. In this paper we look at how, through the application as well as the pursuit, of intangible

openness and mutually beneficial interests as opposed to aggression, hostility, deception

values, a most exemplary edifice for the promotion of peace amongst our various communities,

and violence. Peace is therefore, in practice, observed in two principal ways. The first is

and nation-states, was established. The Argungu International Fishing And Cultural Festival, as

in the form of binding relationships whose overall purpose is not decided on the basis of

an edifice, represents one of the numerous institutions that have come to symbolise a beacon,

force or threat of violence, but rather on beneficial values of human and social relationships

as well as an opportunity, for the promotion of peace, goodwill and friendship amongst various

associated with mutual respect, independence and integrity. The second is the need for

communities, peoples and states.

conflicts, where and when they arise, to be sorted out on the basis of dialogue and related

The Argungu International Fishing and Cultural Festival is a regular event which takes
place in Kebbi State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in West Africa.

measures, in the context of established humanitarian, social, ethical and legal principles.
These measures help to forestall any recourse to war or acts of repression, at any level,

It brings people from far and near-including such neighboring West African countries like Ni-

as strategies for conflict resolution. In short, therefore, the observance, preservation and

ger, Chad, Togo, Mali, Burkina Faso, Senegal, and Cameroons to participate in the Festival. Like

promotion of peace in society, as well as in international relations, is broadly dependent on

many cultural festivals, in general, and fishing festivals in particular, it helps to promote deeper

the degree, and transparent manner, in which human, social, ethical and legal principles

and wider bondages in the pursuit of unity, excellence, peace and friendship in both Nigeria, and

designed to ensure, as well as fortify, peace are truly observed by those entrusted with the

the wider world. The creation, promotion and sustenance of such beacons of peace and friend-

task of securing the peace.

ship, the paper opines, constitute very important bases for the promotion and networking of

The special status given to culture in peace-building, as argued in the paper, is due to

peaceful relations at the levels of local communities, nation-states and the wider world in general.

the fact it represents that unique power or talents of humanity with, and through which,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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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es all its basic problems. This fact accounts for the diverse forms and expressions of

nificant role that culture needs to play in its capacity as human creative prowess, towards

culture as well as its definitions. Principal amongst these expressions are its identification

the solution of the key problems of humanity. This is particularly so in the role it needs to

as the human talent, tool or agency used to record the past achievements of humanity, as

play towards the creation of a new humanity that more truly operates on, and answers to,

well as the very manifestations of such achievements in the form of the cultures, societies

the indispensable quest for true humanism, justice and equity as the most important re-

and communities represented in human history. Culture is also used to connote the legacy

sponses to the yearnings for respect, dignity, equality, prosperity and freedom which tend

of cultivated, as well as highminded, human attributes such as knowledge, skills and val-

to underlie the struggles for both development and peace in human societies as they are so

ues in the form of the arts, sciences, morality, ethics, law, religion, civility and civiliza-

ably, and aptly, captured in most UNO documents.
The question of peace needs to be appreciated in the context of the relationship be-

tions.
In considering the issues identified above the paper looks at the theoretical basis, as

tween humanity as a given category, on the one hand, and the character of its socio-histor-

well as policy implications, of the significant role that culture plays towards the achieve-

ical development which is replete with both aggressive relationships of domination as well

ment of the humanitarian and social goals of development. Further to this attention is

as claims of concern and compassion, on the other. We need to begin from the viewpoint

also drawn to the need to combine the roles of both global and local agencies towards the

of the UNO which avows that we ought to focus on the cultivation of the human mind be-

achievement of the stated goals. The vital significance of both global and local agencies in

cause that is not only where war begins, but also where peace needs to be constructed and

the prevention of conflicts, on the one hand, as well as the cultivation and defense of peace,

perpetually waged.(UNESCO: Africa Department, 1996; Jan Visser, 2000)

on the other, is highlighted.

The Seville statement on violence draws attention to the fact that violent behavior in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those heritages which serve as tools for building, defend-

human societies is neither genetic, natural or ‘instinctive’ but rather a socio-cultural be-

ing and preserving a culture of peace through the ages. The importance, and status, of Ar-

havior that is learned, organized and deliberately deployed, by a certain category of people

gungu International Fishing and Cultural Festival in this regard is highlighted.

for the purposes of achieving premeditated and definite social goals or objectives. The

The role of cultural activities in the form of festivals is seen to be particularly relevant

socio-historical dynamics of human learning, as responses to the various challenges faced

because they constitute, in their essence, the most important signification of the achieve-

by mankind, therefore need to be invoked in order to discuss the question of peace as a hu-

ments of various communities towards the attainment of the principal aspirations of hu-

man problem that needs to be approached on the basis of; “the wholeness and complexity

manity in the form of peace, prosperity and development through the pursuit of time-test-

of the issue as it calls for a search of human and social ways of being that reflect the mul-

ed, humanitarian, social, ethical and peace-inducing principles within, as well as beyond,

tiplicity of levels of organizational complexity inherent in the problem addressed”(Jan Visser,

such communities. Cultural festivals, in general, constitute the edification, transmission

2000, P.3).

It is imperative to draw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creative capabilities of mankind,

and application of those practices and principles which deserve to be continuously recognized, and pursued, because they conduce peace and development in many ways.

which are at times expressed in destructive terms, also symbolize its abilities to affect its
development either positively or negatively. This is greatly reflected in the choices open to
it-which could be either positive or negative, good or evil, constructive or destructive and,

I. Towards a Theory of Culture and Its Usages as Policy Premise for
the Development of Mankind

indeed, basically expressed in accord with either its virtues, or vices.
Human cultural capabilities, expressions and manifestations have also been delineated
into the tangible and intangible formats. Tangible cultural expressions in the form of his-

As mentioned earlier there is the increasing realization, resulting partly from the vari-

torical sites, monuments and other physical objects have been identified, secured and pro-

ous activities of UNESCO, of the critical role of human resourcefulness, or culture to the

moted for the purposes of preserving the heritages of nations and promoting the well-being

solution of its most vital problems. Such view points are widely represented in current

of mankind, by way of advancing the business of tourism as well as extending copyrights

researches on the histories and theories of social growth, changes and development. There

protection over distinct products and inven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paper it needs to be emphasized that intangible cultural ex-

seem to be some increasing convergence of views, across various disciplines, of the s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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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ions in the forms of social knowledge, values, skills and relationships represent the

A cursory survey at the organization of all human societies indicates that they are

most important factors responsible for social development, as well as tools for the preser-

constructed on the basis of three important socio-cultural considerations. The first is that

vation of peace in society. They thus deserve to be more closely studied as sources of both

they are designed to develop and cultivate the required cultural capabilities that promote

human development and the promotion of peace for humanity. Indeed greater investment,

the well being of members of society in general, ie human developmental talents in their

towards making humanitarian, social and ethical values more relevant in human relations,

creative, constructive and productive senses.

alongside the enforcement of the law at all levels, is critical to the promotion of peace in
the world.

The second is the prohibition of destructive human behavior that undermines the integral, and organic, development of society on the basis of self-serving activities which con-

Peace has always been both a vital precondition, as well as a value in its own right, in

stitute acts of domination or criminality as well as forces of degeneration and corruption,

respect of human development. Beyond the prevention or cessation of wars, and the need

through the enforcement of various forms of ethical and moral, as well as legal and politi-

for conciliation and reconciliation respectively, it has also implied harmony and well being

cal, sanctions.

in terms of the relationships of individuals in society. Furthermore peace is also used to

Finally societies also try to promote peaceful relationships with their neighbors based

denote healthy, wholesome, joyful and harmonious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his fel-

on similar principles of mutual benefits and peaceful coexistence. Where socio-cultural,

low man, as well as his natural environment.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hips fail to take into account the concerns for mutual inter-

Peace, therefore, is a factor that is intrinsic to the development of humanity in many
ways and at different levels. Peace has always been critical to social development. It has,

ests, and move in opposite directions to them, they tend to spawn violence and breach of
the peace.

however, in our modern world come to assume a significance of its own, due to a number

An important factor defining the nature of violent conflicts in the modern world is

of developments. These could be seen in three major cases comprising processes of social

the degree to which some major nation-states of the world have come to gain control over

alienation resulting from increasing causes of violent conflicts, war propaganda and the

its affairs through aggressive imperial activities which were, furthermore, associated not

production, as well as applic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s it is well known, the

only with the industrialization, centralization and globalization of militarism, but were

destructive consequences of the 1st and 2nd WWs and the fear of the recurrence of further

also equally used to promote the processes of establishing political control over global

violent conflicts, given the ominous characteristics of modern arsenals of war, made the

resources, commerce and finance. It is the fusion of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at the

quest for peace all the more necessarily. Human societies throughout history have always

highest levels, at the expense of humanitarian and cultural considerations, that makes vio-

sought to maintain and promote peace between members of their own societies as well as

lent aggression, as both a global and local phenomena, truly problematic. It is also this fact

between them and other communities, societies or polities. They have always preferred

that constitutes the highest threat to the building and perpetuation of peace in our modern

to prevent, reconcile or adjucate conflicts at social levels between individuals, married

world. The capacity to build a defensive force, working to safeguard key humanitarian and

couples, social entities, associations and gangs, or any other type of social groups. At the

social values as well as the enforcement of the laws related to the promotion of peace, is

levels of political relations, between states or communities, the problem of peace has al-

therefore a factor of supreme importance. This cannot be divorced from the democratiza-

ways been approached through various types of associations designed to promote peace in

tion of the UNO itself.

the form of alliances and friendly, as well as diplomatic and cultural, relations.
The necessity for peace in human societies therefore arises from the need to avoid the
destructive consequences of violent conflicts, as well as the impossibility, and costs, of

II. Summary Perspectives on the Quest for Peace

forging socio-political relationships on the basis of a policy of violent conflicts. Interdependent, and organic, relationships within as well as between societies has therefore tended to

In order to generalize on the history of the quest for peace in previous societies I believe

be the only rational, fruitful, integral and humane path to socio-political development. It

we should concentrate on two major factors. The first is the lesson we need to learn on the

symbolizes peace and harmony at all levels – psychological, political, socio-cultural, eco-

absolute, irreversible, unconditional and invaluable role of peace to the development of

nomic and environmental.

humanity, in and of itself. The second is the equally absolute lesson we all need to imb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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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futile and destructive nature of violent conflicts, as strategies for the solution of

alone could guarantee justice, equity, fairness and peace in the conduct of our societies.

conflicts. Violent activities are only permissible where they are designed to safe-guard the

It needs to be observed that what we have referred to as the futility, as well as destruc-

peace and prevent aggression. Otherwise violent conflicts and the acts of suppression and

tive, character of violent conflicts need to be viewed in certain given contexts. At the level

repression, as well as depression, usually associated with them only lead to anarchy, alien-

of our nation-states instruments of violence, or coercive action, are usually designed to

ation and emotional destruction.

shore up, defend and promote the legitimate values, and rights, we have expounded above.

Three basic approaches have always been critical to peace-building and the prevention

The same assumptions underlie the possible and combined use of military force at interna-

of violent conflicts. All the approaches emphasize the supreme importance of observing

tional levels. However various accusations of chaos, and impunity, have been made even at

the values that seek to promote peace as well as the capacity to enforce it. They draw at-

the level of the 2018 UN General Assembly(UNGA) in respect of the dominant, and defiant,

tention to the fact that the humanitarian, social, ethical and legal principles, as well as the

role that a number of powerful nation-states, constituting the UN Security Council, usual-

institutions designed to enforce them at all levels, need to be seen to be effective.

ly exhibit in the pursuit of their own isolated interests against the common interests of the

The first set of values are those that define our common social objectives and preoc-

UNO. It has been observed that such behavior constitute major threats to global order or

cupations in terms of the quest for the well-being of all members of society on equal bases

peace. An international force which could be seen to fairly, and duly, police international

in terms of the dignity, freedom, prosperity and equality of humanity as a whole. A col-

affairs need to be increasingly pondered on, and developed, as an essential or primary fac-

lective, unalloyed and committed concern by the relevant institutions for the achievement

tor for the preservation and advancement of peace in the world.

of such common objectives of humanity, at all levels, is therefore very critical to the construction of peaceful conditions, objectives and endeavours that will greatly help to eliminate existing sources of divisive conflicts and promote bases for the common cooperation

III.

Agencies for the Promotion of World Peace

of mankind.
Secondly a survey of the various national constitution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It has been indicated earlier that the UNO, constituted on the basis of the membership of

indicate that they are rooted in principles, procedures and purposes that identify, and pro-

the various nation-states of the world, under the guidance of the Security Council, serves

mote, the achievement of the basic human, citizenship and civic rights of humanity as the

as the principal peace-building agency of the world. Its activities have been greatly sup-

most important objectives for the development of all human societies at both the interna-

ported and promoted by various local, national and global agencies as a well as individuals

tional and national levels. These constitute the major quest and indices for equity, equal-

committed to the search for a better world. Its indispensability, critical role and achieve-

ity, fairness and justice as well as the only basis on which our world should be judged as a

ments have been widely recognized and commended. In the same manner attention has

peace-builder or not.

also been drawn by relevant member states, professionals and organizations to many of its

Thirdly in order for the humanitarian, social and national values to which we all sub-

shortcomings, lapses and problems.

scribe to be effectively achieved they need to be promoted on the basis of other related

The task of the UNO need to be appreciated against the backdrop of its predecessor,

values which attest to the fairness, objectivity and commitment with which such goals are

the League of Nations, and the critical problems that led to the latters failure to ensure

actually being pursued in practice. Such values underlie and help us to evaluate our social

world peace resulting in the outbreak of the World Wars. In the first place the League

transactions at all levels, constituting yardsticks for the organization, operations and as-

of Nations was organized around very few states that did not actually have the power to

sessment of our societies in terms of what they are and what they need to be, in the light of

maintain, or guarantee, world peace. Similarly, the League of Nations was not, in any seri-

what we have set out to achieve. They are the basic test for the credibility of our actions,

ous sense, committed to the very values that were necessary towards ensuring the com-

and the sincerity of our claims. It is in this regard that terms like Transparency, Democ-

mon development and well-being of humanity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s, rights and

racy, or Anti-corruption, not to mention Trust and the Rule of Law, cannot be simply

obligations that were seen to be in the interest of humanity either at the levels of their own

reduced to mere ideological clichés or labels. They are principles rooted in definite politi-

societies or in relation to their colonial possessions. It was only out of a desperate need for

cal and administrative processes, and procedures, designed to achieve definite ends which

survival that the Allied Powers themselves appealed to, and mobilized, the support of their

100

101

2018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 무형문화유산 & 평화

Session II

various colonies as well as other independent nations in the world, in opposition to the

to build friendship and promote peace between nation-states. In this regard contemporary

policies of aggression of the Axis Powers..

educational, tourism and cultural exchange programmes count among the key peace-build-

Indeed even well after the 22nd WW the Allied Powers did not only persist in holding

ing activities of our world. Cultural policies of nation-states, along with the international

down their colonial possessions but, in many cases, actually went to war in order to deny

cultural exchanges and relations they engender, therefore, constitute very important peace

them independence, as well as continue the racist and apartheid policies which greatly de-

promotion instruments.
In order to fully appreciate and consolidate the contributions of cultural processes

fined the Nazism which they claimed to oppose.
In the available literature on world peace, and more recently the increasing chaos in

to peace-building it is essential to recognize the role that cultural festivals in our various

the global order of things, there is a tendency for many observers to associate the extreme

communities, in their own right, play in this regard. Such festivals are not only agencies

nationalist policies of the U.S President, Donald Trump, with the prevalent problems of the

for the promotion of peace and development they also constitute institutions which tend to

global order. According to these views there is a tendency to see nationalism, as opposed

expand and integrate, creating a universal space for peaceful development as opposed to

to globalization, as the key problem of world peace and development. It however needs to

institutions which generate, promote and consolidate violent conflicts.

be remembered that German Nazi National Socialist Party, in terms of its ideology, was not

Festivals, and the fiestas usually associated with them, are built around some of the

only national-it was also global. It believed, like all the other major imperial powers of the

most important, enduring and iconic achievements of mankind that are seen to deserve

day, in subordinating other nations to itself on the basis of its own fabricated ethno-cultural

being celebrated, as well as transmitted, to other generations as worthy sources of knowl-

mythologies and other related pretexts. The problem of peace in the world was not national-

edge, information and entertainment. They stand symbolic of the socio-historical localities

ism, per se, but rather the unequal relations between nations, or impunity on the part of the

within which they have grown, as well as representational of the common humanity to

imperial powers, which was here and there promoted in one nationalist disguise or another.

which we all belong. They strive to transcend their localities by the ever-increasing, and

The problem of the world is not simply ‘globalization’ but the need for global integration on

dynamic, appreciation of our common quests through the very principles we all share and

the basis of equality, mutual inter-dependence and equity between the various nations of the

which they have always, in turn, cherished, embodied, adopted and transmitted across the

world, signifying a partnership founded on the basis of respect, fairness and justice.

ages-for the sake of peace.

The UNO needs to be seen, in particular, to embrace the very principles of human

The world is today home to a number of global cultural and sporting events many of

rights and democracy which it seeks to promote as the most ethical principles for the rest

which could be traced back in history to certain distinct customs or traditions in the past,

of the world. With over 180 member nation-states and 7 billion people under its jurisdic-

but most of which have expanded, developed and changed to suit the needs and require-

tion it is time for the UNO to ensure that the Security Council is more democratically rep-

ments of the modern world for knowledge, skills, fun and peaceful coexistence. As earlier

resentational in line with basic democratic principles.

noted these include artistic, sporting, educational and various other vocational activities.

The UNO relates to a good number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s well as global

Such activities are not only found at the global levels, they mostly have their roots deep in

NGOs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its affairs. This very significantly ensures popular

our various cultures, societies and nations. They operate not only to ensure our diversity as

This

peoples, but also our common integration as humanity in the modern world. One example of

should enhance cultural and diplomatic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ous states, as well as

such important cultural heritages is the Argungu International Fishing and Cultural Festival.

participation and, specifically, 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CSO’s).

at the level of global institutions. These should tend to prevail over militarist, and hostile
statist affairs,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favour of more cultured, civic and peaceful activities. The latter have for a long time been identified as time-tested processes for enhancing peaceful, civic and development-oriented relationships within, as well as between, na-

IV. Perspectives on Argungu International Fishing and Cultural
Festival

tion states. Relations at the levels of cultural activities in the form of artistic, educational,
scientific and sporting activities in addition to the promotion of commercial, industrial,

The Argungu International Fishing And Cultural Festival is an annual event, usually held

technical and other social linkages, as well as people to people visitations, go along way

in the first week of March in Argungu, Kebbi State, Nigeria. It is a festival that has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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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njoy the support of various governmental agencies starting with the Argungu Emirate

principal promoters to achieve certain basic humanitarian and social ends. The successive

Council and the Kebbi state Governments that have been the principal promoters, finan-

planners of the Festival have always been the agents of the local community working in

ciers and hosts of the Festival. Furthermore the Festival had enjoyed the moral, technical

cooperation with the governing political powers responsible for the control, and day-to-day

and financial support of the defunct Regional Government of Northern Nigeria, as well as

administration, of the area over the years.

the various Federal Governments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It is in this regard that the role of the Federal government of Nigeria in collaboration

As a festival that takes place in Kebbi state, one of the 36 states of the Federal Re-

with other levels of its administrative organs,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and global part-

public of Nigeria, it has on various occasions also enjoyed the participation of the various

ners with which it is associated, constitute the most dominant influence on the current con-

other states, as well as the Federal Capital

Territory(FCT),

of the Federation. In the words of

duct of the Festival. To a great extent the modern organization, administration and promo-

one of the principal officials of the Festival: “The fact that the Argungu Fishing and Cul-

tion of the Festival cannot be divorced from the achievement of the objectives of Nigeria’s

tural, Festival has been able, over the years, to draw audience from other states of the Fed-

Cultural Policy, on the one hand, as well as the discharge of Nigeria’s international obliga-

eration, the West African neighbours, the European Community, global corporations, and

tions towards global peace and cooperation, on the other. Notwithstanding the influence of

the Diplomatic corps resident in Nigeria is eloquent testimony to its having international

the Nigerian state, a closer look at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Festival also reveal

recognition and

similar, and earlier, concerns with the quest for peace for human and social development at

participation”(Omar, N. Umar, 2005, P6.)

It is important to draw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Argungu Fishing Festival is only

all levels.

one of the fishing festivals, and probably the most-successful, in the country. It, along with

As a modern cultural Festival, wi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obligations, oriented

numerous other agricultural, hunting, occupational, religious and related social festivities

towards peace, unity and development the Festival is similar to many other such festivals

in the country represent the eternal, as well as enduring, quest for peace, prosperity and

in Nigeria as well as in many other countries. What distinguishes it is its deep-rooted

development deeply rooted in Nigeria’s various communities, much like in other human

commitment and endurance- demonstrated i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festival for

communities(Aig-Imoukhuede, 1991). It is equally important to emphasise that the enduring suc-

well over eight hundred years. Its commitment to peace as a human, and social, factor is

cess of Argungu International Fishing and Cultural Festival is reflected in its unwavering

designed to directly support the productive activities of its own local communities. From

focus, and consistent commitment, to the humanitarian and social values that make peace-

this we can all learn a very important lesson relating to the overriding value of peace for

building both possible and sustainable.

productivity, and the wellbeing of our communities, as well as the necessity for its patient

Finally the lesson that the story of Argungu International Fishing and Cultural Fes-

construction and preservation. The second lesson is that the commitment, as well as in-

tival teaches, like many such cultured, friendly and peace promoting ventures, is that the

vestments, has made towards the persistent and endless promotion of peace combined to

cultivation and development of spaces of peace and friendship, as opposed to militarism,

create a positive attitude towards the possibilities of peace and the containment of violent

espionage, war and the incitement of violent conflicts, is very necessary for the creation of

conflicts. Such a tenacious commitment to peace, and hope for peace, is reflected in most

functional and enduring peace that is critical to development.

other social and community festivals especially in the manner they are continuously, and

In order to appreciate the importance of the above observations in respect of the rel-

persistently, staged despite all odds. In part, all festivals are not only festive, commemo-

evance of the Festival, as an integrative and peace-promoting venture, we need to look

rative, educative and informative but also integrative and dynamic. Moreover cultural

closely at its objectives, origins, scope and development.

festivals, and related social edifices, contain within them the wishes, prayers and hopes of
humanity on the possibilities of better futures, even amidst the most disturbing turbulences

V. Objectives, Origins, Scope and Development of the Argungu
Fishing Festival

and pestilences.
This spirit of hope, even amidst some of the most hopeless of circumstances, remain
one of the very important lessons we can all learn from the various human struggles, and

It is important to draw attention to the fact that Argungu International Fishing and Cul-

quests, for survival,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that are usually communicated through

tural Festival has, since its inception in antiquity, been a planned activity designed by its

festivals and other related iconic cultural symbol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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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ungu Fishing Festival originated as communal rites among the fishing communi-

its picturesque character, as well as ensure its cultural authenticity.

ties around Argungu and its surroundings long before the 16th century. As a communal

Secondly it has worked to enforce restrictions on the fishing season, in line with its

rite it was designed to appease the gods and also celebrate bounty catches, in addition

earlier origins, in such a manner that over-fishing does not undermine, and deplete, the

to transmitting the skills and values essential for the existence and development of a vi-

industry. In keeping with the earlier practices the local authorities have tried to ensure that

able fishing community far beyond the festival itself. It is important to stress that these

at the end of every fishing season, the required plants that are needed as feed for the fish to

practices, even in their earliest origins, were not only committed to the well being: peace,

re-grow are duly planted, in order to ensure new stock for the coming seasons.

prosperity, health and vitality of the community, they were also organic in their character-

Finally Argungu and the various settlements associated with it have adapted very well

in other words they recognised the need, and necessity, for wider and broader peaceful as-

to the historical changes that they had to go through in the last one millennium. They have

sociations as the basis for social development. It needs to be noted that the Bori cult, which

been able to preserve and develop the productive activities, as well as the peaceful rela-

served as the basis for the coordination of the rituals under consideration, was itself a very

tions they have forged with their neighbours and the environment, to the extent that they

broad and widespread cult in the West African subregion, practiced far beyond the con-

have outlived and outgrown many other settlements and societies which were not anchored

fines of Argungu and Kebbi.

in creative, productive and humanitarian ventures such as the ones they pursued. Most of

Similarly the early fishing rituals of the communities around Argungu were practiced
alongside, and in conjunction with, civic and agricultural rites which brought together the

the urban centres that became capital cities associated with Kebbi kingdom, such as Surame and Birnin Kebbi, today lie in ruins.(Balogun, 1974, P.404: Boahen, 1964.).

civil population, and associated occupational groups, into common social observances and

In terms of its overall objectives for peace, prosperity and development the Festival

practices. From its earliest origins the festival was centred around the observance of four

has remained relatively consistent and has, above all else, demonstrated its ability to adapt

major, and interconnected, objectives as follows;

to changing circumstances.
In line with its earlier origin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Festival which started

1. Gyaran Gari(The preparation/propitiation of the Town)
2. Shan Kabewa and

as communal rites prevailed even when these localities came under the influence of the

Fura(Agricultural celebrations in the form of feasting on pumpkin soups and porridge

3. Gyaran
4. Fashin

Songhai Empire, which was the largest state in the history of the West African subregion
between the 15th and 16th century. In the 16th century, heralding the fall of Songhai Em-

made from milk and millet balls)

pire, the Kanta of Kebbi led a rebellion which created the Kebbi kingdom. Towards con-

Ruwa(Preparation/propitiation of the Waters)

Ruwa(Permission for, and the Initiation of, Fishing in the Waters)

solidating his powers the Kanta of Kebbi came to rely on the Chiefs of the waters, as well
as communal heads, of the fishing communities in and around Argungu. Through them the

It is to be noted that these festivities were not limited to fishing rites but also included

festivals were consolidated into recognized activities in the various riverine communities

other rites which served as prayers, in addition to other physical preparations, for a healthy

resulting in the consolidation of general annual festivals centred around the key rituals, or

town as well as bountiful agricultural and fishing seasons.

social concerns, identified earlier. The festivals continued to grow due to the various cata-

In the dynamic nature of the Festival it increasingly shed its earlier cultic, and limited,

lytic developments impelling the growth and integration of the region up to the coming of

origins due to the increasing wider developments and broader influences in the region,

the British, and their conquest of the area, between 1903 – 1906(Olagunju, A, 2010: Boahen, A. 1964)

leading to its increasing incorporation into the West African subregion to which it adapted

After the British conquest of the area between 1903-1906, Argungu Fishing Festival

very well. It similarly came to expand, in terms of the various events hosted at the Festival

was greatly reactivated in 1934, as an activity designed to enhance peaceful cooperation

as well as the various participants and peoples patronizing it. In this regard some impor-

between the Sultan of Sokoto Sultan Dan Muazu and the Emir of Argungu Muhammadu

tant observations on the conduct of the Festival need to be made.

Sama. Relations between the two had remained sour, since the precolonial times, due to

The first is that it established rules of conduct which operated to retain the technical,

a number of political and religious disagreements. As part of the reconciliation process, it

or technological, integrity of the festival by ensuring that the original fishing equipment,

was said that “The Emir and his Council decided to organize a grand fishing festival de-

boats and the practices related to them were retained. This has greatly helped to maintain

void of the traditional rituals of spirit propriation and focus more on showcasing the hospi-

106

107

2018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 무형문화유산 & 평화

Session II

tality, dominant personality types and values of the Kabawa”.(Olagunju,A. 2010, P. 71)

VI.Conclusion

It was in the spirit of harmony and hospitality, as well as overtures for peace and cooperation, that the Festival was built and rebuilt, as well as sustained, from its humble be-

Peace-building and promotion are essentially efforts geared to establishing and maintain-

ginnings to date. The Festival had been used to promote, as well as enhance, peaceful rela-

ing a sustainable culture of peace. This is what makes it a human and social project that is

tions within the Sokoto, province; Protectorate of Northern Nigeria; the Northern Region

intricately tied to humanization and socialization activities through processes of encultura-

of the Federal Republic Nigeria and the Nigerian Federation, in addition to the Economic

tion which depend essentially on educational, and legal, strategies for their constructive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ECOWAS).

The Festival was used, after the Nigerian Civ-

development.

il War, to promote reconciliation between the aggrieved parts of the Federation concerned.

Of critical significance to the process is, therefore, the need to promote an apprecia-

It was also showcased as an important part of the 2nd All-Africa Festival of Arts and

tion and general, as well as deep, commitment to the humanitarian and social values that

Culture(Festac) hosted by Nigeria in 1977. Today the Festival hosts participants, and visitors,

define, qualify and strategize the very objectives and programmes of peace building as in-

from all parts of Nigeria, West Africa and the World. It has remained and continues to op-

dicated above. Further to this there is also the need to ensure that the agencies designed for

erate as one of the peace-building cultural edifices of our times, in the context of its own

the construction and defense of peace, at all levels, are not only seen to be committed to

locality and times. Over this period the activites hosted have, among other collaborative

these values but also capable of enforcing the provisions of the law relevant to the promo-

activities, expanded to include the following programmes:

tion of peace as well.
Commitment to peace promotion is also greatly demonstrated in the organization and

· Kabanchi

Display(Canoe Racing, Swimming, Diving, Bare-hand Fishing and Wild Duck Catching)

conduct of various community cultural festivals. They tend to signify enduring commit-

· Agricultural Fair

ment to the principles and objectives of peace in society, as well as the necessary activities

· Local Boxing and Wrestling

and relations needed to sanctify them. They constitute very important efforts towards the

· Racing sports competition(Motor Rally,
· Cultural

Bicycle and Camel Racing)

night(Music, Songs, Dances, Drama and Acrobatic Displays)

building, and expansion, of spaces of peace and development. They stand and develop in
opposition to those activities which tend to promote hostility, aggression, violence and destruction. They therefore deserve to be seen, supported and promoted as important bases

In order to conclude on this aspect of the paper it is worth while to note that within Ni-

for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peace at both the global and local levels. The

geria the Festival also serves as a nodal point for the celebration and promotion of fishing

International Argungu Fishing and Cultural Festival provides a good example of such con-

communities, and activities, thereby serving as a people-centred perspective on economic

structive Festivals.

development matters.
Finally it demonstrates patient, consistent and enduring commitment to the noble values which alone make the building of peace possible; the prevention of violent conflicts
necessary, and the reconciliation of warring parties critical to the well being, development
and civility of hum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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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무형문화의 가치와
평화 공존:

현대 세계에서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아니 전멸적인 차원의 갈등으로 국제 공동체에 있어
서 평화의 추구와 폭력적인 갈등의 예방이 가장 긴급한 임무가 되었다. 국제연합 기구(United
Nations Organization, UNO)로

나이지리아 아르군구 국제 낚시 및
문화 축제에 대한 전망

상징되는 현대 국제 공동체는 그 기초적인 목적, 원칙 그리고 회원가

입에 있어서 민족국가간의 폭력적인 갈등의 예방을 가장 중요한 단일의 임무로 하고 있다.
UNO의 두 가지 다른 중요한 관심사는 사회경제적인 발전의 추구와 환경에 대한 파괴
적인 영향의 일반적인 보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심사는 현대 세계에서의 평화의 추구
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가장 눈에 띄고 가장 크게 알려지는 표현이 아니라 할지라도,

술레 벨로

평화는 세계의 사회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후 변화라 알려

나이지리아 아마두 벨로 대학교 교수

진 현상 때문에 점점 더 증가하는 환경의 파괴는 평화의 결여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만든 문
제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결책 역시 인간이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러 차원
에서 정보를 알고 난 뒤에 취하는 조치와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의식의 형태로 표현되는 인
간의 창의적인 기량은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진다. 또는 이론적 표현은 중요한 정책에
있어서도 국제연합 기구의 다양한 공식 문서에 분명하게 표현되고 구축된 평화, 개발 그리

초록

고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
문화야말로 우리 전체 인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표현일 것이다. 인류의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과정과 문

평화란 상태이기도 하고 바램이기도 하다. 평화로운 상태는 모든 차원에서의 인간 및

화의 연계는 인류 사회와 인류사 모두의 행위와 특성을 관할하는 가장 친숙한 특징이 되었다. 그 유형적,

사회적 관계가 공격성, 적의, 기만 그리고 폭력과 반대되는 개념인 존중, 환영, 개방 및 상호

무형적 차원은 자유, 존엄, 평화, 정의 및 번영이라는 인류의 가장 광범위하고 끈질긴 목표의 추구에 있어

적인 유익한 이해관계의 고려에 의하여 존속한다. 따라서 평화는 실제로는 두 가지 주요한

서 흥미로운 관계를 서로 보여준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무형적 가치의 추구 및 적용을 통하여 다양한 공

방식으로 관찰되기도 한다. 첫째는 구속력 있는 관계의 형태이다. 그 전반적인 목적은 강제

동체와 민족국가들이 평화의 추구를 위한 모범적인 체제를 어떻게 이루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체계화

력이나 폭력의 위협이 아니라 상호존중, 독립성 그리고 무결성과 관련된 인간 및 사회 관계

된 아르군구(Argungu) 국제 낚시 및 문화축제는 다양한 공동체, 민족 그리고 국가의 평화, 선의 및 우정의

의 유익한 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둘째는 이미 형성된 인도주의, 사회, 윤리 및 법적 원칙

촉진을 위한 기회이자 신호를 상징하는 여러 제도들 중의 하나다.

의 맥락에서 대화와 관련 조치에 기반하여 선택되어야 하는 갈등이 필요이다. 이러한 조치

아르군구 국제 낚시 및 문화축제는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공화국의 케비(Kebbi) 주에서 일어나는
정기적인 행사이다.

들은 갈등 해결의 전략으로써 전쟁 또는 억압 행위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요약
하자면 국제관계는 물론 사회 속에서의 평화의 준수, 보존 및 증진은 전반적으로 평화를 보

이 축제는 니제르, 차드, 토고, 말리, 부르키나 파소, 세네갈 그리고 카메룬과 같은 이웃 서부 국가들
을 포함하여 멀고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을 불러모은다. 많은 문화축제와 마찬가지로 나이지리아와 더 넓

호할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평화를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강화하는 인도
적, 사회적, 법적 원칙의 정도 그리고 투명한 절차에 의존한다.

은 세계의 통합, 우수함, 평화 그리고 우정의 추진 속에서 더 깊고 넓은 연대를 촉진한다. 이는 낚시 축제뿐

본 논문에서 다루는 평화구축에 있어서 문화의 특별한 지위는 문화가 모든 기본적인

만 아니라 전반적인 측면에서 그러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평화와 우정의 창출, 촉진 및 지속이 지역 공동

문제들을 해결하는 인류의 독특한 권능이나 재능을 대변한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이 사

체, 민족국가 그리고 전 세계 수준에서 평화로운 관계를 촉진시키고 네트워크화하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실은 문화의 정의는 물론 다양한 형태와 표현을 설명해 준다. 이러한 표현들의 중심은 인간

된다고 주장한다.

사회에서 보여지는 문화, 사회 및 공동체 성취의 구현은 물론 인류의 과거의 성취를 기록하
기 위하여 사용된 인간의 재능, 도구 또는 기구의 식별이 될 것이다. 또한 문화는 예술, 과
학, 도덕, 윤리, 법, 종교, 정중함 그리고 문명의 형태로 나타나는 지식, 기술 및 가치와 같은
고상한 인간의 속성과 마찬가지로 양성된 유산을 내포하기도 한다.
상기에 나타난 사안을 고려하는 데 있어 본 논문은 개발에 있어 문화가 활용되는 인도
주의적이고 사회적인 목적의 달성을 위한 유의미한 역할의 이론적인 기초는 물론 정책적 의

112

2018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 무형문화유산 & 평화

113

Session II

미까지 들여다 본다. 이에 더하여 이미 정의된 목표의 성취를 위한 전 지구 및 지역의 기구들

사적인 역동성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이는 “문제에 내재적인 조직적 복잡성의 수준을 반

의 역할을 조합할 필요 역시 다룬다. 한편으로는 갈등의 예방 또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의 양

영하는 인간 및 사회적 방식을 요구하는 사안의 온전성과 복잡성”(잰 비세르, 2000, P.3)의 견지에

성과 보전에 있어서의 전지구적 기구 및 지역기구 모두의 필수적인 의미를 강조할 것이다.

서 접근되어야 하는 인간의 문제로써의 평화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수 세대에 걸쳐 평화의 문화를 구축, 보호하고 보존한 유산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
울여야 할 것이다.

아르군구 (Argungu)

국제 낚시 및 문화축제의 중요성과 지위 역시 이 점에

때로는 파괴적인 방식으로 표현되는 인간의 창의적 능력이 개발에 긍정적으로 또는 부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고, 선하거나 악하고, 건설적이거나 파괴적이어서 결국에는 선악으

있어서 강조된다.
축제의 형태에 있어서 문화활동의 역할은 특별한 관계가 있다. 그 이유는 문화활동이

로 표현되는 능력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크게 반영된다.

공동체에서 그리고 공동체 밖에서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인도주의적, 사회적, 윤리적 평화

인간의 문화적 능력, 표현 및 구현은 유형적 그리고 무형적 양식으로 설명 되어 왔다. 역

유인 원칙에 따라 평화, 번영 그리고 개발을 통하여 인류의 중요한 소망의 획득을 위한 다

사 유적지, 기념비 및 기타 물리적 물체 형태의 유형문화 표현은 민족유산의 보존 및 인류

양한 성취라는 가장 중요한 공동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문화적 축제는 여

의 안녕을 도모할 목적으로 파악, 보호 및 증진되어 왔다. 이는 여행산업이나 독특한 상품

러 방면에서 문화와 개발에 기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정을 받을 만한 실천과 원칙의

및 발명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연장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본 논문의 목적 상 사회적 지식, 가치, 기술 그리고 관계의 형태로써 무형 문화적 표현

고양, 이전 및 적용 자체가 되기도 한다.

은 사회의 평화 보존을 위한 도구로써만이 아니라 사회발전에 책임이 있는 가장 중요한 요
인들을 대변한다. 따라서 이들은 인류의 발전과 평화증진을 위한 자원으로써 더욱 면밀히

II. 인류 발전의 정책적 전제로써 문화의 이론 및 그 활용

연구되어야 한다. 실제로 모든 차원에서의 법적 집행과 더불어 인간 관계에 있어 더욱 큰 관
련이 있는 인도주의적,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마련하기 위한 더욱 큰 투자가 세계의 평화

상기에 언급하였듯이 인간의 자원이라는 중요한 역할 또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도모에 매우 중요하다.

문화에 대한 깨달음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유네스코의 다양한 활동 덕분

평화는 언제나 인간 발전의 견지에서 그리고 그 자체의 가치로써도 중요한 전제로 존재

이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적 성장, 변화 및 개발의 역사와 이론에 대한 현재의 연구에 광범

하여 왔다. 또한 전쟁의 예방 또는 중단을 넘어 조정과 화해 각각의 필요에 있어서도 사회의

위하게 나타나 있다. 인류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의 창의적인 기량과 같이 문

개인들의 관계에 있어서 조화와 안녕을 내포하여 왔다. 나아가 평화는 자연환경만이 아니

화가 펼쳐야 할 유의미한 역할에 대한 관점들이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수렴되고 있다. 이는

라 인간간의 건강하고, 온전하며, 즐겁고 조화로운 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UNO 문서들에 솜씨 있게 그리고 적절하게 나타나 있는 대로 인간사회의 발전과

따라서 평화는 많은 면에서 그리고 여러 다른 수준에서 인류의 발전에 내재적인 요인이

평화를 위한 투쟁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존중, 존엄, 평등, 번영 그리고 자유에 대한 동경에

라고 할 수 있다. 평화는 언제나 사회발전에 중요한 요소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

대한 가장 중요한 대응인 진정한 휴머니즘, 정의 그리고 형평성에 대한 필수적인 추진에 기

발전으로 인하여 자체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되었다. 이는 대량살상무기의

대어 움직이고 또 이에 응대하는 새로운 인류의 창조를 위하여 하여야 할 역할에 있어서 특

적용과 더불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폭력적인 갈등, 선전 및 전쟁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소

히 그러하다.

외의 과정을 구성하는 세 가지 주요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제 1 차 세계

한편으로 평화라는 문제는 이미 주어진 카테고리로써 인간관계의 맥락에서 들여다 보

대전과 제 2 차 세계대전의 파괴적 결과 그리고 폭력적인 갈등의 재발의 공포는 현재 전쟁

아야 한다. 또한 다른 한 편으로 관심과 연민의 주장과 더불어 지배를 위한 공격적인 관계

무기고의 불길한 특징과 더불어 평화의 추구를 더욱더 필요하게 만들었다. 역사 속에서 인

로 가득 찬 사회역사적인 발전의 특징도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는 인간의 마음의 교화에 초

간 사회는 자신들과 다른 공동체, 사회 또는 정치적 조직체 간의 관계는 물론 자신들의 사

점을 두어야 한다는 UNO의 견해부터 들여다 보아야 한다. 이는 인간의 마음이 전쟁이 시

회 내에서도 평화를 유지하고 증진하고자 애써왔다. 그들은 항상 개인, 부부, 사회적 기구,

작되는 곳일 뿐만 아니라 평화를 구축하고 영구적으로 존속시켜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

협회와 갱단 그리고 다른 모든 형태의 사회집단 간의 사회적 수준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화

러하다.(유네스코: 아프리카 발전, 1996; 잰 비세르, 2000)

해시키며 종결시키는 것을 선호하여 왔다. 국가간 또는 공동체간의 정치적 관계 수준에서

폭력에 관한 세비야 선언은 인간 사회에서의 폭력적인 행동이 유전적이거나 자연적이
거나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분명한 사회적 목표와 목적을 위하여 일부 사람

평화의 문제는 동맹 그리고 우호적이고 외교적이며 문화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평화를 도모
하고자 만들어진 여러 유형의 협회들을 통하여 다루어져 왔다.

들이 학습하고 조직하고 고의적으로 활용하는 사회문화적 행동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

따라서 인간 사회에서 평화의 필요성은 폭력적인 갈등의 정책에 기반하여 사회정치적

다. 따라서 이는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응답인 인간의 학습의 사회역

인 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의 불가능성과 비용은 물론 폭력적 갈등의 파괴적인 결과를 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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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부터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회간 그리고 사회 내부에서의 상호의존적이며 유기

세 가지 기본적인 접근법이 언제나 평화구축 및 폭력적인 갈등의 예방에 있어서 중요하

적인 관계들은 사회정치적 발전에 대한 유일한 합리적이고, 실효적이며, 필수불가결하고 인

였다. 모든 접근법은 평화를 증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평화를 실행에 옮기는 능력을 추구

도적인 방법으로 존재하여 왔다. 이는 심리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인

하는 가치를 지켜나간다는 것의 엄청난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접근법들은 인도주의적, 사

차원 등 모든 차원에서의 평화와 조화를 상징한다.

회적, 윤리적, 법적 원칙들이 이들을 모든 단계에서 실행되도록 하는 제도와 더불어 효과적

모든 인간 사회의 조직에서의 간단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세 가지 중요한 사회문화적

으로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내용에 기반하여 구축됨을 보여준다. 첫째는 일반적인 사회의 구성원들의 안녕을 증진하는

우선적인 가치들은 인간의 존중, 자유, 번영 및 평등의 차원에서 동등한 기초 하에서 사

데 필요한 문화적 능력을 개발하고 가꾸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창의적이고 건설적이며 생산

회의 모든 구성원의 안녕의 추구의 견지에서 우리의 공통적인 사회적 목적과 심취를 정의

적인 견지에서의 인간 발전의 재능이 한 예이다.

한다. 모든 수준에서의 인류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련 기구들의 집단적이고 순수하

둘째는 법적이고 정치적인 제재만이 아니라 다양한 윤리적, 도덕적 형태의 실행을 통하

며 헌신적인 관심이 평화적인 상황, 목적 그리고 노력을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기

여 퇴보와 부패는 물론 지배 또는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이기적인 활동에 기반한 것으로 사

존의 분열적 갈등을 해소하고 인류 공동의 협력을 위한 기초를 증진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

회의 온전하고 유기적인 발전에 위해를 미치는 파괴적인 인간행동의 금지이다.

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는 상호이익과 평화적인 공존이라는 유사한 원칙에 기대어 이웃과의

둘째, 여러 나라의 헌법 및 국제협약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인류의 기본적인 인

평화적인 관계를 증진하고자 노력한다. 사회문화, 경제 및 정치적 관계가 상호이해를 고려하

권, 시민권 및 공민권의 확립을 파악하고 증진한다는 원칙, 절차 그리고 목적에 기반하고 있

지 못하고 이와 반대되는 행로를 택할 때 폭력과 평화의 위반으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하기

다. 이들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국내적인 수준에서 모든 인간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도 하였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됨 또한 알 수 있다. 이들은 우리의 세계가 평화구축자인지 아닌지를 결

현대 사회에서 폭력적인 갈등의 본질을 정의하는 주요한 요소는 세계의 몇몇 민족국가
가 군사주의의 산업화, 중앙집권화 및 세계화만이 아니라 세계의 자원, 상업 및 금융에 대

정하는 유일한 근거는 물론 형평성, 평등성, 공평성 및 정의에 대한 추구 및 지표를 구성하
고 있다.

한 정치적 통제력을 구축하려는 과정을 증진시킬 목적으로도 똑같이 적용된 폭력적인 제

셋째,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사회적, 국가적 가치가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국주의적 활동을 통하여 통제력을 얻고자 하였던 정도(程度)이다. 국제적 그리고 지역적 현상

위하여서는 이러한 목표들이 실제로 추구되는 공정함, 객관성 및 헌신을 증명하는 다른 관

으로 폭력적인 공격성이 큰 문제가 된 것은 인도주의적이고 문화적인 고려를 하지 아니하고

련 가치들의 기초에 서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가치들은 모든 수준에서 우리의 사회적 거래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정치적, 경제적 이해가 결합한 것이었다. 또한 우리 현대 세계에서 평화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에 도움을 주어 우리고 이루고자 하였던 것이 무엇이었나에 대

의 구축 및 영속화에 대해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이다. 따라서 평화구

한 견지에서 우리 사회의 조직, 운영 및 평가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들은 우리 행동의

축과 관련된 법률의 집행과 더불어 주요한 인도주의 및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는 방어력을

신뢰성 그리고 우리의 주장의 신실함에 대한 기초 시험대이다. 신뢰와 법의 지배는 말할 것

구축하는 능력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것이다. 이는 UNO 자체의 민주화와 뗄래

도 없이 투명성, 민주주의 또는 반부패와 같은 용어들이 단지 진부한 용어나 이름표로 환원

야 뗄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견지에서이다. 이들은 분명한 정치 및 행정적인 절차에 기초한
원칙들이다. 이들은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행동에 있어서
정의, 형평성, 공정함 및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III.

평화 구축 노력에 대한 전망 요약

폭력적인 갈등의 파괴적인 성질과 더불어 우리가 쓸모 없다고 일컬은 것들은 특정한 주
어진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민족국가 수준에서 폭력의 도구 또는 강제적인 행위는 주

과거의 사회에서 평화구축의 역사를 일반화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 주요 요인에 초점을 맞추

로 우리가 위에서 자세히 설명한 합당한 가치와 권리를 지탱하고 보호하며 증진하기 위하

어야 한다. 첫째는 인류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고, 취소 불가능하며, 무조건적이며

여 마련된 것이다.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군사력의 적용 또는 결합에 이 똑 같은 가정이 자리

가치 있는 평화의 역할을 인류 안과 인류 그 자체에서 배워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분쟁의

하고 있다. 그러나 UNO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자기 자신들만의 이해관계의 추종을 주로

해결을 위한 전략으로써의 폭력적인 갈등이라는 불모의 파괴적인 성질에 대한 학습을 우리

보여주는 UN 안전보장이사회를 구성하는 몇몇 강력한 민족국가들의 지배적이고 저항적인

모두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똑같이 절대적인 교훈이다. 폭력적인 행위는 평화를 보호하고 공

역할에 있어서 2018년 UN 총회(UNGA) 수준에서조차 혼돈과 면책에 대한 다양한 질책이 이

격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 하에서만 허용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폭력적인 갈등과 억압

루어졌다. 이러한 행동은 국제적인 질서나 평화에 대한 주요한 위협을 구성한다는 점이 관

과 탄압 및 이와 관련된 암울함은 무정부상태, 소외 그리고 감정적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찰된 바 있다. 국제문제를 공정하고 정당하게 관할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국제적 힘은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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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UNO는 전체 세계의 가장 중요한 윤리적 원칙으로써 자신이 추구하는 인권과 민

평화의 보존과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이거나 일차적인 요인으로써 고려되어야 하고 발전되

주주의의 원칙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180여 개의 회원국과 그 회원국에서 관할하는 70억

어야 한다.

명의 인구가 있음에 UNO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더욱 민주
적으로 대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UNO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국제적인 NGO들은 물론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한다.

IV. 세계평화의 증진을 위한 기구들

이는 대중적인 참여를 유의미하게 보장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시민사회단체(CSO)의 참여를
세계의 다양한 민족국가를 회원국으로 하고 있는 UNO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침에 따라

보장하는 것이다. 이로써 국제 기관들만이 아니라 여러 국가들의 문화적이고 외교적인 관

세계의 주요 평화구축 기관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그 활동은

계를 증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국제관계에서 군사주의적이고 적대적인 국가 문제보다

더 나은 세상을 구하는 데 헌신하고 있는 개인들은 물론 다양한 지역, 국가 및 국제기구들

는 좀더 문화적이고 시민적이며 평화적인 활동을 기대고 있다. 이들은 오랫동안 민족국가들

이 열렬하게 지원하고 도모하여 왔다. 그 필수불가결함, 중요한 역할 및 성과는 광범위하게

내부에서 그리고 국가들 사이에서 평화적이고, 시민적이며 개발지향적인 관계증진을 위한

인정받아왔고 칭찬받아왔다. 동일한 방식으로 관련된 민족국가, 전문가 그리고 조직이 많은

오랜 세월의 과정으로 그 존재를 증명하였다. 사람들의 교류는 물론 상업, 산업, 기술 및 기

단점과 과실 그리고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 왔다.

타 사회적 연관성의 증진에 더하여 예술적이고, 교육적이고, 과학적이며 스포츠적인 형태의

UNO의 임무는 그 전신인 국제연맹의 배경 그리고 국제연맹의 평화보존 임무의 실패로

여러 문화적 활동을 통한 관계는 민족국가 간의 우정 구축과 평화 증진과 함께 이루어진다.

세계대전이 발생하였던 중대한 문제점들과 함께 살펴 보아야 한다. 우선 국제연맹은 세계

이러한 점에서 현대의 교육, 관광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들은 세계의 주요한 평화구축 활동

평화를 유지하거나 보장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매우 소수의 국가들이 조직한 것이었다. 또

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민족국가들의 문화적 정책은 여기서 발생하는 국제적인 문화교류 관

한 국제연맹은 자신의 사회 수준에서 또는 식민지 소유와 관련하여 인류에게 이익이 된다

계와 함께 중요한 평화 증진의 도구가 된다.

고 보여졌던 원칙, 권리 및 의무에 기반한 인류의 공동의 발전과 안녕을 보장하는 데 필요했

문화적 과정의 기여를 잘 평가하고 평화구축에의 기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동

던 가치들에 헌신하고 있지 않았다. 추축국의 공격적인 정책에 반대하여 세계의 다른 독립

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 축제의 역할을 그 자체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축제는 평

국가들과 여러 식민지들의 지원에 호소하고 이들을 동원한 것은 연합국의 생존을 위한 처

화와 개발의 증진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팽창하고 통합하는 제도를 구성하기도 한다. 이로

절한 필요에 의한 것이었을 뿐이다.

써 폭력적인 갈등을 야기하고 도모하고 강화하는 제도에 반대하는 보편적인 평화개발 공간

실제로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도 연합군은 식민지를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

이 창출되는 것이다.

은 경우에는 그들의 독립을 막기 위하여 전쟁을 치르기도 하였다. 또한 이들은 나치즘에 반

축제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축하는 지식, 정보 및 엔터테인먼트 측면에서 가

대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나치즘을 정의한 인종주의와 아파르트헤이트 정

치 있는 근원으로써 다른 세대에 전달되고 축복받아야 할 인류의 가장 중요하고 오래된 상

책을 지속하였다.

징적인 성과들을 중심으로 구축된다. 축제는 우리가 속하는 인류를 대변할 뿐만이 아니라

세계평화에 대한 문헌에서 그리고 좀더 최근에는 국제적 질서에서 더욱 커지는 혼돈에

축제가 성장해 온 사회역사적 지역의 측면에서도 상징적이다. 축제는 평화를 위하여 우리

있어서 많은 관찰자들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극단적인 민족주의 정책을 세계질서

모두가 공유하고 수 세대에 걸쳐 사랑하고, 구현하고, 적응시키고 전달하여 온 원칙을 통하

의 주요한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세계화의 반대개념으로써의 민

여 공동의 목표에 대한 끊임없이 증가하고 역동적인 감상에 의하여 그 지역성을 전달하고

족주의를 세계평화와 발전의 주요한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상의 측면에서 독

자 하는 것이다.

일의 나치 국가사회당은 민족주의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이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

오늘날 세계에서 여러 개의 국제적인 문화 및 스포츠 축제가 이루어진다. 이들 중 많은

가 있다. 나치는 당시 다른 주요한 제국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조작된 인종-문

수가 과거의 특징적인 관습 또는 전통의 역사가 있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은 지식, 기술,

화적 신화와 기타 관련된 핑계에 기반하여 다른 민족들을 지배하여야 한다고 믿었다. 세계

재미 그리고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현대 세계의 필요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팽창, 발

의 평화의 문제는 민족주의 그 자체가 아니었다. 이것은 국가간의 동등하지 않은 관계였다.

전, 변화되어 왔다. 앞서 말하였듯이 이는 예술, 스포츠, 교육 및 기타 다양한 직업적 활동을

또는 민족주의나 다른 가면을 쓰고 이곳 저곳에서 행해진 제국주의 국가들의 면책 행위였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국제적인 수준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다른 다양한

다. 세계의 문제는 단순히 ‘세계화’가 아니라 세계의 여러 국가들간의 평등함, 상호 의존 그

문화, 사회 및 민족에 그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이들은 민족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

리고 형평성의 견지에서 국제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였다. 이로써 존중, 공평함 그

만이 아니라 현대 세계에서 인류로서의 공동의 통합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요한

리고 정의의 차원에서의 파트너쉽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문화 유산의 한 가지 예가 아르군구 국제 낚시 및 문화축제이다.

118

119

2018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 무형문화유산 & 평화

Session II

V. 아르군구 국제 낚시 및 문화축제에 대한 관점

이것이 바로 나이지리아의 연방정부가 연관된 국제 및 세계의 파트너들은 물론 다른 수
준의 행정 기관들과 협력하여 온 그 역할이 축제의 현재 실행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지점이다. 축제의 현대적인 조직, 행정 및 증진은 한편으로는 나이지리아의 문화정책의 목

소개

아르군구 국제 낚시 및 문화축제는 나이지리아 케비(Kebbi) 주 아르군구에서 주로 3월의 첫

적의 달성과 뗄래야 뗄 수 없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평화와 협력에 대한 나이지리아의

째 주에 열리는 연례행사이다. 이 축제는 다양한 정부기관의 지원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기

국제적인 의무의 수행으로 볼 수 있다. 나이지리아라는 국가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축제

관들은 아르군구 에미레이트

카운실(Argungu Emirate Council)과

케비 주 정부를 포함하는데 이

들은 주요 기획자, 후원자 및 주최자로 활동하여 왔다. 나아가 이 축제는 나이지리아 연방의
여러 연방정부를 포함하여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북 나이지리아
of Northern Nigeria)의

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더욱 밀접한 관찰은 모든 수준에서의 인간 및 사회발전을 위한 평화
의 추구에 대한 유사한 그리고 오래된 관심을 드러내 보여준다.

지역정부 (Regional Government

도덕, 기술 및 재정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국가 및 국제적인 의무와 더불어 평화와 통합 그리고 발전에 기반한 현대적인 문화축제
로써 축제는 다른 많은 나라들은 물론 나이지리아의 다른 많은 축제와 유사하다. 이 축제를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의 36개의 주들 중 하나인 케비 주에서 열리는 축제로써 연방의

구분하는 것은 800년 이상이나 된 축제의 역사적 발전에 드러난 깊이 뿌리 박힌 헌신과 인

연방자본 테리토리(Federal Capital Territory, FCT)를 포함한 다수의 다른 주도 여러 번 참여한 바 있

내라 할 것이다. 인간 및 사회적 요인으로써의 평화에의 헌신은 지역 공동체들의 활동을 직

다. 축제를 주관한 주요 관료들 중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르군구 낚시 및 문

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여기서 우리 모두는 인내심 있는 구축과 보존의 필요와

화축제가 수년 동안 연방의 다른 주, 서부 아프리카 이웃 국가들, 유럽 공동체, 다국적회사

더불어 우리 공동체의 생산성 및 안녕을 위한 평화라는 큰 가치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교훈

및 나이지리아에 살고 있는 외교단의 관객을 초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야말로 그 국제적

을 얻을 수 있다. 지속적이고 끝없는 평화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와 헌신은 평화의

인정과 참여에 대한 명백한 증명이 된다 할

것이다.”(오마르, N. 우마르, 2005, P6.)

가능성과 폭력적인 갈등의 억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만들어 내었다. 이렇게 끈질긴 평

아르군구 낚시 축제는 나이지리아의 유일한 낚시 축제이고 어쩌면 가장 성공적인 축제

화에의 헌신 및 평화에 대한 희망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끈질기

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축제는 나이지리아의 다른 농업, 사냥,

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다른 사회 및 공동체의 축제에도 반영된다. 부분적으로 모

직업, 종교 및 관련 사회적 축제들과 더불어 다른 인간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나이지리아의

든 축제는 축하, 기념, 교육 및 정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통합적이면서도 역동적인 것이기

다양한 공동체에 깊숙이 뿌리 박힌 평화, 번영 그리고 발전에 대한 영구적이면서도 꾸준한

도 하다. 나아가 문화적 축제 및 관련 사회 제도들은 그 자체로 가장 힘든 격동과 역병 중에

추구를 대변한다 할 것이다(아이그-이무쿠에다, 1991). 아르군구 국제 낚시 및 문화축제의 지속적

서도 더 나은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바램, 기도 그리고 희망을 품고 있다.

인 성공이 평화구축을 가능하게도 하고 지속적이게도 하는 인도주의적이고 사회적인 가치

가장 희망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정신은 축제 및 기타 관련 있는 문화적 상징을 통

에 계속 초점을 두어 왔고 지속적으로 헌신하여 왔다는 사실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

하여 주로 전달되는 생존, 자유, 평화 그리고 번영을 위한 다양한 인간의 투쟁과 탐색으로

하는 것 역시 똑같이 중요할 것 같다.

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훈들 중 하나로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아르군구 국제 낚시 및 문화축제의 이야기가 가르쳐 주는 교훈은 다른 많

아르군구 낚시 축제는 16세기 훨씬 이전부터 아르군구와 그 주변 지역의 어업 공동체

은 교양 있고 우호적이며 평화를 추진하는 벤처와 마찬가지로 군사주의, 스파이 행위, 전쟁

들의 공동의식에서 기원한 것이다. 공동의식으로써 이 축제는 축제를 넘어 생존력 있는 어

및 폭력적인 갈등의 선동과 대비되는 평화와 우정의 공간으로써의 가꿈과 발전이 개발에

업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에 필수적인 기술과 가치를 전수함과 더불어 신들을 달래고 만선

필수적인 기능적이고 지속적인 평화의 창출을 위하여 매우 필요하다는 점이다.

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실행은 최초의 기원에서조차 공동체의 안녕, 즉, 평화,

통합적이며 평화구축적인 벤처로써의 축제의 관련성의 견지에서 상기에 설명한 내용의
중요성을 확인하려면 그 목적, 기원, 범위와 발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번영, 건강 및 생명력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 이 활동은 특성상 유기적인 것이기도 하였
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은 사회적 발전의 기초로써 더욱 넓고 광범위한 평화적인 회합의
필요성과 필수성을 인정한 것이었다. 의식의 기초로 존재하였던 보리(Bori) 컬트는 그 자체로
서부 아프리카 소구역에서 광범위하고 널리 퍼진 컬트로 아르군구와 케비를 넘어 실행되던
것이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아르군구 낚시 축제의 목적, 기원, 범위 및 발전

아르군구 국제 낚시 및 문화축제는 아주 오래 전 태동했을 때부터 특정한 기본적인 인도주

유사하게 아르군구 주변의 공동체들의 초기 어업 의식은 공동체 구성원과 유관 직능

의 및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요한 추동자들이 설계한 계획된 활동이었다는 사실

집단을 공동의 사회적 행사와 실행으로 통합시킨 시민적이면서도 농업적인 의식과 더불어

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들의 뒤를 따른 축제의 승계자인 기획자들은 수년 동안

그에 따라 실행된 것이었다. 그 초기부터 축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한, 서로 연관된

지역의 관리 및 행정에 책임이 있는 정치세력과 함께 지역 공동체의 대표로써 일해왔다.

목적을 준수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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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야란 가리(Gyaran Gari,

마을의 준비/속죄)

양한 강가의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활동으로 자리잡았고 과거에 이미 알려진 주요한 의식

2. 샨 카베와(Shan Kabewa) 그리고 푸라(Fura)

또는 사회적 관심에 자리잡은 일반적인 연례 행사가 되었다. 축제는 영국인의 이주 그리고
1903년에서 1906년 사이의 점령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성장과 통합을 이끌어낸 다양한 촉

(호박죽 그리고 우유와 수수로 만든 죽을 먹으며 행사한 농업 축제)

3. 기야란 루와(Gyaran Ruwa, 물의 준비/속죄)

매적 발전 덕분에 계속 발전하였다.(올라군주, A, 2010: 보아헨, A. 1964)

4. 파신 루와(Fashin Ruwa, 물에서의 낚시의 허가 및 시작)

1903년에서 1906년 사이의 영국의 정복 이후 아르군구 낚시 축제는 소코토 술탄 단 무
아제의 술탄(Sultan of Sokoto Sultan Dan Mauze)과 아르군구 무함마두 사마의 에미르(Emir of Argungu
평화로운 협력을 위한 활동으로 1934년에 크게 재가동되었다. 이 둘의 관

이러한 축제들은 그저 낚시 의식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풍성한 농사철 및 어획기는 물론

Muhammadu Sama)의

건강한 마을을 위한 기타 물리적 준비에 더하여 기도로써 존재한 다른 의식들도 포함하였

계는 식민지 이전 시기부터 썩 그리 좋지 못했다. 이는 몇 가지 정치적, 종교적 견해차이에

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의한 것이었다. 화해 과정의 한 부분으로 “에미르와 그 위원회는 영혼의식이 포함된 전통

축제의 역동적인 특성에 있어서 지역에서의 더 광범위한 발전과 더 폭넓은 영향의 증가
때문에 과거의 의식적이며 한정된 기원을 들여다 보게 되었고 이는 서부 아프리카 소구역에

의례 없는 멋진 낚시 축제를 조직하기로 결정하였고 카바와(Kabawa)의 환대, 지배적 성격 유
형 그리고 가치를 보여주는데 더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올라군주,A. 2010, P. 71)

점점 더 많이 통합되었고 이에 잘 적응하게 되었다. 축제를 후원한 여러 참여자들과 종족들

축제가 초기에는 초라하게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현재까지 유지된 것을 비롯하여 계속

은 물론 축제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행사의 견지에서도 유사한 확장이 일어났다. 이 점에서

조직되고 또 조직되도록 한 것은 평화와 협력의 서곡일 뿐만 아니라 조화와 환대의 정신이

축제의 행동을 중요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기도 하였다. 축제는 나이지리아 연방의 서부 아프리카 국가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첫째는 낚시 도구, 보트 및 이와 관련된 습속을 유지시킴으로써 축제의 기법적, 기술적

West African States, ECOWAS) 는

물론 소코토(Sokoto) 주에 있는 북 나이지리아 보호국(Protectorate of

인 온전함을 보장하였던 행동수칙이었다. 이는 문화적 신뢰성을 보장한 동시에 고풍적인

Northern Nigeria),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다.

계를 진전시키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활용되어 왔다. 축제는 나이지리아 내전 이후 해당 연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의 북부지역 그리고 나이지리아 연방의 평화로운 관

둘째는 과다한 어업이 산업을 약화시키거나 고갈시키지 않도록 과거의 행태에 맞추어

방의 피해를 입은 지역 사이의 화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1977년 나

낚시 시즌을 제약하였다. 과거의 습속에 맞추는 데 있어서 지역 당국은 매 낚시 시즌 말미

이지리아가 주최한 제 2 회 아프리카 전역 예술문화축제(All-Africa Festival of Arts and Culture, Festac)

에 생선의 먹이용 식물을 심어 생선이 다시 자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다음 시즌에 잡을

의 주요한 부분이기도 하였다. 현재 축제에는 나이지리아 전역, 서부 아프리카 그리고 전세

새로운 생선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계에서 온 참여자들과 방문자들이 오고 있다. 축제는 지역과 시간 맥락에 따라 우리 시대의

마지막으로 아르군구 그리고 아르군구와 관련된 다양한 정착지들은 지난 천 년 동안
그들이 겪어야 했던 역사적 변화에 매우 잘 적응하였다. 그들은 이웃 및 환경과의 평화로운

평화구축 문화 제도 중 하나로 남아있고 또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주관된 활
동들은 다른 협력활동에 더하여 다음의 프로그램을 포함하게 되었다.

관계는 물론 생산적인 활동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는 그들이 추진하였던 창의

 반시 디스플레이(Kabanchi Display, 카누 레이싱, 수영, 다이빙, 맨손으로 낚시하기 및 야생오리 잡기)
·카

적이고 생산적이며 인도주의적인 벤쳐에 해당되지 않은 다른 많은 정착지와 사회들보다 오

· 농업 풍물장터

래 살아남았고 이들보다 훨씬 더 커지게 하였다. 수라메(Surame)와 비르닌 케비(Birnin Kebbi)와

· 지역의 복싱 및 레슬링

같은 케비 왕국과 관련된 수도가 된 대부분의 도시 중심지는 현재 폐허가 되어 있다.(발로군,

· 경주 스포츠 대회(자동차 경주, 자전거 경주, 낙타 경주)

1974, P.404: 보아헨, 1964.)

· 밤의 문화향연(음악, 노래, 춤, 연극 및 곡예)

평화, 번영 그리고 발전이라는 전반적인 목적에 있어서 축제는 상대적으로 일관적으로
유지되어 왔고 무엇보다도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의식으로 출발한 축제는 15세기와 16세기 사이에 지역들이
서 아프리카 소구역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주였던 송하이

제국(Songhai Empire)의

영향 하에

있을 때에도 그 위세를 떨쳤다는 점을 주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16세기에 송하이 제국의 쇠

이 논문의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나이지리아 내에서도 축제는 낚시 공동체와 다른 활동의
축하 및 증진을 위한 마디점으로 작동하여 왔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할 듯하다. 이로
써 경제개발 사안에 주민중심적인 관점이 작동하게 된 것이다.

락의 시작을 알리며 케비의 칸타(Kanta of Kebbi)가 반란을 일으켰고 이로써 케비 왕국이 세워

마지막으로 축제는 평화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고귀한 가치에 대한 일관적이고 지속적

졌다. 권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케비의 칸타는 아르군구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어업 공동체

인 헌신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폭력적인 갈등이 예방되고 인류의 안녕,

의 지도자들은 물론 물가에 살고 있던 부족장들에 의지하였다. 이들을 통하여 축제는 다

발전 및 예의에 중요한 전쟁 당사자들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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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ant

화권을 상징하는 축제가 아닌가 한다. 나이지리아의 또 다른 문화 축인 기독교 문화권과의
화합은?

무형문화의 가치와
평화 공존:

아르군구축제는 2008년 이후 10년째 열리지 않고 있고, 2016년 세계무형문화재로 지정
된 뒤 2017년에는 올 해에 축제가 새로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올 해에도 무산되었다.
어떤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약 10여 년 동안 축제가 열리지 않고 있는지?

나이지리아 아르군구 국제낚시 및
문화 축제에 대한 전망

여기에 덧붙여 최근에는 환경변화로 인해 축제가 열리는 마탄 파다강 Matan Fada river
의 수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한편 무분별한 어업활동으로 어종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환경변화가 향후 축제에 미칠 영향은?
개인적으로 하우사의 bori에 관심이 많은데, bori와 아르군구축제의 관계는?

장용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술레 벨로교수는 나이지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아르군구국제낚시문화축제(Argungu International
Fishing and Cultural Festival, 이하, ‘아르군구축제’ Argungu Festival)가

어떻게 국제사회 평화에 기여를 해왔

는지를 밝히고 있다. 축제가 좁게는 지역사회, 넓게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단결에 미치는 영
향력에 대한 술레 벨로교수의 이론적 관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특히 2016년에 세계무형
문화제로 지정된 아르군구축제가 나이지리아 뿐 아니라 서부아프리카 전역에서 모여 든 다
양한 공동체의 단결과 평화를 추구하는데 기여해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
한다. 앞으로도 아르군구축제 다양한 공동체와 민족, 국가간의 선의 및 우정을 촉진하는 상
징적 행사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술래 교수가 주장한 바와 같이 토론자는 보편적 차원에서 문화와 평화, 단결과 공동
체의식 함양을 위한 UNESCO 등의 국제연합기구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UNESCO가 국제사회의 갈등 예방, 사회-경제발전 추구, 환경보호 등을 목표로 하는 다양
한 문화적 행위와 표현을 보존하기 위해 세계무형문화제를 지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 아르군구축제는 이런 UNESCO의 목적에 부합하는 축제로 그 역사성과 사회적 역할
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술래 교수의 주장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태동부터 인도주의
및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기획된 아르군구축제를 현대적으로 조직하는 나이지리아 문화
정책은 국제평화에 대한 나이지리아의 의무 수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토론자는 술래 교
수의 발표문에 대한 비판적 반박을 할 생각은 없다. 다만 우리나라에 낯선 발표문에 나타난
아르군구축제와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다.
나이지리아는 민족 갈등과 지역갈등, 특히 종교와 사회적 격차에 따른 남북 갈등이 첨
예한 국가 중 하나이다. 축제가 다양한 갈등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장으로 활용된다는 술래
교수의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아르군구축제가 현실적으로 나이지리아의 국가통합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축제에 참여하는 국가나 민족의 면면을 볼 때 서부아프리카 이슬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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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igeria unfortunately suffers from a symptom of a split nation divided by North and
South, national and regional conflict is rampant stemming from religious as well as

Intangible Cultural Values and the
Promotion of Peaceful Coexistence:

social differences. As one agrees with Professor Bello in the notion of the festival becoming a place of suppressing different tensions among those involved, realistically
how does that translate to the overall nationalism of Nigeria on a nation wide scale?

Perspectives on the Argungu International Fishing and
Cultural Festival in Nigeria

The majority of the countries or people attending the festival are Muslim by faith.
How does that relate to one of the pillars of Nigerian culture, the christian based Nigerians who seek unity?
2.	Argungu Festivals have not been running since its closure in 2008. Chosen in 2016

Yongky CHANG

as one of the ICHs, it was told that the festival would be held in 2017 and this year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18 but it was not held. What are some of the realistic possibilities for the festivals
not being opened for the past 10 years?
3.	Because of the environmental changes in recent years, the place of the festival,

According to Professor Sule Bello, she made remarks about the north eastern part of nige-

Matan Fada river’s water level has risen thus making fishing and other water activites

rias’ Argungu International fishing and cultural festivals making an impact towards world

on the decline. How are these environmental changes going to affect the festival?

peace. I completely agree with her theory of these festivals making local communities, and
even impacting international communities to make towards peace and harmony. Further-

4.	It seems as though Professor Bello was interested in Housa’s Bori. What and how is

more, Argungu festival which has been selected as part of the ICH in 2016, has impacted

the relationship between Bori and Argungu festival?

greatly in unifying the cultures around West Africa as well as local nigerian cultures to
help them unify through peace and harmony, played a significant role. It is my wish that
Argungu festivals can further benefit local and regional communities, as well as help make
friendship possible through boarders of different nations with these significant festivals.
It is Professor Bello’s belief as well as ours in that, in order to develop and cultivate
culture, peace, unity through community based thinking it needs the help of UNESCO
and other international committees to exist. UNESCO choosing ICHs positively benefit
and specifically plays a vital role in suppressing international tension, further benefitting
society and its economy, as well as environmental issues. Argungu festival falls under that
category of ICHs, as Professor Bello can attest to it's importance in historical and social
benefits. Although the bases of Argungu festival stems from humanitary and social benefit
seeking causes, it is of the opinon that the contemporary Nigerian government needs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shaping of the festival under its cultural pretenses. It is ones
curiosity into this matter and not of a critical one, to seek answers from Professo Bello’s
work as it is a rare showcase of the Argungu festival to Korean scho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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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Long Chant – the Essence of
Mongolian Traditional So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a Bridge of Peace:
In Case of the Urtyn Duu
(Mongolian Traditional Folk Long Song)

Heritage provides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between the countries to promote the mutual
understanding and trust as well as to promote the cultural diversity where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an important factor in protecting the peace that has been demonstrated.

The Mongolian traditional folk long song(Urtyn Duu) is the essence and the classical form of
the Mongolian traditional folk song. The long songs are symbols of celebrations, weddings,
ceremonies and rituals reflecting the significance of the symbols and honors and national
pride of the Mongols which was also an important source of unity. The Mongolian tradi-

Yundenbat SONOM-ISH

tional folk long song was embodied from the main domain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dviser, Mongolian National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ongolia

such as oral traditions, folk performing arts, 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 and
it is still inheri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nd has became a source of the mind and
aesthetic thinking of the nomadic Mongols.
A Mongolian traditional folk long song is the cross bordered heritage or the heritage
that existed in Mongolia and its neighboring countries. Within the long period of the his-

Abstract

tory, Mongol ethnics were and are living not only in the present territory of Mongolia but
The classical form of the Mongolian traditional song and essence is a long chant (long song).

also its neighboring areas, such as Khukh Nuur region and Xinjiang Uighur in Inner Mon-

The duration of Mongolia’s song is still inheri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nd has become

golian Autonomous Region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Buryat Republic and

a source of the mind and aesthetic thinking of the Mongols. The long chants are symbols of

Kalmyk Republic in Russian Federation and shared the traditional culture that created by

celebrations, weddings, ceremonies and rituals reflecting the significance of the symbols and

nomadic Mongolians. As a result of the migration, urbanization and rapid industrialization

honors and national pride of the Mongols which was also an important source of unity.

the nomadic living style of Mongol ethnics in different geographical locations have trans-

A long chant is the heritage that goes through the countries. In the long period of the his-

formed into the sedentary living style and the cultural environment and space of the Mon-

tory, the Mongolian ethnos not only in Mongolia but also in neighboring People’s Republic of

golian traditional folk long song has changed and the future of this heritage became blurry

China’s Autonomous Region of Inner Mongolia including the Khukh Nuur region and Xinjiang

in the end of 20th century.

Uygur as well as the Buryatia and Kalmykia in Russian Federation as one of the traditions of the

The urgent objective in that situation was to protect and safeguard this cross-bordered

Mongolian ethnos living on the borders. The priority was the protection of heritage by collective

heritage by the joint efforts despite the demarcation of the territory, although the Mongol

efforts of nations and culturally diverse countries in protecting the uniqueness of the country’s

ethnics who created this heritage separated into different geographical locations.
The UNESCO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

cultural heritage which is closely linked to the present and future culture.
In 2009, Mongolia and China jointly registered the traditional long chant to the UNESCO’

tage became an important tool that solve and surmount these risks and dangers faced in

s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ch is promoted the mutual understanding, friendship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rom the modern activities of the globalization and social

and cooperation between the diversity and variety of the local Mongolian songs in the Mongo-

transformation by the cooperation between the joint effor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an folklore and gave the opportunity to explore, compare and enrich the culture and customs.

and state parties of the Convention. Mongolia has ratified into the UNESCO 2003 Conven-

There are many events such as the competitions, festivals, symposiums, meetings and semi-

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2005 and became 16th member

nars were organizing for training of the long chant singers within the forms of the effective coop-

state of the Conventio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ncept and articles of the UNESCO

eration.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ongolia and P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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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s Republic of China have jointly registered the “Mongolian traditional folk long song”

tom and traditional art” have organized for presenting the result of this field research and

into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n 2009. This

survey by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Study of Nomadic Civilizations, and the pre-

joint inscription brought several opportunities to develop and expand the mutual under-

sentations were published on the book “Studies of the nomad’s custom and traditional art”

standing, cooperation and friendship between Mongol ethnics in different geographical

and “Field research of traditional folk long song of Mongol ethnics” and distributed to the

locations(different countries),

and to investigate the different variations, types and customs

public.
Additionally, there are many different activities were carried out within the frame of

related to Mongolian traditional folk long song, and to make comparative research for see
the similarity of culture and traditions, and to improve the safeguarding of this heritage.
The registration of the “Mongolian traditional folk long song” on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was became a big celebra-

the effective cooperation, such as an investigation, research and promotion on the repertoire of Mongolian traditional folk long song, as well as the competitions, festivals, symposiums, meetings and seminars organized for training of the long song singers.

tion and pride of all Mongol nation who love and listen the long song, and gave more inspi-

These examples are proofs that how the concepts of UNESCO 2003 Convention for

ration and encouragement to the safeguarding of this heritage. Indeed, this registration was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e working in the international level for

a high respect given to the Mongolian traditional folk long song, which proved the cultural

improving the mutual understanding and trust between the member states of Convention,

diversity of humanity and confirmed the universal value of this heritage to the humanity

besides bringing the decent condition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while giving respect

and its contribution to the strengthening of the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 cultures.

to the diversity of culture. Furthermore,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huge resource

After the joint inscription of “Mongolian traditional folk long song” on the UNESCO

that can play invaluable role in the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betwee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both country Mon-

people and countries, and besides this ICH is the significant factor in protection of the

golia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have elaborated and implemented the action plan in

Peace.

national level for the safeguarding of this heritage. Besides this, both countries have established the joint “Steering Committee” for managing the activities on the safeguarding
of the Mongolian traditional folk long song by two countries. The main work done by the
“Steering Committee” was the joint field research and survey on the repertoire of the traditional folk long song of Mongol ethnics. This field research has done not only in territory
of Mongolia and People’s Republic of Mongolia, but also carried out in territory of Russian
Federation for studying the folk long song tradition of Buryat Mongols. Over 40 researchers, scholars and camera men from Mongolia,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Russian
Federation have involved in the research team of the Mongolian traditional folk long song.
Total 8 times field research organized in territory of 3 countries and the research team has
travelled around 40.000 kms, and found 300 practitioners who sing different variations of
Mongolian traditional folk long song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The research team has
made over 170 hours video documentation, and made musical notation for 500 long songs.
As a result of this work, the registration and information database including the information of folk long song and its bearers have created with audio and video recordings. This
joint research has brought the possibilities to make comparative studies on the different
variations of melody, different variations of poetry of the Mongolian traditional folk long
song, and besides this to research the core place where the folk long song originated, and
to reveal the old melody and so on. The international research conference “Nomad’s 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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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전통민속장가는 몽골 전통 민요의 본질이며 고전적인 형식이다. 장가는 통합의 중

장가-몽골전통노래의 진수

요한 원천이 되기도 하였던 몽골인들의 국민적 자부심, 상징과 명예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무형문화유산은 평화의 다리:
우르틴 두 (몽골 전통민속장가) 사례

회적 행위, 의식과 축제와 같은 무형문화유산의 주요 영역으로부터 구현되고 이는 여전히

기념 행사, 결혼식, 각종 식 및 의식의 상징이다. 몽골의 전통민속장가는 구전, 민속 공연, 사
세대에서 세대로 계승되고 유목 몽골민의 정신과 미적 감각의 원천이 되었다.
몽골의 전통민속장가는 국경을 넘는 유산 혹은 몽골 및 인접 국가에서 존재하였던 유
산이다. 오랜 역사에서 보면, 몽골인종은 몽골 영토뿐만 아니라 중국의 내(內) 몽골 자치구
인 후흐 노오로(Khukh Nuur)지역과 신장웨이 우얼(Xinjiang Uygur)과 러시아 연방의 부랴트 공화
국(Buryat Republic)과 칼미크 공화국(Kalmyk Republic)과 같은 인근 지역에 살아왔고 또 살고 있으

윤덴바트 소놈이쉬

며, 유목 몽골민에 의해 창조되었던 전통 문화를 공유한다. 이주, 도시화, 빠른 산업화의 결

몽골 국립무형문화유산원 고문

과로, 다른 지리적 장소를 바탕으로 한 몽골인들의 유목의 삶은 한곳에 머무르는 삶으로 바
뀌었고 몽골의 전통 민속 장가의 문화적 환경과 공간은 변하였다. 이로 인해 이 유산의 미래
는 20세기 말에 모호해지게 되었다.
비록 이 유산을 창조한 몽골인들이 다른 지리적 장소로 분리되었지만, 이 상황에서 시
급한 목적은 영토의 경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통해 이 국경을 넘는 유산을 보호

초록

하고 지키는 것이다.
몽골 전통 가요의 고전적인 형식과 본질은 긴 노래이다. 몽골 노래의 시간은 여전히 세대에서 세대로 계승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2003 컨벤션은 국제기구 및 당국의 협력에 의한 세

되고 몽골인들의 정신과 미적 감각의 원천이 되었다. 긴 노래는 통합의 중요한 원천이 되기도 하였던 몽골

계화와 사회변혁의 현대적 활동으로 인해 무형문화유산이 직면한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고

인들의 국민적 자부심, 상징과 명예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기념 행사, 결혼식, 각종 식 및 의식의 상징이다.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몽골은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2003 컨

긴 노래는 나라에서 나라를 거쳐가는 유산이다. 오랜 역사에서 보면, 몽골인종은 국경에 살았던 몽

벤션을 2005년에 비준하였고, 컨벤션의 16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

골 인종의 전통 중 하나로써 몽골뿐만 아니라 후흐 노오로(Khukh Nuur)지역과 신장웨이 우얼(Xinji-

한 유네스코 2003컨벤션의 개념과 조항의 체계 안에서, 몽골과 중국은 2009 인류무형문화

ang Uygur)을 포함하는 중국의 내(內) 몽골 자치구와 러시아 연방의 부랴티아(Buryatia)와 칼미키야

유산의 대표목록에 ‘몽골의 전통민속장가’를 공동으로 등록하였다. 이는 다른 지역적 장소

(Kalmykia)를 포함한 인근 국가에 존재한다. 우선사항은 현재와 미래의 문화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다른 나라)

한 나라의 문화 유산의 독특성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공동 노력에 의한 유산과 문화적으로 다양한 국가

련한 다른 변형, 유형 및 풍습 조사, 문화와 전통의 유사성을 알아보기 위한 비교 연구, 유산

를 보호하는 것이다.

보호 향상을 위한 몇몇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내 몽골인 사이의 상호이해 및 협력과 우정의 발전 및 확대, 몽골 민속 장가와 관

2009년, 몽골과 중국은 전통장가를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목록에 공동으로 등록하였다. 이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에 “몽골 전통민속장가”의 등록은 장가를 사

몽골민속 안에서 지역 몽골 노래의 포괄성과 다양성 사이의 상호이해, 우정 및 협동을 촉진하게 하였고 문

랑하고 듣는 모든 몽골인에게 큰 기쁨과 자랑거리가 되었고 그들이 이 유산의 보호에 대해

화와 풍습을 탐험하고 비교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효율적인 협력이라는 틀 안에서

더 큰 영감을 얻고 이를 장려하도록 만들었다. 실제로, 이 등록을 통해 인류의 문화적 다양

대회, 페스티벌, 심포지엄 및 회의 및 긴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의 훈련을 조직하기 위한 세미나와 같은 많

성을 증명하고 인류에 대한 이 유산의 보편적 가치를 확인하고 국가간 상호 이해를 향상시

은 행사가 있다.

키는데 기여한 몽골의 전통 민속 장가는 존경을 받게 되었다.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국제컨벤션의 개념은 지금껏 입증되어 왔듯이 무형문화유산이 평화를 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대표 목록에 “몽골 전통 민속 장가”를 공동으로 등록한

키는 중요한 요소이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간 협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

후에, 몽골과 중국 두 국가는 이 유산의 보호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실행계획을 만들고

라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하는 것이다.

시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두 국가는 두 국가의 몽골 전통민속장가의 보호를 위한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공동“운영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운영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 주요 업무는
몽골 인종의 전통민속장가의 연주목록에 대한 공동 현장연구와 조사였다. 이 현장 연구는
몽골과 중국의 영토뿐만 아니라 부랴트 몽골인(Buryat Mongols)의 전통민속장가 전통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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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러시아 연방의 영토에서도 실행되었다. 몽골과 중국과 러시아 연방에서 온 40명 이

memo

상의 연구자, 학자 및 사진작가가 몽골 전통민속장가 연구 팀에 참여하였다. 3개 국가의 영
토에서 총 8회의 현장 연구가 이루어졌고, 연구팀은 40,000km를 이동하였으며 조사의 결
과로써 전통민속장가의 다른 변주곡으로 노래하는 300명의 현역 가수를 발견하였다. 연구
팀은 170시간이 넘는 비디오 기록을 만들었고 500곡의 장가를 위한 음악 표기법을 만들었
다. 이 작업의 결과로써, 민속 장가와 그 전수자들의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와 정보등
록은 오디오 및 비디오 녹음과 함께 만들어졌다. 이 공동 연구는 몽골 전통민속장가 멜로디
의 다른 변주, 시가의 다른 변주에 관한 비교 연구, 민속 장가가 유래된 핵심 장소에 대한 연
구, 옛 멜로디에 대한 발견 등에 대한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국제 연구 회의 “유목
민의 풍습과 전통 예술”은 유목 문명의 연구를 위한 국제 협회(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Study of
Nomadic Civilizations)의

이 현장연구와 조사의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조직되었고, 발표는 책 “유

목민의 풍습과 전통 예술 연구(Studies of the nomad’s custom and traditional art)”와 “몽골인의 전통 민속
장가 현장 연구(Field research of traditional folk long song of Mongol ethnics)”에 출판되었고 대중에게 개방
되었다.
게다가, 몽골 전통민속장가의 연주 목록 뿐만 아니라 대회, 페스티벌, 심포지엄, 회의
및 장가 가수의 훈련을 조직하기 위한 세미나에 대한 조사, 연구 및 홍보와 같은 효율적인
협력의 체계 안에서 많은 다양한 활동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국제적 협력의 적절한 환경을 가져오는
것 외에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2003 컨벤션의 개념이 어떻게 컨벤션 회원국
사이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다. 더
욱이, 무형문화유산은 사람과 국가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에 있어 값진 역할을 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이 되고 이는 또한 평화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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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연행자의 성별에 따라 부가되는 금기의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 지역적 차이
가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장가몽골전통노래의 진수

둘째, 몽골과 중국의 공동으로 등재되었지만 오르팅 도는 유목민의 생활 의식과 다방
면의 유목 문화를 표현한 보고(寶庫)이고 지역적으로 부랴티아(Buryatia)와 칼미키야 (Kalmykia)
를 포함한 중앙아시아 여러 지역까지 산재한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발표자의 언급처럼 문
화적 다양성을 확인하고 상호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이들에 대한 심층조사, 비교
연구, 상동(相同)·상이성(相異性)에 대한 학술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발표
자의 견해와 함께 발표문의 내용 외에 몽골 자체에서 수행되고 있는 연구의 진행사항을 듣
고 싶다.
셋째, 오르팅 도는 지역별 음악적 특징에 따라 ①동부계 가락(zu’un aimgiin ayalguu), ②서부

장장식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계 가락(baruun aimgiin ayalguu), ③보르지긴 방음(Borjigin nutgiin ayalguu), ④바양바라트 방음(Bayanbaraat nutgiin ayalguu)

등으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보르지긴과 바양바라트 방음은 한국 판소리

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점에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목록에 공동으로
등록될 때(2009년), 이에 대한 등록 상황과 개별적 의미가 어떻게 담겼는지 궁금하다. 아울러
무형문화유산을 등재하는 노력은 인류의 보편적인 사고에 의해 형성되고 탁월한 보편적 가
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담고 있는 유산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이다. 몽

골의 전통 음악장르인 장가 역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문화유산이다. 특히
지리적으로 분산·분리되어 있는 상황과 영토의 경계적 한계를 넘어서 당사자 간의 협력을
통해 유산을 보호하고 지키는 노력과 공동등재의 결과는 무형유산의 보존에서 매우 유익
한 사례의 하나이다. 이름하여 보편적 가치를 어떻게 지키고 동일 종목의 문화적 다양성을

1

몽골과 중국의
공동노력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중국의 일변적인
소수민족 정책을 염두에
둘 때, 이와 같은 공동
작업상의 문제점, 연구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위한
정치적 장애물, 연구기금
출처 등을 알고 싶다.

판소리와의 유사성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넷째, 공동 등재라는 측면에서 양국의 협력적 연구와 보존 노력이 어떤 결과를 축적하
고 있는가(구체적 활동 상황)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듣고 싶고, 특히 몽골의 주도적 역할이 어느 정
도인가가 궁금하다. 1 공동 등재와 공동연구에서 흔히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언적인 의미지만 “무형문화유산은 사람과 국가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에 있어 값진

지속시킬 수 있는 모멘트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S.Yundenbat의 발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이 되고, 또한 평화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매우 유용하다.

내용은 무형문화유산의 지속성과 역할을 적절하게 표현한 것 같다. 새로운 유목의 시대(New

발제에 대한 참가자의 이해를 심화시키기 몽골 장가 (長歌)의 개략적인 설명을 추가하고
자 한다.

nomad)라는

21C의 시대성을 감안할 때, 몽골 장가는 확장성과 지속가능성이 그만큼 크다고

하겠다.

몽골의 민요는 크게 보긴 도(богино дуу, bogino duu)와 오르팅 도(уртын дуу, urtyn duu)로 나뉜

끝으로 장가에 대한 이해의 심화를 위해 주요업적을 소개하는 것으로 토론에 갈음한다.

다. 오르팅 도는 발제자의 용어처럼 ‘긴 노래(long song, Long Chant, 長歌)’인데, ‘나이르 나드밍 도
(nair naadmyn duu, 연회 축제의 노래)’라고도

한다. 또한 지역이나 부족에 따라 ‘터링 도(to’riin duu, 國歌)’,

‘소망 도(suman duu, 軍歌)’, ‘터르 호리밍 도(to’r xurimyn duu, 혼례가)’, ‘아이잠 도(aizam duu, 禮式歌)’ 등의
여러 이름을 갖고 있어 장르종(gattung)처럼 다양성을 담보하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장
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유로운 리듬과 느긋한 선율에 장식음을 많이 사용하고, 넓은 음역을 사용한다.
둘째, 무반주나 몽골 전통 악기인 모링린 호르(morin xuur), 림베(limbe) 등의 이음성(異音性)
반주에 맞춰 노래한다.
셋째, 전문성을 가진 오르팅 도칭(urtyn duuchin)에 의해 연행되며, 연행자의 성별에 따른

박소현 (2003), 한몽 민요 비교 연구의 필요성, 한국민요학 12집.

Шинжлэх ухааны академи, (1999),『Монголын соёлын түү х』, Улаанбаатар.

Н. Жанцанноров (2005),『 Уртын дууны уламжлалт зарим нэр томьёоны гаргалгаа』, Улаан
	баатар.

Шинжлэх ухааны академи, түү хийн хү рээлэн (1987),『БНМАУ-ьн угсаатны зү й. 1 (Халхын угсаа
	тны зү й)』, Улаанбаатар.

엄격한 금기 사항이 있다.
토론을 위해 질문을 드리고 싶다.

138

참고문헌

2018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 무형문화유산 & 평화

139

Session II

Discussant

according to the gender of the performer.
I want to ask a question for discussion.

Long Chant the Essence of Mongolian
Traditional Song

First, what are the specific examples of taboos added according to the gender of the
performer? Is it different depending on regions?
Secondly, although it was listed jointly with Mongolia and China, Urtyn Duu is a treasure expressing the nomadic lifestyle and various aspects of nomadic culture, and it scatters over many parts of Central Asia including Buryatia and Kalmykia. Considering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in-depth research, comparative studies, and academic
efforts on similarity and difference in order to acknowledge cultural diversity and promote

Jangsik JANG

mutual understanding and trust as the presenter mentioned. I would like to hear about the

Senior Curator, National Folk Museum

progress of the research carried out in Mongolia itself as well as the presenter's opinions
on this.
Third, according to the musical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there are ① Zu'un Aimgiin Ayalguu(eastern tune), ② Baruun Aimgiin Ayalguu(western tune), ③ Borjigin Nutgiin Ayal-

The efforts to lis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e to ensure the sustainable future of the

guu, and ④ Bayanbaraat nutgiin ayalguu. Among them, Borjigin and Bayanbaraat sound

heritage, which is formed by universal thinking of mankind and contains outstanding uni-

is known to be similar to Korean Pansori. In this regard, I am wondering the process and

versal value. Mongolian traditional music genre, long chant, is also a cultural heritage that

situation when the long chant was listed on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2009)

shows outstanding universal value. Especially, it is one of the most beneficial practices of

from both Mongolia and China and how the meanings of these four could be contained re-

safeguarding of intangible heritage through efforts to protect and preserve heritage through

spectively. I am also wondering if there is a follow-up study on the similarity to Pansori.

collaboration between the parties beyond the boundaries of geographically dispersed and

Fourth, I would like to hear more explanations on the results(specific activities) from coop-

separated situations and territories. It is possible to secure a moment that can keep the uni-

erative research and safeguarding efforts of the two countries, and in particular, how much

versal value and sustain the cultural diversity of the same kind. In this respect, S. Yunden-

Mongolia took its leading part for listing the long chant(song)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

bat's presentation is very useful.

itage of Humanity. Considering the policy for the minority ethnics of China, I also wonder

I would like to add a rough description of Mongolian traditional folk long

chant(song)

to

if there were any political conflicts, obstacles, or source of funds while working together.
This is because many problems that are often encountered in joint registration and col-

deepen participants' understanding about the presentation.
Mongolian folk songs are divided into two parts: богино дуу(Bogino Duu) and урты

laborative research can be assumed.

н дуу(Urtyn Duu). Urtyn Duu is a long song(long chant) and also called Nair Naadmyn Duu(song

The presenter say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an abundant resource that can play

Also, depending on the area and the tribe, it is called in different words

a valuable role in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between people and the nation,

of the banquet festival).

Duu(song for a cer-

and is also an important element for safeguarding peace" and it is properly described about

and so on, and it guarantees diversity like a gattung. In general, however, the merits

the sustainability and rol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Given the new nomad in the 21st

like 'To'riin Duu', 'Suman Duu', 'To'r Xurimyn
emony),'

Duu(song for a wedding),

'Aizam

century, the Mongolian traditional folk long chant(song) highly features its expansion and

of the long chan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using a lot of highly ornamented tunes with free rhythm and relaxed melody,

sustainability.

and use wide range.

Finally,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great publication about the long chant.

Secondly, singing along without accompaniment or with the unbalanced accompaniment of Morin Xuur and Limbe(Mongolian traditional musical instruments), which are unrelated
Thirdly, being performed by a professional Urtyn Duuchin, and there are strict tabo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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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actices are always connected to individuals, to people. I
will therefor start introducing an example of the formative impact of ICH on an individual

The Power of
Traditional Crafts

level.
One week each year I leave civilization, go into the woods and transform myself to
Robin Hood. 2 I teach children how to make their own fishing rod and we dig for earthworms. We spend the whole week outdoors, building our own camp, making bows and arrows, having shooting contest and catch fish. Traditional lifestyle, connecting with the real
world.
In 2017 I wanted to dig deeper into the children’s experience from this course, and

Eivind FALK

find out if the interaction with traditional crafts and nature has a transformative impact on

Director, Norwegian Crafts Institute, Norway

the participants. The research demonstrated how the involvement with nature and practical
activities had a strong, lasting, and transformative influence on the participants. Not just as
individuals, but also as a group, and as a community of Robin Hoods outlaws.
I used a survey in order to identify the participant’s experience, from their perspective.
In order to measure how the Robin Hood-experience’ influences the participants, the sur-

Abstract

vey was an important tool. In the survey, I asked the participants and their parents abou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actices are always connected to individuals, to people. I will
therefore start introducing an example of the formative impact of ICH on an individual level.
One week each year I leave civilization, go into the woods and transform myself to Robin
Hood. 1 I teach children how to make their own fishing rod and we dig for earth worms. We
spend the whole week outdoors, building our own camp, making bows and arrows, having
shooting contest and catch fish.
In 2017 I wanted to dig deeper into the children’s experience from this course, and find out
if the interaction with traditional crafts and nature has a transformative impact on the participants. The research demonstrated how the involvement with nature and practical activities had
a strong, lasting, and transformative influence on the participants. Not just as individuals, but
also as a group, as a community of Robin Hoods outlaws.
The term community is crucial in the 2003 convention, and often interpreted as something

1

Robin Hood is a
legendary heroic outlaw
originally depicted in
English folklore and
subsequently featured
in literature and film.
According to legend,
he was a highly skilled
archer and swordsman.
2

Robin Hood is a
legendary heroic outlaw
originally depicted in
English folklore and
subsequently featured
in literature and film.
According to legend,
he was a highly skilled
archer and swordsman.

their expectations and experiences from the course, and I used both quantitative and open
questions.
In addition to the survey, I made an auto-ethnographic report, as a diary, sharing my
own reflections from the week. In the end of every day during the week, I wrote down my
experiences and reflections.
I wanted to explore the outcome of my own goal, where I want to help the children connect with the real world. I feared that this section could be a bit challenging to
answer(Maybe too personal?), but I was wrong. These answers goes right into the core of my sub
question on what impact the week with sloyd and nature based learning have. The parents
wrote that the course:
· Provided an opportunity to get closer to nature.
· Helped my child learn how to interact with others in nature

shared or in common. When working with international projects for craftspeople from different

· Provided the opportunity to be able to create something real with their own hands

countries, I have learned how the embodied knowledge, and the exchange of practices, has

· Provided a break from the virtual world of computers and social media

proven to be a powerful tool for respect and communication, in the community of craftspeople.

· Inspired my child to get involved in similar activities in the future

When ratifying the 2003 convention the State party is obligated to put up an inventory.
Could the national inventory be a contribution to social cohesion and resolving disputes? In
Chile, the recognition of the salt farming as an ICH element has been important for solving a

I was in particular happy to see the course had inspired the children to continue the activi-

conflict between the traditional salt farmers and the landowners and this provided hope.

ties after they came home. Some had made a bow and arrow, some had been fishing and
some had been sleeping outdo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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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own ref lections and observations, the

When reflecting over my reflections in retrospect I see that the impact of the Robin Hood

questionnaires, supported by theory indi-

experience was transformative for this boy and his surroundings.

cates that the impact from the course on the

And research shows that exposure to nature and the countryside is becoming a serious

children is comprehensive and lasting. It’s

approach to preventing and treating both mental and physical illness, and that exposure to

transformative!

nature even removes stress. A Swedish study which concludes that the more greenery there

When conceptualizing these findings

is(Home greenery index), the more positive the effect on stress:

and reflections my hypothesis is that the im-

Evidence demonstrates that contact with nature enhances human health and well

pact of nature and practical activities has a

being…to protect and enhance the health of individuals experiencing chronic

strong, positive, lasting, and transformative

mental, emotional and physical health difficulties.

influence on children.
In Norwegian school classes there is
always one or two children with special

According to my experience being the mighty Robin Hood, fishing with children in the

needs, mostly boys, that need medicine or

woods, the outdoors environment provides frames for a quality of the experience that gives

other kinds of assistance in order to “behave”

that lust for life. The moment where children catch their first fish on a homemade fishing

in the classroom. The number of children with ADHD and similar diagnosis is growing.

rod made of rowan, and a float that they have whittled themselves, it opens a door instead

These children are more often involved in conflicts and so-called bad behaviour and repre-

of closing a chapter:

sent a growing challenge.

In the SEN-context X was the major case on this trip. His parents had informed /

One of my most important findings was that the power of nature and the impact on

warned us in front, and they did not know whether this would work or not. It did

children are strong. My experience with a boy, X, that I was warned about in front but

work perfect. Off course, he needed some extra attention, but we were prepared.

turned out to be a real Mini-Robin, demonstrates how the impact of nature and crafts can

For him to participate in the Robin Hood group, there was absolutely no problem.

be transformative in a SEN-context:

Probably because we were outdoors in the woods. When he had made the fishing
rod and the float he sat down quiet by the lake with his rod for 30 minutes waiting

“I had the most wonderful experience today with this boy, X, that I was heavily

for the big fish. Nobody believed me afterword’s when I said that. It was a trans-

warned about in front. He usually have two assistants in school. When he arrived

formation. On one hand, he could not sit still in the classrooms where they were

he kept repeating that he would never catch a fish and he would never manage

making textile, and he was really noisy. On the other hand: Outside he calmed

to shoot. Quite negative. But when we moved outside, and started working out-

down and could sit still concentrating for 30 minutes waiting for the fish.

doors, in nature, there was really no problem. I would say it was rather the oppo-

From my auto ethnographical diary

site: What happened was that he caught the biggest fish of today and won todays
shooting contest with bow and arrow. He went home as the happiest and proudest
boy I have seen for a long time. On Tuesday X’s mother came to me after Tuesday

One of my goals was to measure the student’s outcome in the perspective regarding nature’

was finished, and she asked me: “what did you do to my son yesterday? I’ve never

s impact and the pure practical approach. In this context, the observation from my auto

seen him so happy? He ran to his grandfather and told him about the day of his

ethnographical diary is important. This boy could not stand or sit still in a classroom! The

life, with all the details, including everything about the fish he caught! and his

impact of nature and the pure practical approach was in this case truly transformative.

wonderful day”
From my auto ethnographical diary

My observation is supported by an Harvard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49 after-school
weekend activities where scientists has compared the learning environment effect by comparing green outdoor activities with an indoor setting. The results were highly impre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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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study has found that exposing children
with ADHD to outdoor greenery significantly reduces their symptoms.
The researchers could also prove positive effects among children without ADHD. Their
conclusion was that all boys and girls need to be outdoors, in the nature and in a green environment.
Remember how I was heavily warned about this boy X, and how it was expected that
he represented a potential problem, and how he was transformed. I learned from this how
important it is not to judge in advance, and about the powerful impact of nature.
For me this clearly indicates that the Robin Hood experience is not just fighting the
Sherriff of Nottingham, but also ADHD in an effective way. ICH as embodied practice and
interaction with nature clearly shows the way. It helps a new generation connect with the
real world.
The term community is crucial in the 2003 convention, and often interpreted as something shared or in common. When working with international projects for craftspeople

over to a new generation through practice.

from different countries I have learned how the embodied knowledge, and the exchange of

This exemplifies how embodied language and embodied communication is crucial in

practices, has proven to be a powerful tool for respect and communication, in the commu-

the field of ICH,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bout dance, crafts or music. This shows how

nity of craftspeople.

ICH has a wonderful potential for connecting people and provides communication, despite

In India I was facilitating a workshop for craftspeople from West-Bengal, India and

boarders, countries and different languages.
Until now I have been highlighting the impact of ICH on individuals, groups an com-

Norway. The workshop was held in Mahishbathan near the wooden crafts hub in Kushmundi, West Bengal 2017 on the initiative of the Indian NGO Banglatanak.com
The main idea of the workshop was based on the principles of action borne knowledge,

munities. If we move to the international UNESCO listing for ICH, will inscriptions have
any impacts? The form for inscription on the Representative list says:

in this case where skilled craftsmen within the field of green woodworking were working

For Criterion R.2, the States shall demonstrate that ‘Inscription of the element

together and exchange traditions and ideas in order to improve individual skills, knowl-

will contribute to ensuring visibility and awareness of the significance of the in-

edge and design.

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o encouraging dialogue, thus reflecting cultural di-

The workshop had a practical approach. It was amazing to see how the communication

versity worldwide and testifying to human creativity’. This criterion will only be

functioned between the participants despite the lack of the possibility of communicating

considered to be satisfied if the nomination demonstrates how the possible inscrip-

verbal together. We communicated through our hands and bodies. Embodied knowledge is

tion would contribute to ensuring the visibility and awareness of the significance

best communicated through embodied practic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general, and not only of the inscribed element

On the picture you can see how Tulu is teaching me, without words, how to hold the

itself, and to encouraging dialogue that respects cultural diversity.

piece of wood with my feet while I am learning how to carve a mask.
If a child wants to learn how to knit, and want to understand what knitting is about,

Three years in Evaluation Body has taught me that this is a tricky question to answer. It’

the best way will be to sit together with someone who are knitting and copy the move-

s not a secret that a lot of submitting states are struggling with R2 when they are asked to

ments. It can be the grandmother sitting together with her granddaughter, teaching how to

explain how an inscription of the element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

knit. This is knowledge where human contact is needed. The little granddaughter would

tural Heritage of Humanity could encourage dialogue at the international level.
How about the national level? When ratifying the 2003 convention the State party is

not be able to learn to knit through a book or through an ipad. The knowledge is h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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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ligated to put up an inventory. Could the national inventory be a contribution to social

memo

cohesion and resolving disputes? In Chile, there is a recent example where the recognition
of the salt farming as an ICH element has been important in the struggle for solving a longlasting conflict between the traditional salt farmers and the landowners, and provided hope.
I was made aware of this in January 2018 when I was invited to Chile in order to meet
the salt farmers and help define and prepare the ICH element. Together with the salt farmers
from the O’Higgins region, we discussed the element and the challenges they were facing:
·	The landowners claimed that they would have half of the salt produced by the farmers

·	The salt farmers did not have access to the marked and were forced to sell their half to
the landowners very cheap.

·	When the salt farmers tried to cooperate in order to get access to the marked some
years ago, the leader was killed

The current situation for the salt farmers is that the element has been inscribed in the
national inventory, and the Ministry of Culture are working together with the community
in order to design a safeguarding plan. One of the first results is that the community has
established an organization, where they hold periodic meetings. The challenges are still not
solved, and the safeguarding plan in in process where the state party through the inscription of the element has recognized the element and community. The hope is that the recognition of the element will put pressure on the State Party and lead to negotiations between
the salt farmers and the land owners in order to find a solution and bring justice. It is in the
hands of the politicians now. The inscription on the national level has provided hope, but
still not any solution to the conflict. Let’s cross our fingers for the salt farmers, as on this
level it’s politics.
I do believe that ICHs most powerful impact is on a personal level,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actices are always connected to individuals, to people who are practicing
woodcarving, traditional dances or female divers searching for shellfish on Jeju island.
My examples demonstrate that between individuals, groups and communities, on a
personal level, ICH can have a wonderful impact. It brings people and generations together, it helps solving conflicts and prevent deceases.
ICH improves us as individuals and brings a quality into our lives. It brings health and
well-being, and it links us with nature. ICH helps us connect with the past and connect us
to the real world. Through ICH we develop our capacities and we are given the possibility
to share knowledge with, and participate in our communities. ICH teaches a new generation life skills in order to meet the challenges in thei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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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r

무형문화유산(ICH)은 항상 개인과 사람들에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는 개인 차원에서
의 무형문화유산(ICH)의 영향에 관한 하나의 사례에 대해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전통공예의
힘

매년 나는 일주인 동안 문명을 떠나 숲 속으로 가서, 내 자신 로빈후드가 될 수 있는 기
회를 가진다. 나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낚싯대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우리는 지렁이를 찾기
위해 땅을 판다. 우리는 밖에서 우리들 만의 캠프를 짓고, 활과 화살을 만들고, 사냥대회를
열고 물고기를 잡는 데 그 주 전부를 보낸다. 전통적인 삶의 방식은 현실 세계로 연결된다.
2017년, 나는 교육과정을 들은 어린이들의 경험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전통적인
공예와 자연과의 상호작용이 참가자들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
기 원했다. 그것은 자연과 실제적인 활동의 개입이 어떻게 참가자들에게 확실하고 지속적인

아이빈드 파크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그룹과 로빈후

노르웨이 공예 연구소 소장

드의 공동체를 아우른다.
나는 참가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경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로빈후
드의 경험이 참가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 조사는 매우 중
요한 도구가 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나는 참가자들과 그 부모들에게 교육과정에 대한 기대
초록

와 경험에 관하여 주관식 및 객관식 질문을 하였다.
그 조사와 더불어, 교육과정이 진행되는 그 주에 나는 내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는 일기

무형문화유산(ICH) 보호활동은 항상 개인과 사람들에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는 개인 차원에서의
무형문화유산(ICH)의 영향에 관한 하나의 사례에 대해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매년 나는 일주인 동안 문명을 떠나 숲 속으로 가서, 내 자신 로빈후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나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낚싯대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우리는 지렁이를 찾기 위해 땅을 판다. 우리는 밖
에서 우리들 만의 캠프를 짓고, 활과 화살을 만들고, 사냥대회를 열고 물고기를 잡는 데 그 주 전부를 보낸
다. 전통적인 삶의 방식은 현실 세계로 연결된다.
2017년, 나는 교육과정을 들은 어린이들의 경험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전통적인 공예와 자연
과의 상호작용이 참가자들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원했다. 그것은 자연과
실제적인 활동의 개입이 어떻게 참가자들에게 확실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그룹과 로빈후드의 공동체를 아우른다.
공동체라는 용어는 2003 년 협약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고, 종종 공유되거나 공통적인 어떤 것
해석된다. 다른 나라에서 온 장인과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할 때, 나는 체화된 지식 및 공예실습 교환이 얼

1

Robin Hood is a
legendary heroic outlaw
originally depicted in
English folklore and
subsequently featured
in literature and film.
According to legend,
he was a highly skilled
archer and swordsman.
2

Robin Hood is a
legendary heroic ou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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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folklore and
subsequently featured
in literature and film.
According to legend,
he was a highly skilled
archer and swordsman.

와 같은 나만의 민족지학적 보고서를 만들었다. 매일 하루가 끝날 때 나는 나의 경험과 생
각을 적었다.
나는 어린이들이 현실 세계와 연결되도록 돕기를 원하는 내 목표의 결과에 대해 알아
보기를 원했다. 나는 이 부분이 대답하기에 다소 힘들지도 모른다고 염려했으나(어쩌면 너무 개
인적이어서?),

그 염려는 틀린 것이었다. 이러한 답변들은 공예와 자연에 기반한 교육을 제공한

그 주에 어떤 영향을 얻었는지에 대한 나의 세부질문 핵심으로 바로 이끌었다. 부모들은 그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 자연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자연 속에서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와주었다.
· 아이들 스스로 진정한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컴퓨터와 소셜미디어와 같은 가상 세계로부터의 휴식을 제공하였다

마나 장인 공동체에서 존중과 의사 소통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는지를 배웠다.

· 미래에 비슷한 활동에 관여할 수 있도록 나의 아이를 고무시켰다.

2003 년 협약을 비준 할 때 당사국은 목록화 해야 한다. 국가 목록 (inventory)이 사회적 결속력에 기
여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 칠레에서는 전통적인 염전 농부와 염전 소유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
기 위해 무형 문화 유산 요소로서의 염전 농사는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고 이는 희망을 제시했다.

나는 그 과정이 어린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도록 고무시
켰다는 점이 특히 좋았다. 몇몇은 활과 화살을 만들었고, 몇몇은 낚시를 가고 또 몇몇은 야
외에서 잠을 잤다.
이론으로 뒷받침된 나만의 생각과 관찰, 질문지는 그 과정을 통한 영향이 어린이들에게
포괄적이고 지속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변화를 촉발한다!
이러한 발견과 생각을 개념화하면, 나의 가설은 자연과 실제적 활동이 어린이들에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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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고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촉발

연구는 자연과의 접촉이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킴을 보여주었다… 만성적인

하도록 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
킨다.

노르웨이 학교 수업에서는 주로 남학생
중 한 명 혹은 두 명 정도가 교실에서 “바르
게 행동하기” 위한 약이나 다른 종류의 특

숲에서 어린이들과 물고기를 잡으며 대단한 로빈후드가 되어보았던 경험에 따르면, 전원 환

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있다.

경은 삶에 열의를 주는 양질의 경험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 마가목으로 만들어진 낚싯대와

ADHD 혹은 유사한 진단을 받은 학생들의

그들 스스로 깎아서 만든 부낭을 통해 어린이들이 첫 번째 물고기를 잡았던 순간은 한 쪽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어린이들

을 닫는 대신에 하나의 문을 열어준다:

은 더 자주 이른바 나쁜 행동이라고 일컬어
SEN 맥락에서 X는 이 여행에서 중요한 사례였다. 그의 부모들은 앞에서 우리에게

지는 충돌에 관여하고 증가하는 문제를 보여

알려주고 경고했었고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 것인지 알 수 없어 하였다. 그러나 그

준다.

것은 완벽하게 효과가 있었다. 물론, 그는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했었지만 우리는 준

나의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자연

비가 되어 있었다. 그를 로빈후드 그룹에 참가시키도록 하기 위해 문제가 전혀 없었

의 힘과 어린이들에 대한 그 영향은 강력하

다. 아마도 우리가 숲 속 야외에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그가 낚싯대와 부낭

다는 것이다. 앞에서 경고를 받았지만 나중

을 만들었을 때, 그는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의 낚싯대를 가지고 호숫가에 앉

에 진정한 작은 로빈이 되었던X라는 소년과의 그 경험은 SEN 맥락에서 어떻게 자연과 공예

아서30분 동안 조용히 앉아있었다. 내가 나중에 이것을 말했을 때 아무도 나를 믿

의 영향이 변화를 가능케 하는지를 보여준다:

지 않았다. 그것은 완전한 변화였다. 처음에 그는 직물을 만들고 있는 교실 한쪽에
서 얌전히 앉아 있을 수 없었고 정말로 시끄러웠다. 다른 한편으로 야외에서 그는

“나는 나에게 앞에서 매우 강력하게 경고를 했던 소년 X와 함께 오늘 가장 멋진 경

안정되어 있었고 물고기를 기다리기 위해 30분 동안 집중하여 얌전히 앉아있을 수

험을 하였다. 그는 보통 학교에서 두 명의 조력자를 두었다. 그가 도착하였을 때, 그

있었다.

는 계속해서 절대로 물고기를 잡지 않을 것이며 사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

나만의 민족지학적 일기로부터

였다. 꽤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밖으로 나가 바깥 활동을 시작하였을 때 그
자연에서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다소 정반대였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곳에
서 그 아이는 오늘 가장 큰 물고기를 잡았고 활과 화살로 한 오늘의 사냥 대회에서

내 목표 중 하나는 자연의 영향과 순수한 실제적 접근에 관한 관점을 통해 학생들의 결과

우승을 하였다. 그는 내가 오랫동안 보아왔던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랑스러운 소년

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만의 민족지학적 일기를 통한 관찰은 중요하였

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화요일 날 X의 어머니는 나에게 찾아와 물었다: “어제

다. 이 소년은 교실에서 얌전히 서있거나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자연의 영향과 순수한 실제

내 아들에게 무엇을 하셨나요? 나는 제 아들이 그렇게 행복한 것을 본적이 없어

적 접근은 이 경우에 진정으로 변화를 촉구하였다.

요. 아들은 할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물고기를 잡은 것을 포함한 모든 일과 그의 멋
진 날에 대해서 이야기 했어요.”

나의 관찰은 과학자들이 자연과 함께 한 바깥 활동과 실내 환경을 비교함으로써 교육
환경의 효과를 비교한 49개의 방과후 주말 활동의 효과에 관한 하버드 평가(Havard evaluation)

나만의 민족지학적 일기 중에서

에 의해 뒷받침된다. 결과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아메리칸 저널 오브 퍼블릭 헬스(Th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연구는 ADHD 를

회고를 통한 나의 생각을 나타내보면, 나는 로빈후드 경험이 이 소년과 주위환경에 변화를

가진 어린이들에 대한 자연친화적 바깥활동 노출이 현저하게 그들의 증상을 감소

촉발하는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시킴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자연과 전원에 대한 노출은 정신적 육체적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
는 신중한 접근이 되고 있고 자연에 대한 노출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스웨덴 연구는 더 초록색일수록(주택 초록화 지수: Home greenery index) 스트레스에 대한 효과는

연구자들은 또한 ADHD를 가지지 않은 어린이들 사이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도 증명하였다.

더 긍정적이라고 보고하였다:

결론은 모든 소년 소녀들은 자연과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야외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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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년 X에게 얼마나 심한 경고를 받았고, 어떻게 그 아이가 잠재적인 문제를 나타낼
것인지 예견되었고, 어떻게 그 아이가 변화했는지를 기억하라. 나는 이것을 통해서 미리 판
단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과 자연의 강력한 영향에 관하여 배웠다.
나에게 이것은 로빈후드 경험이 단지 노팅엄의 보안관과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ADHD
에도 효율적인 방법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체화된 실습과 자연과의 상호작용으로써의 ICH
는 명백히 그 방법을 보여준다. 이는 새 세대가 현실 세계와 연결되도록 돕는다.
공동체라는 용어는 2003 년 협약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고, 종종 공유되거나 공통
적인 어떤 것 해석된다. 다른 나라에서 온 장인과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할 때, 나는 체화된
지식 및 공예실습 교환이 얼마나 장인 공동체에서 존중과 의사 소통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는지를 배웠다.
인도에서 나는 서벵골, 인도와 노르웨이에서 온 장인들을 위한 워크샵을 추진한 적이
있다. 워크샵은 인도의 비영리단체 Banglatanak.com의 주도로 2017년 서벵골(West-Bengal) 쿠
시문디(Kushmundi) 내 목공예 중심지 근처 마히시바탕(Mahishbathan)에서 개최되었다.
워크샵의 주요 아이디어는 전달된 지식을 통한 행동의 원칙에 기반을 두었고, 이 경우
에 자연 공예 분야의 숙련된 장인은 함께 일하며 개인의 기술, 지식 및 디자인을 향상시키기
규준 R.2를 보면, 당국은 ‘요소의 글은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가시성과 의

위하여 전통과 생각을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워크샵은 실제적인 접근을 가져왔다. 구두로 함께 의사소통을 할 가능성이 부족하였음

식을 확인하고 대화를 장려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적 다양성을 세계

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끼리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을 보는 일은 놀라웠다. 우리는 손과 발

로 반영하고 인간의 창의성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고 나타낼 것이다. 이 규준은

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였다. 체화된 지식은 체화된 실습을 통해 가장 잘 전달되었다.

그 지명이 적힌 요소 그 자체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대화를 장려
하는 세계무형유산의 중대성에 대한 가시성과 의식을 보장하는 데에 어떻게 기여

그림에서 당신은 어떻게 Tulu가 말없이 나를 가르치고, 내가 가면을 조각하는 것을 배

하였는지를 나타내었을 때만 만족스럽게 고려되어질 것이다.

우는 동안 어떻게 내 발을 가지고 나무 조각을 잡는지를 볼 수 있다.
만약 아이가 뜨개질을 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고 뜨개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를 원
한다면, 최고의 방법은 뜨개질을 하는 사람과 같이 앉아서 그 움직임을 모방하는 것이다.

심사기구(Evaluation Body)에서의 3년은 나에게 이는 대답하기에 어려운 질문이라고 가르쳐 주

이는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앉아서 뜨개질 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는 인간

었다. 규준 R2로 인해 인류무형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의 대표목록 요소에 적

접촉이 필요한 지식이다. 이 작은 손녀는 책이나 아이패드를 통해서 뜨개질 하는 법을 배울

힌 글이 어떻게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대화를 장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당국

수는 없을 것이다. 지식은 실습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로 전달된다.

은 대답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춤, 공예 혹은 음악에 상관없이 체화된 언어와 체화된 의사소통이ICH 분야에서

국가적인 차원은 어떠한가? 2003 년 협약을 비준 할 때 당사국은 목록화해야 한다. 국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전형적인 예가 된다. 이는 얼마나ICH가 사람들을 연결하기 위한

가 목록이 사회적 결속력에 기여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 칠레에서는 전통적인 염

훌륭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국경, 국가 및 다른 언어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

전 농부와 염전 소유자 사이의 오래 지속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투 속에서 ICH 요소로

게 하는지를 보여준다.

써 염전 농사의 진가를 인정한 최근의 예시가 있고 이는 희망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나는 개인, 그룹 및 공동체에서 ICH의 영향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만약 우리

2018년 1월 염전 농부를 만나고 ICH요소를 정의하고 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해 칠레에

가 ICH 세계 유네스코 목록에 등재된다면, 적힌 글은 어떤 영향을 가질 것인가? 대표 목록

초대받았을 때 나는 이것을 각성하게 되었다. 오이긴즈(O’Higgins)지역의 염전 농부와 함께 우

에 적힌 글의 방식은 아래와 같다:

리는 그들이 직면하였던 문제와 요소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

염전 소유자는 농부에 의해 생산된 소금의 절반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염전 농부는 시장에 접근할 수 없었고 그 절반을 염전 소유자에게 매우 싼 값에 팔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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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당했다.

memo

·	몇 년 전 염전 농부가 시장에 접근하기 위하여 협력을 시도하였을 때 그 지도자는 죽임
을 당하였다.

그 요소가 국가적 목록에 적히고 문화관광부 (Ministry of Culture)는 산업보호 계획을 기획
하기 위하여 공동체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이 염전 농부들을 위한 현재 상황이다. 첫 결
과 중 하나는 그 공동체가 주기적 회의를 주최하는 조직을 설립하였다는 것이다. 도전과제
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 요소에 적힌 글을 통해 당국이 그 요소와 공동체를 인정
하는 산업보호 계획은 진행 중이다. 그 요소의 인정이 당국에 압력을 행사할 것이고 이는
해결책을 찾고 정의를 가져오기 위하여 염전 농부들과 염전 소유자들 사이의 협상을 이끌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 국가적 수준에서의 적힌 글은 희망을 제시하였지만 충돌의 해결책
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이는 정치적 수준이기 때문에 염전 농부들을 위해 행운을 빌자.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은 제주도에서 조개를 잡는 해녀 혹은 목각실습을 하고 전통
춤을 추는 개인과 사람들에게 항상 연결되어 있기에 나는 개인 수준에서 ICH가 가장 강력
한 영향이 발휘된다고 믿는다.
나의 예는 개인, 그룹, 공동체 사이에서의 개인 수준에서 ICH는 훌륭한 영향을 가져온
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사람과 세대를 함께 데려오고 갈등을 해결하고 사망을 방지한다.
ICH는 개인으로써의 우리를 발전시키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 이는 건강과 행복
을 가져오고 자연과 우리를 연결한다. ICH는 우리를 과거와 연결하고 현실 세계와 연결하도
록 돕는다. ICH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함께 지식을 공유할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에 참여한다. ICH는 새로운 세대에게 미래의 도전을 위한 생활 기술
을 가르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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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ant

의 절대 진리가 학습자 내부 세계로 전이되어, 절대 진리가 교사에 의해 전달되고, 모든 사
람에게 동일한 이해를 목적으로 지식을 강의식으로 전달하고, 절대적 진리 자체는 상황과

전통공예의
파워

분리되어 전파될 수 있고, 학습자는 사실의 이해, 교수자는 정보 공유에 초점을 맞춰서 교
수학습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행동주의 측면에서 교수학습은 조건과 행동의 연합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학습의 통제
는 결국 학습자의 외부에 있으며, 이러한 통제의 결과는 예측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앨더퍼
(Alderfer)가
(ERP)의

에이브러햄 매슬로((Abraham H. Maslow)의 욕구의 발달단계를 보완한 욕구의 3단계

존재 욕구는 매슬로(Maslow)의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 일부를 포함한다. 안전의

욕구 중에서 물리적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라 보았기 때문에 생리적
최종호

욕구와 마찬가지로 존재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1단계 욕구라고 할 수 있다. 관계 욕구는 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전의 욕구 중에서 대인 관계의 안전과 관련된 욕구로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중
에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회문화적 관계 유지를 위한 2단계 욕구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장 욕구는 존중의 욕구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self-esteem, self-respect)
의 욕구와 매슬로의 욕구 피라미드에서 최상부에 위치한 가장 인간다운 자아 실현을 위한

노르웨이 수공예 연구소 아이빈드 파크 소장의 『전통공예의 힘』 발표에 감사드리고, 숲 속

3단계 욕구라고 할 수 있다. 행동주의 교수학습 방법론은 내부적인 정신 작용보다 외부적

의 로빈후드 체험 프로그램의 추진 성과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심리학 기반의 교

인 행동에 초점을 맞춰 외부의 자극이나 강화를 통해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으로 제시

육공학적 관점에서 객관주의(objectivism)와 구성주의(Constructivism)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해야 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단순하게 세분화하여 제시해야 한다. 부정적이고 협오적

있다. 클레이튼 앨더퍼(Clayton P. Alderfer)의 욕구의 3단계(ERG) 즉 존재 욕구(existence needs), 관계

인 통제보다 긍정적인 강화를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행동주의

욕구(relatedness needs), 성장 욕구(growth needs)를 통한 행동주의 관점의 교수학습 방법론이나 막

프로그램의 평가는 바람직한 수행을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평가 결과에 대해 환류(feedback)

스 베르트하이머(Max Wertheimer)와 볼프강 쾰러(Wolfgang Köhler)등의 형태주의 기반의 인지주의

가 제공되어야 한다.

교수학습 방법론, 장

피아제(Jean Piaget)와

레프

비고츠키(Lev Semenovich Vygotsk)

베르트하이머(Wertheimer)와 쾰러(Köhler) 등은 행동주의 접근과 달리 학습자들이 어떻게

등의 인지발달이

론 기반의 구성주의 교수학습 방법론 관점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인지주의

이와 관련해서 아이빈드 파크 소장은 “매년 일주일 나는 문명을 떠나서 숲 속으로 가

교수학습 방법론은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추진력이나

내 자신을 로빈후드로 바꾸어 놓는다. 나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낚싯대를 만드는 법을 가르

창의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지주의 프로그램의

치고 우리는 지렁이를 찾기 위해 땅을 판다. 우리는 밖에서 우리들만의 캠프를 짓고, 활과

평가는 수행과정과 학습자의 인지 활동, 창의 사고 등을 중시하기 때문에 단순한 기억력보

화살을 만들고, 사냥대회를 열고 물고기를 잡는 데 그 주 전부를 보낸다. 전통적인 삶의 방

다 문제 해결 능력, 사물이나, 사건, 현상에 대한 이해와 인식, 직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식은 현실 세계로 연결된다. 2017년, 나는 이 과정을 통한 어린이들의 경험에 대해 더 깊이

피아제(Piaget)와 비고츠키(Vygotsk)의 인지발달이론 기반의 구성주의 교수학습 방법론의

연구하고, 전통적인 공예와 자연과의 상호작용이 참가자들에게 변화를 촉발하는 영향을

특징은 첫 번째, 교수학습의 과제가 삶과 직결되는 즉 구체적인 맥락을 바탕으로 진정성이

주는가에 대해 알아보기를 원했다.”고 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로빈후드 체험 프로그램 참여

있어야 하고, 두 번째,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핸즈온(hands-on), 마인

성과와 영향에 대한 부모님들의 평가 결과를 주요 항목 다섯 가지 즉 “첫 번째, 자연과 더

즈온(minds-on), 허츠온(hearts-on) 같은 체득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세 번째, 학습자는 자신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두 번째, 자연 속에서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과 상호

이 구성한 의미를 적용하고, 소통하기 위해 공동학습(collaborative learning) 환경이 제공되는 것

작용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와주었다. 세 번째, 아이들 스스로 진정한 무엇인가를 창조하

이다. 인지발달론 기반의 구성주의는 맥락과 진정성을 기반으로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을

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네 번째, 컴퓨터와 소셜미디어와 같은 가상 세계로부터의 휴식을 제

통해서 실물직관과 경험체득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 향상과 창의적 역량 구축에 틀을 제공

공하였다. 다섯 번째, 미래에 비슷한 활동에 관여할 수 있도록 나의 아이를 고무시켰다.”고

하고 있다. 피아제의 인지적 구성주의는 학습자의 인지적 활동이 지식 구성에 핵심적인 역

밝혔다.

할을 한다고 전제하고, 동화(assimilation)와 조절(accommodation)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객관주의 교수학습 방법론의 특징은 철학적으로 경험성보다 객관성을 중시하고,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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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작용과 함께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설명

memo

하였다.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인지발달에 따라 “네 가지 단계: 1. 감각운동
기: 출생 직후~2세(-운동감각적 인지구조 형성, -반사기, 순환반응기, 도식적응기, -대상의 영속성 획득, 사고기), 2. 전
조작기: 2세~7세(-표상행동기, 언어발달기, -정신과 실물대치기, 최초학습기, -직관적 사고기, 개념기), 3. 구체적 조작
기: 7세~11세(완전학습, 보존개념, 가역적 사고, -상대적 비교, 유목화, 사회화), 4. 형식적 조작기: 11세 이후(-가
설적, 추상적 사고, 추리력 형성, -연역적, 귀납적 사고, 사상과 인과법칙 이해, 문제해결 능력 증가, -융통성과 조합능력)로

구

분된다.
상기와 같은 교수학습 제방법론의 논의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이빈드 파크 소장의
『전통공예의 힘』 에서 밝힌 “‘숲 속의 로빈후드 체험 프로그램의 추진 성과”와 관련하여 프
로그램 교수학습설계의 철학과 원칙, 관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특히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따르면 인지발달에 따라 교수학습 능력이 다를 수 있고, 특히 세 가지 유형별 특수
학습자: 영재아, 학습부진아, 학습장애아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에 대한 실무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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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ctive through experience. The objective truth or fact is what is brought to the teacher

The Power of Traditional Crafts

from outside sources which then in turn become the teaching material for all. The objective truth or fact can be divided and taught according to each situation but the teaching
methodology ultimately comes down to students learning the objective truth and the teacher being the outlet for this objective information
In the aspect of behaviorism, the teaching methodology is controlled by the union of
conditions and behaviors, so the control of learning is ultimately external to the learners
which could be explained that the consequences of these controls are predictable.
The three-stage desire for the desire to complement the developmental stages of Al-

Jongho CHOE

derfer’s desire involves a part of Abraham Maslow’s physiological needs and safety needs.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The need for existence is the most basic one-step desire as it is physiological desire because it regards the part related to physical safety in the desire of safety as being directly
connected with survival. The relationship desire is related to the safet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mong the desire of safety, desire of belonging, desire to be recognized by

I would like to thank Director Eivind Falk of the Norwegian Handicraft Institute for his

others, and from the desire to maintain the social status can be said to be the 2nd step of

presentation of “The Power of Traditional Crafts.” Through his presentation, I get to rec-

this structure. Lastly, the desire for growth is a desire for respect for oneself in the desire

ognize the accomplishment of the Robin Hood experience program in the forest. I basi-

for respect and a desire for the third stage for the realization of the human personality at

cally agree with his argument and yet, it is necessary to further get into the discussion in

the top of the pyramid of Maslow. Behavioral instructional learning methodology should

terms of teaching methodologies which are categorized as either objectivism or construc-

focus on external behaviors rather than internal mental functions and present them from

tivism: Clayton P. Alderfer’s behaviorist teaching methodology which are based on ERG-

the easiest to the hardest through external forces or reinforcement.

Existence Needs, Relatedness Needs, and Growth Needs; Max Wertheimer’s and Wolfgang

Complex and difficult problems should be presented in simple subdivisions. Positive

Kohler’s cognitive teaching methodology based on formalism; and Jean Piaget’s and Lev

reinforcement should be consistently presented and more consistent than negative and hate-

Semenovich Vygotsk’s constructivism based on cognitive development theory.

ful control. Assessment of the behavioral program should continue to provide feedback on

Director Eivind Falk in his presentation said, “One week each year I leave civilization

the evaluation results until the desired performance is achieved.

go into the woods and transform myself to Robin Hood. I teach children how to make their

Wertheimer and Köhler, in contrast to the behaviorist approach, paid attention to how

own fishing rod and we dig for earth worms. We spend the whole week outdoors, build-

learners could accept, interpret, think, and solve . The cognitive faculty learning method-

ing our own camp, making bows and arrows, having shooting contest and catch fish, In

ology should enable learners to motivate themselves to solve problems and cultivate mo-

2017 I wanted to dig deeper into the children’s experience from this course, and find out if

mentum and creativity to perform tasks. The evaluation of the cognitive program focuses

the interaction with traditional crafts and nature has a transformative impact on the par-

on problem solving ability,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of objects, events, phenomena,

ticipants.” According to the parents of the kids who attended this Robin Hood camp there

and intuition rather than simple memory, because it emphasizes the process of execution,

were 5 main points, “It provided an opportunity to get closer to nature, it helped my child

learner ‘s cognitive activity, and creative thinking.

learn how to interact with others in nature, it provided the opportunity to be able to create

Piaget and Vygotsk’s Cognitive Development Theory is based on the constructivist

something real with their own hands, it provided a break from the virtual world of comput-

teaching methodology. First, the task of teaching and learning must be authentic based on

ers and social media, and lastly it inspired my child to get involved in similar activities in

the concrete context in which the task is directly related to life. Second, the learners should

the future.”

be taught in a learning style such as hands-on, minds-on, and hearts-on, which play a

In objectivism teaching methodology, it is paramount to be objective rather than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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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ment to apply and communicate his / her own meaning. Constructivism based on cog-

memo

nitive development provides a framework for improvement of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reative capacity building through real intuition and experience through learner - centered
teaching and learning based on context and authenticity. Piaget’s cognitive constructivism
presupposes that the cognitive activity of a learner plays a key role in knowledge construction and is concerned with how to facilitate assimilation and accommodation. On the
other hand, Vygotsky’s social constructivism explained that the composition of community
knowledge is a dynamic process in which socio-cultural interaction is integrated with individual’s internal cognitive function.
According to the cognitive development theory of Piaget, there are “four phases“ in
human cognitive development:
1.	sensory motor: immediately after birth~2 years old(formation of kinetic sensory cognitive structure
- reflector, circulatory reactor, schematic adaptation, Knowledge),

2.	Pre-manipulator: 2~7 years old(Intuitive thinking, conceptual, psychic, real-time, first-learning)
3.	Concrete manipulator: 7 to 11 years old(complete learning, concept of preservation, reversible thinking,
relative comparison, nomadicization, socialization)

4.	Formal manipulators: After 11 years old(hypothetical, abstract thinking, reasoning formation, deductive,
inductive thinking, understanding of thought and causal law, increasing problem solving ability, flexibility and combinability)

As can be seen from the discussions of the above-mentioned teaching-learning methodology, the philosophy and principles of the program teaching and learning design in
relation to the “achievement of Robin Hood experience program in the forest”, how would
you characterize the camp learning experience.
Also according to Piaget’s cognitive development theory, it is said that many will have
different teaching and learning abilities depending on cognitive development. Three types
of special learners: Gifted children, underachievers, and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It would be grateful if you could tell us about your practical experience in designing
and operating customized programs for these three types of special l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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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institutions and organisations took part in 2012–2016. Particularly important was the role

Mutual Cooperation of Czech
and Slovak Puppeteers in the
Recognition of the Local History
and Present in Connection with the
Registration in ICH

of two institutions(NIPOS, SLUK) that study folk culture, its traditions and current development.
Another crucial aspect of this collaboration was a joint project examining Czech and Slovak puppetry as a whole in terms of professional and independent puppet theatres as well as
amateur puppet theatres, theatre in schools and its use in education, art therapy etc. Important
was also the collaboration of universities and their puppetry departments, puppetry museums
in both countries, a specialised magazine dedicated to the past and present of puppet theatre
as well as associations dealing with puppetry and its traditions (including the Czech chapter of
UNIMA). The collection of all required materials on both sides(Czech and Slovak) was carried
out in an exemplary collaboration and involved many friendly meetings of representatives of
both countries.
In countries that have a strong puppetry tradition, puppet theatre carries significant cultural
and social importance. Its inscription on th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UNESCO) is

Nina MALIKOVA

considered a significant step that will in the future help preserve the puppetry tradition in the

Expert Consultant, Arts and Theatre Institute, Czech

Czech Republic and Slovakia and develop related activities including tourism.

I. Introduction
Abstract

On 11 December 2016, Puppetry in Slovakia and Czechia was inscribed on the UNESCO
Shared tradition, its roots and development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gaining considerable

Puppet theatre is very important for the Czech and Slovak national identity. With a rich past and

attention from the puppetry world in these two countries and worldwide. This moment

varied present, puppetry is a unique phenomenon in both cultures.

was not just the recognition of this particular theatre phenomenon which was for decades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Czech and Slovak puppetry have been intertwining for

considered one of the lesser forms of theatre art and in Europe was seen as rather profane

more than two centuries, and in all that time neither of them has lost its unique perception of the

and folksy. Czech and Slovak puppetry wasn’t the first(and certainly won’t be the last) unique form

mission and possibilities of puppet theatre. Even in the 21st century, they together form a sym-

of the art of puppetry on the UNESCO list. UNESCO had previously inscribed on the list

biotic, ever-changing union shaped by dialogue and cooperation as a phenomenon unique not

various unique forms of puppet theatre from Italy, Indonesia, Japan, Greece, China and

only in Central Europe.

Korea(Namsadang Nori, 2009) and other countries, more than a dozen in total. What is it that

This intertwining, the result of a shared history as well as the geography of Central Europe,

makes Czech and Slovak puppetry culture so special and exceptional that it’s been lately

can be seen in very many areas – from architecture, music, film and theatre to scientific re-

the subject of so many activities, discussions and even the invitation to take part in this

search; puppetry then represents a particularly inspiring example.

important international forum? I will try to explain the shared journey of two nations, the
Czechs and the Slovaks, joined together by the centuries of their existence as neighbours
in Central Europe, the closeness of their languages and their cultural and political history,

Joint effort for the ICH registration

but mainly the almost two hundred years of inspiring collaboration that resulted in a joint-

The historical ties, the closeness of the two languages as well as shared cultural and social

ly submitted (and accepted) nomination to the list.

development resulted in a joint effort to register this phenomenon at the ICH, an effort in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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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Historical Context

is related to a strong movement attempting to uplift Czech culture as a whole. This period
was particularly important for puppet theatre for which it was an opportunity to restore

Czech puppetry as a significant factor in the dissemination of culture which connects lit-

its former popularity. Publishers start printing plays intended for puppet theatre and lead-

erature, theatre and the visual arts

ing artists create their first stage designs for mass-printed home theatres. The popularity

At home and abroad, Czech puppet theatre is considered one of the country’s cultural

of puppet theatre spreads thanks to many non-professional puppetry groups; one of the

treasures. Thanks to its rich tradition and varied present, Czech puppetry is a unique phe-

key phenomena of the first third of the 20th century was the “family puppet theatre” as a

nomenon that enchants audiences all around the world to this day. Since its beginnings in

specific form of entertainment mainly for the city-dwelling middle class. For this type of

the mid-18th century, puppetry as a highly accessible form of theatre art enabled all seg-

wildly popular chamber puppet theatre, many manufacturers make puppets, sets and props

ments of the population to keep in touch with theatre and, through theatre adaptations of

in a variety of sizes.

literary works and historical events, with culture as such. Its main strengths were a focus
on the visuals and strong stories that resonated and keep resonating with a broad audience
– and not only with children. The visual aspect of puppets – popular marionettes – was

IV. Puppetry Renaissance  

based on the tradition of sacral statues of the Baroque era, giving a dramatic character to
both the heroes and the villains and making the female characters striking and alluring.

In the first third of the 20th century, Czech puppetry art becomes clearly influenced by the

These aspects remain popular with contemporary audiences, both in the traditional form

moderne and the theatre avantgarde which sees puppetry as a new opportunity for artistic

and in modern forms that call back to the tradition. The specific features of Czech puppet

self-expression; its metaphorical character makes it in their eyes a miniature of the world

theatre are strong and theatrical themes, attractive visual styles, masterful handling of the

and a philosophical mirror of human problems. This period is particularly fruitful for

puppets and of course also humour which is closely tied to the Czech national identity.

painters and sculptors who come to understand puppetry as an opportunity to present their
view of the world in three dimensions and through action.
In the first third of the 20th century, Czechia becomes the Mecca of puppet theatre; the

III.

Features shared with Slovak Puppetry

number of puppet theatre groups active in the country at the time was an incredible 3,000.
Czech puppeteers organise numerous exhibitions and their efforts to promote the importance

In the beginnings, the work of Czech puppeteers was strongly inspired by the productions

of puppetry culminate in 1929 in Prague with the founding of the first international puppetry

of English, Dutch, Italian and German puppetry troupes that were visiting the Czech lands

organisation UNIMA(Union internationale de la marionette), active to this day. For June 2019(specifically

since the mid-17th century. The first mentions of Czech puppet theatre are undated, but

6–9 June),

since the 18th century, there have been numerous records of the main features of Czech

more information about the founding of this organisation and its restoration after the war. An

puppetry that we keep seeing to this day. At this time, the Czech lands were part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is also being planned for the Prague Quadrennial international set

Austrian Empire and their official language was German; for this reason, it is important to

design exhibition with the topic of the Role of UNIMA for the puppet theatre acknowledge-

note that puppet shows were performed in Czech and as such were easy to understand by

ment and participation in the development of theatre art in the 20th century.

Prague is preparing a celebration of this anniversary and a book that would provide

the common people. There were no permanent puppetry stages yet and theatre audiences

It was the first third of the 20th century and the efforts of Czech puppeteers, popular-

from cities and particularly from the countryside could only watch occasional performanc-

ising, organising, teaching and performing, that laid the foundations for future respect of

es by travelling groups or solo artists. The travelling puppeteers of this time toured both

their work and the reputation of Czech puppet theatre as such, bolstered in the 1960s with

today’s Czech Republic and Slovakia (both were part of the Austro-Hungarian Empire for 490 years).

the successes of black light theatre and the Laterna Magika, DRAK Theatre inspired by

The changing function of puppet theatre – during national revival and emancipation,
in the 20th century as part of a pan-European admiration for the puppet
The overall transformation of Czech puppetry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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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Shared Journey after 1945

nections and influences between the artists of both countries, their shared history and the
specific phenomenon of their collaboration that was unaffected by the change in state ar-

After the Second World War, Czech and Slovak puppeteers achieved legal recognition of

rangement

the importance and popularity of pre-war puppetry. In the shared state of Czechoslovakia,

tertwining of the two nations, caused by their shared history and the geography of Central

the Czechs and Slovaks also had shared objectives in cultural policy. One of the main fea-

Europe, can be seen in many fields, from architecture, music, film and theatre to science,

tures of this policy was the plan to develop a network of state-operated professional pup-

but was particularly inspiring and specific in puppetry. After all, the joint inscription of

pet theatres

Czech and Slovak puppetry on the UNESCO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sufficient

(at the time these were 9 professional “statutory” theatres in the Czech Republic and 5 in Slovakia)

and to

continue in the activities of numerous amateur puppetry groups, many of them working

(in 1993, Czechoslovakia split into two independent countries: the Czech Republic and Slovakia).

This in-

proof.
The key role in this collaboration and merging of both cultures in puppetry was un-

uninterrupt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In this period, when modern Czech puppet theatre was strengthening its position, the

doubtedly played by the Puppetry Department at the Prague Academy of Performing Arts.

very first tertiary school of puppetry was opened in Prague in 1952, providing the first

It was founded in 1952 as a direct response to calls asking for tertiary education in the

fresh graduates for the newly established network of professional puppet theatres. These

field that was being re-discovered and that seemed like an attractive way of combining the

graduates were inspired both by the Czech puppetry tradition and the looser concept of

visual and dramatic arts. In the late 50s and particularly in the 60s, the Puppetry Depart-

puppet theatre as a space for the imagination. They brought the magic of theatre of objects

ment became the central hub for all the outstanding artists who have laid the foundations

on the stage using the technique of “black light theatre” and joined forces with modern

of modern puppetry art in Czechia and Slovakia in professional puppet theatres, radio and

film technology to develop the phenomenon known as Laterna Magika.

TV as well as in related work in awareness-raising: uncovering the history of puppetry and

But they were not relying only on marionettes which experienced a revival in profes-

studying the theory, education possibilities of puppets and many related fields. Of course

sional puppet theatres in the late 50s as a reference to the national tradition. After a period

one of the reasons was that there was no similar tertiary education option in Slovakia at

in which rod puppets were rather heavily promoted and emphasised, Czech artists have

that time(opened at the VŠMU in Bratislava in the 1990s), so Czech and Slovak students naturally met

started discovering also other forms of puppetry – hand puppets, masks, totem puppets and

here during their studies as well as later during their work(in theatres, educational centres, culture

mannequins; increasingly often, the actors and the puppets started coexisting on stages,

centres and on TV)

calling for new solutions to the partitioning of stage space. Professional puppet theatres

puppetry department proved very enriching for both Czech and Slovak theatre and all re-

renovate their premises and besides large ensembles can also boast very well equipped

lated fields.

workshops.

in both countries. In the decades to come, this migration of graduates of the

After the first wave of graduates of the 1960s and 1970s, characterised by a mutual

In addition to productions for children, the theatres organised in the state-managed

fascination and inspiration between Czech and Slovak students, a second wave emerged in

and state-supported network often turn to young adults and adults, seeking inspiration for

the 1980s, shaped by many exceptionally talented young people studying acting, directing

their shows in world literature, contemporary literature and plays written exclusively for

as well as set design. A new young Slovak generation started taking shape which would

puppet theatre. Even though marionettes remain closest in their appearance and articula-

soon make a lasting contribution to the modern history of Czech and Slovak puppetry. In

tion to human actors, other types of puppets come to the forefront in various sizes, materi-

all these activities, the critics rarely failed to succumb to the excessively simplistic descrip-

als and designs.

tion of the “national styles” of both Czechs and Slovaks, claiming that the Slovak approach
was more closely tied to tradition and folklore, more musical and somewhat ornamental in
its visual style, while the Czechs were rational and narrowly focused on the theme of the

VI.Collaboration between Czech and Slovak Artists

show. These claims, however, never rang quite true and even the theatre-going public of
the time tended to dismiss them as superficial.

The one hundred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Czechoslovakia, celebrated in the Czech
Republic and Slovakia in 2018, has prompted many events examining the mutual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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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Joint International Projects

of state-run theatres),

the situation in Slovakia was somewhat better. While examples of tradi-

tional Czech puppetry were shown only very rarely in the country, there was a constant
(and Pol-

hunger for them abroad and particularly at international festivals; thankfully, and almost

of which the earlier attempt

by miracle, a puppeteer appeared who managed to resolve this situation at the exact right

was undeniably the more successful. Not only because it was the first in a series of unique

moment.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without Anton Anderle, a Slovak puppeteer who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but particularly because the creative force behind it resonated

continued in the legacy of his father, a travelling puppeteer, the historical legacy of Czech

with the time period, hostile to all forms of subtle artistic protest. The bold core idea was

and Slovak puppetry wouldn’t be as widely recognised as it is. With support of the Czech

to combine all three national legends of Jánošík, a folk hero who stole from the rich and

puppetry public and thanks to participation at international festivals and shows, Anderle

gave to the poor, whose group operated on the borderlands of all three countries and whose

became known as the major representative of this particular branch of Czechoslovak pup-

tragic story remains inspirational for literature, theatre and film to this day, into a three-

petry at home and abroad. Thanks to his charisma and his skills in both puppetry and

in-one theatre production showing the different approach of three exceptional directors

theatre management, he became something of a hero who managed to defend the historical

Probably the most significant outputs of the collaboration between Czech, Slovak
ish!)

puppeteers were the two projects of Jánošík

(Wojciech Wieczorkiewicz, Josef Krofta, Karel Brožek)

(in 1975 and 2010),

and designers

(František Vítek, Karel Hejcman).

legacy in confrontation with theatre that was modern and popular, yet very different from
the old tradition that he kept alive in Europe and overseas. This was another example of
active collaboration between Czech and Slovak puppeteers that paid off after 1989 when

VIII. Collaboration linked to the Historical Legacy of the Puppetry
Tradition

the interest in the roots of our culture become a starting point of a newly forming state and
its cultural policy.

The mutual intertwining and inspiration by traditional puppetry of both countries (a symbiosis
that ultimately helped us achieve the inscription of Czech and Slovak puppetry on the UNESCO list)

resulted in some-

IX.

Current Collaboration and Prospects

thing of a paradox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puppetry after 1945 on both sides of the
Czech-Slovak border. There was the period of rod puppets, influenced by the Obraztsov

I have already mentioned that Czech puppetry was important for the history of Czech the-

theatre from Moscow, followed by a time of fascination with the technique of “black light

atre as a whole. Its tradition continues to develop in the entire Czech Republic, which was

theatre” in both Czechia and Slovakia; only after 1989 puppeteers started slowly remem-

one of the conditions that had to be met for the inscription on the UNESCO list. It was

bering their puppetry tradition, mainly using marionettes, and its legacy, both in profes-

easy to prove that puppet theatre is seen across generations as an integral part of our cul-

sional and independent theatres and in amateur puppetry.

ture as a whole and that its main principles – the combination of the dramatic and visual

After 1989, both the Czechs and the Slovaks started an extensive project of uncovering

arts, action and metaphor in a specific space – are developed in a broad range of activities,

the puppetry legacy and tradition; many papers and books were published on the begin-

from shows at professional theatres, independent theatres and groups to education at a

nings and national specifics of this tradition and discoveries were made that have shifted

specialised tertiary school of puppetry and numerous other schools, at workshops, exhibi-

our perception of puppetry and its position in society and

tions, festivals, puppetry museums

culture(one example was a breakthrough

(national and regional),

many amateur theatres and even lei-

paper on the first Czech puppeteer on historical record, Jan Jiří Brát, dating the beginnings of Czech puppetry several decades

sure time family activities. It is a phenomenon that is perceived not as a specific skill, but

This research and its publication linked together the historical cul-

a perfectly natural form of artistic expression and individual creative activity that is either

earlier than previously thought).

tural migration between both

nations(particularly the activities of Czech travelling puppeteers in Slovakia and

subconsciously or consciously based on almost two centuries of national tradition.

and clearly showed how the tradition was interrupted in 1948 due to the

In this context, it is important to mention significant firsts in the field: the founding of

new regime’s ban on private enterprise, which included also puppetry activities performed

the oldest specialised journal continuously published to this day(Loutkář, 1912), the establish-

outside the statutory theatres. While there was no opportunity for Czech puppeteers to

ment of the first professional body for puppeteers in the world(UNIMA, 1929 in Prague) and the

maintain the tradition in this period(and some members of the old puppetry families had to become members

very first tertiary school department specialising in puppetry(the Puppetry Department of the Thea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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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ulty of the Academy of Performing Arts, today the Department of Alternative and Puppet Theatre, 1952),

the Museum

memo

of Puppetry Cultures in Chrudim, the oldest European festival of amateur puppetry Puppeteer’s Chrudim etc.
“…There are dozens of permanent amateur stages(some of which have a tradition lasting a hundred
years)

that regularly perform shows for family audiences from autumn until spring. Interest

in puppet theatre can be seen in the attendance of professional theatres and independent
groups. The puppet theatre tradition manifests in two branches that keep intertwining and
influencing each other – popular(amateur puppetry in all its manifestations) and professional(statutory
theatres, independent groups, soloists, often travelling)

and is constantly refreshed with original creative

efforts, trends and experiments…
…Puppetry has major cultural and social importance for locations linked to the tradition. The inscription on UNESCO’s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s considered an important step that will help preserve the more than two
centuries of Czech and Slovak tradition for the future and develop related activities, including tourism.
The historical context, closeness of the two languages and shared historical development led to the initiative to add the phenomenon to the list which required the collaboration of many entities and institutions(professional and amateur puppet theatres, regional museums and the expert
public)

in the years 2012–2016. Two institutions played a key role: “In the Czech Republic, it

was the National Information and Advisory Centre for Culture(NIPOS) and in Slovakia the
Slovak Folk Art Collective(SĹUK)…”
Czech and Slovak puppetry have been intertwining for more than two centuries without either of them losing its unique character and perception of the mission and possibilities of puppet theatre. Even in the 21st century, both are symbiotic and ever changing,
characterised by mutual dialogue and collaboration. It is a phenomenon unique and inspiring not only in Central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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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였다는 것이다. 두 나라의 대학들과 각 대학 인형극 학과들, 그리고 인형극 박물관들 또한 인형극 무형문

체코와 슬로바키아 인형극의
전통과 ICH 등록 관련 상호 협력

화재 등재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고, 인형극과 인형극의 전통을 다루는 협회들과 인형극의 과거와 현재에
지대한 공헌을 한 전문 잡지까지 이 일의 일등 공신들이다. 양측 (체코 및 슬로바키아)에서 필요로 하는 모
든 자료수집은 협력의 모범을 보이며 이루어졌으며, 양국 대표들은 우호적인 회의를 수차례 갖기도 하였다.
인형극 전통이 강한 국가에서는 인형극이 문화적,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무형문화유산
(UNESCO) 목록에 인형극이 등재된 것은 향후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인형극 전통을 보존하고 관광산업
을 포함한 그와 관련된 활동을 개발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여겨진다.

I. 서론

니나 말리코바
체코 예술극장연구소 전문고문

2016년 12월 11일 슬로바키아와 체코의 인형극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리스트에 등
재되어 이 두 나라와 전세계의 인형극 분야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 수십 년 간 무대예
술의 하위 범주로만 치부되었고, 유럽에서는 다소 불경스럽고 민속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이
특별한 극 형태가 이로써 이 순간 인정받은 것이었다. 또한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인형극이

초록

유네스코 리스트에 등재된 첫 번째요(그리고 물론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유일한 문화재인 것은 아니
전통의 공유, 그 뿌리 및 발전

다. 유네스코는 이태리, 인도네시아, 일본, 그리스, 중국 그리고 한국(남사당 놀이, 2009) 그리고

인형극은 체코와 슬로바키아 양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 말할 수 있다. 화려했던 과거

다른 나라들을 합하여 총 12개국 이상에서 다양하고 독특한 인형극을 등재한 바 있다. 근

의 시대를 거쳐 다양화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형극은 두 국가가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고유한 문화적 특

래에 꽤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논의가 되고 있으며, 중요한 국제적 포럼에 초청받을 정도

징이다.

가 된 요인들 중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인형극 문화를 그토록 특별하고 우수한 것으로 만들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인형극이 두 세기 이상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며, 그

어 준 것은 무엇일까? 나는 체코와 슬로바키아 두 나라의 공통의 여정, 중부 유럽에서 수세

둘 중 어느 한 국가도 인형극에 대한 사명을 잊어버리거나 그 발전 가능성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두

기 동안 이웃으로 존재하며 언어와 문화 및 정치적 역사가 비슷해진 두 나라가 힘을 합하게

국가는 21세기에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협회를 만들어 공생과 끊임없는 변화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주로 리스트에 등재되기 위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수락된) 거

는 중앙 유럽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의 200년 간의 놀라운 협업에 대해 알아보자.

중앙 유럽에 위치한 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역사적인 배경이 유사하기 때문에 건축양식, 음
악, 영화와 연극에서부터 과학 연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형극이라는 장르는 이 연결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II. 역사적 맥락

무형문화재 등록을 위한 양국 공동 노력

문학, 극장 그리고 시각예술을 연결하는 문화의 전파에 있어서 유의미한 요인으로써의 체

언어가 유사하고 역사적 유대가 강한 두 나라는 오랫동안 문화와 사회의 발달을 같이 해왔다. 이러한 언

코 인형극

어, 문화, 사회 전반의 유사성과 역사적 연대감으로 양국은 인형극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쾌거를 이

체코 내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체코의 인형극은 체코의 문화적 유산 중 하나로 여겨진

루었다. 이를 위해 2012년에서 2015년까지 두 나라의 많은 기관과 단체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야말

다. 풍부한 전통과 현재의 다양성 덕분에 체코의 인형극은 현재까지도 전 세계의 관중을 매

로 공동의 노력으로 빚어진 결과였다.

혹시키는 경이로운 예술로 남아 있다. 18세기 중반에 시작된 인형극은 매우 접근성이 높은

특히 민속 문화와 인형극의 전통 및 현대의 발전을 연구하는 두 기관인 NIPOS와 SLUK는 이 일에

극예술 형태로 문학작품과 역사적 사건을 극장을 통하여 다루었고, 그러한 문화로 모든 인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협업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인형극이 아마추어 인형극,

구층이 극장과 인연을 맺도록 해 주었다. 그 주요 장점은 어린이만이 아니라 더 넓은 관객층

학교 연극, 교육 미술 치료뿐만 아니라 독립된 전문 인형극으로서의 전반적인 가치를 검증하는 공동 프로젝

과 더불어 울려 퍼지고 이러한 울림이 계속되는 시각적 특징과 강력한 이야기에 중점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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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인형, 인기 있는 꼭두각시의 시각적 측면은 바로크 시대의 신성한 조각상의 전통

V. 인형극 르네상스

에 기반하여 영웅과 악당 모두에게 극적인 특징을 부여하고 여성 캐릭터들은 놀랍고 매혹
적인 존재로 만든 것이었다. 이러한 측면들은 전통적인 형태 그리고 전통에서 기인하는 현

20세기 초반 30여 년 동안 체코의 인형극 예술은 인형극을 예술적인 자기표현을 위한 하나

대적인 형태 모두에 있어서 현대 관중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체코 인형극의 특징은 강력하

의 새로운 기회로 보았던 현대적인 극장 아방가르드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다. 그 은유적인

고 극적인 주제, 매력적인 시각적 양식, 능수능란한 인형 조작 그리고 체코의 민족 정체성과

특성은 그들의 눈에는 세계의 축소판 그리고 인간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반향시키는 거울이

밀접하게 연결된 유머이다.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일부 화가들과 조각가들은 더 많은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이
들이 인형극을 자신의 세계관을 3차원으로 그리고 연기를 통하여 보여주는 기회로써 이해
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III.

20세기 초반 30여 년 동안 체코는 인형극의 메카가 되었다. 믿기 어렵지만 당시 체코에

슬로바키아의 인형극과 공통적인 특징

서 활동하던 인형극단의 수는 3,000개 정도였다. 체코의 인형 조종사들은 수없이 많은 공
초기에 체코 인형 조종사들의 작업은 17세기 중반부터 체코에 방문하기 시작한 잉글랜드,

연을 조직하였고 인형극의 중요성을 설파하려던 그들의 노력은 프라하에서 최초의 국제 인

네덜란드, 이태리 그리고 독일의 인형극단의 작품에 큰 영감을 받은 것이었다. 체코 인형극

형 조종사들의 조직인 UNIMA(Union internationale de la marionette)의 설립과 함께 1929년 그 정점

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 있었던 날짜는 알 수 없지만 18세기 이후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체

에 이르렀다. 이 조직은 현재도 활동 중이다. 2019년 6월(구체적으로는 6월 6-9일), 프라하는 이 기

코 인형극의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이 있다. 당시 체코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일

념일을 축하할 예정이며 이 조직의 설립 그리고 전후 복원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

부였고 공용어는 독일어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형극이 체코어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

는 책을 준비 중이다. 4년마다 이루어지는 프라하 국제 세트 디자인 전시회를 위한 국제 심

리고 보통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을 꼭 언급하여야 하겠다. 아직 상설적인 인

포지엄도 계획 중이다. 이 세트 디자인 전시회의 주제는 20세기 극예술의 발전에 있어서 인

형극 무대는 없었고 도시, 그리고 특히 시골에서 온 극장 관객들은 떠돌아 다니는 그룹 또

형극의 인정과 참여에 대한 UNIMA의 역할이다.

는 솔로 아티스트가 펼지는 공연을 종종 볼 수 있었을 뿐이다. 당시 떠돌이 인형조종사들은

20세기 초반 30여 년과 체코의 인형 조종사들의 대중화 노력, 조직화, 교육 그리고 공

현재의 체코 공화국과 슬로바키아를 여행하였다(두 나라 모두 490년 동안 오스트리아-헝가리의 일부였다.).

연 덕분에 인형극은 인정받았고 체코의 인형극은 평판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 평판은 블랙
라이트 시어터 그리고 라테르나 마기카(Laterna Magika), 인형극 전통에 영감을 받은 다크 시어
터는 물론 전설적인 부자(父子)간의 코미디인 스뻬이블과 후르비넥(Spejbl and Hurvínek)을 포함한

IV. 변화하는 인형극의 기능 – 민족이 되살아나고 해방된 20세기에
범유럽의 감탄의 대상이 된 인형극

지역의 전통에 기반을 둔 뛰어난 장인정신을 보여주는 인기 최고의 스뻬이블과 후르비넥
(Spejbl and Hurvínek)

극장의 성공과 함께 1960년대에 더욱 빛났다.

19세기 후반 그리고 20세기 초반의 체코 인형극의 전체적인 변신은 전반적으로 체코의 문
화를 고양시키려는 강력한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이 기간은 인형극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VI.1945년 이후 공동의 여정

것이었는데 과거의 인기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주었다. 출판업자들은 인형극을 위
한 희곡을 인쇄하기 시작하였고 뛰어난 예술가들은 다량으로 인쇄된 홈 시어터를 위한 최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인형 조종사들은 전쟁 전에 누렸던 무게감과

초의 무대 디자인을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인형극의 인기는 비전문적인 인형극단 덕분에 퍼

인기에 힘입어 법적인 인정을 받았다. 체코슬로바키아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합치되었을 때

져 갔다. 20세기 초반 30여 년 동안의 주요한 특징들 중 하나는 주로 도시에 사는 중산층을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들 역시 문화정책에 있어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정책의

위한 엔터테인먼트의 특정한 형태로써 “가족 인형극”이었다. 광범위하게 인기를 끌던 이러

주요한 특징들 중 하나는 국가가 운영하는 전문적인 인형극장들(당시 체코 공화국에서는 9개의 전문

한 실내극장 형식의 인형극을 위하여 많은 제조업자들이 인형, 세트 그리고 소품들을 다양

적인 “법적” 극장이 있었고 슬로바키아에는 5개가 있었다.)의

한 크기로 만들어냈다.

단의 활동을 지속시키려는 계획이었는데, 이들 중 많은 수가 20세기 초반 이후부터 그 어떠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고 여러 아마추어 인형극

한 방해를 받지 않고 활약 중에 있었다.
현대 체코 인형극장이 그 지위를 강화시키려고 하였던 기간 동안 인형극에 대한 최초
의 고등교육기관이 1952년 프라하에서 설립되어, 전문적인 인형극의 새로운 네트워크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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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졸업생들을 배출하기 시작하였다. 이 졸업생들은 체코의 인형극 전통 그리고 상상

육이 없었고(1990년대 브라티슬라바에 있는 VŠMU대학에서 시작되었다.) 이로 인하여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력의 공간으로써의 인형극이라는 좀더 광범위한 개념 모두의 영감을 받았다. 그들은 “블랙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공부하고 작업장(극장, 교육센터, 문화센터 및 TV 등)에서 서로 맞부딪히게

라이트 시어터”라는 기법을 사용하여 무대 위에서 물체를 가지고 마술을 행하기도 하였고

되었다. 그리고 수십 년 이후 인형극 전공 졸업생들의 이주가 체코 및 슬로바키아의 극장

현대적인 영화기술을 도입하여 라테르나 마기카(Laterna Magika)로 알려진 현상을 발전시키기

및 모든 관련 분야를 매우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증명 되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 학생들 간의 상호적인 매혹과 영감으로 점철된 1960년대와 1970년

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민족의 전통으로써 50년대 후반에 전문적인 인형극의 복원의 대상이 되

대의 졸업생들의 최초의 물결 이후, 1980년대에는 두 번째 물결이 찾아왔다. 이는 세트 디

었던 인형에만 의지하지 않았다. 막대인형이 더욱 증진되고 강조되었던 기간 이후 체코의

자인은 물론 연기와 연출을 연구하는 특별한 재능 있는 많은 젊은이들로 특징 지워진다. 새

예술가들은 핸드 퍼핏, 마스크, 토템 퍼핏과 마네킹과 같은 다른 형태의 인형극을 발견하기

로운 젊은 슬로바키아 세대가 형성되어 체코와 슬로바키아 인형극의 현대사에 대한 지속적

시작하였다. 배우들과 인형들이 좀더 자주 무대에서 공존하기 시작하여 무대의 다양화에

인 기여를 하게 되었다. 그 모든 활동 중에서 비평가들은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민족적 스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전문적인 인형극장들은 장소를 개조하였고 큰

타일”이라는 극도로 단순한 묘사에 빠져들곤 했다. 그들은 체코의 스타일은 합리적이고 쇼

앙상블들 역시 설비가 갖추어진 워크샵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

의 주제를 좁은 의미로 집중하고 있는 반면, 슬로바키아의 접근은 전통과 민속에 더욱 끈끈

어린이들을 위한 작품에 더하여 극장들은 국가가 관리하고 지원하는 네트워크에서 나

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시각적 스타일에 있어서 좀더 장식적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이를 불문하고 성인들에 집중하여 세계 문학, 현대문학 그리고 오로지 인형극을 위해서만

러한 주장들은 진실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당시에 극장에 가던 군중들은 이러한 판단

쓰여진 희곡을 활용한 쇼의 영감을 추구하였다. 꼭두각시 인형들이 그 외형과 표현에 있어

을 겉만 보고 내린 것이라고 인식하기도 하였다.

서 인간 배우들과 가장 닮은 형태였지만 다른 유형의 인형들도 다양한 크기, 재료 그리고 디
자인으로 선두에 내보내지기도 하였다.

VIII. 공동의 국제 프로젝트
VII.

체코와 슬로바키아 예술가들의 협업

체코와 슬로바키아(폴란드도 포함된다!) 인형 조종사들의 협력에 있어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결
과물은 야노식(Jánošík)의 두 개의 프로젝트였을 것이다(1975년 그리고 2010년). 1975년도의 시도

2018년 체코 공화국과 슬로바키아에서 축하한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식은 두

는 부정의 여지 없이 더욱 성공적인 것이었다. 독특한 국제적 협업의 시리즈였을 뿐만 아니

국가협약(1993년 체코슬로바키아는 체

라 민감한 예술적 저항의 모든 형식에 도전하였던 시기에 협력을 지탱시켰던 창의적인 힘이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은 특정한 협력 현

울려 퍼졌기 때문이다. 그 대담한 핵심 아이디어는 부자들에게서 훔쳐 가난한 이들에게 주

상을 조명하는 많은 이벤트를 준비하였다. 건축, 음악, 영화, 연극에서부터 과학에 이르기까

었던 민속적인 영웅인 야노식(Jánošík)의 전설에 대한 세 가지 민족적인 전설들을 합해 놓는

지 많은 분야에서 역사의 공유와 중앙유럽이라는 지리에서 야기된 두 민족의 결합이 보여

것이었다. 이 집단은 세 국가의 국경선에서 활동하였고 그 비극적인 이야기가 문학, 연극 그

지지만 특히나 영감을 주었고 구체적이었던 것은 인형극이었다. 결국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리고 현재의 영화에 이르기까지 영감을 주었다. 이는 세 명의 뛰어난 연출가들(Wojciech Wiec-

에 있어서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인형극의 공동 등재가 그 충분한 증거가 될 것이다.

zorkiewicz, Josef Krofta, Karel Brožek)

나라의 예술가들의 상호 연결과 영향력, 공유된 역사 그리고
코 공화국과 슬로바키아라는 각각의 독립국가들로 나뉘어졌다.)의

인형극에 있어서 그 협력의 주요한 역할과 양국 문화의 결합은 프라하의 행위예술 아
카데미(Prague Academy of Performing Arts)의

그리고 디자이너들(František Vítek, Karel Hejcman)의 상이한 접근법

을 보여주는 삼위일체의 연극 연출로 승화되었다.

인형극 대학에서 의심의 여지없이 발현되었다. 이 기

관은 1952년에 설립되었는데 이는 재발견되는 분야, 비주얼 및 드라마틱 예술이 결합하는
매혹적인 방식으로 여겨진 고등교육을 요청한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었다. 50년대

IX.

인형극 전통의 역사적인 유산과 연결된 협력

후반 그리고 특히 60년대에 인형극 대학은 전문적인 인형극에 있어서 체코 공화국과 슬로
바키아의 현대적인 인형극의 근본을 마련한 뛰어난 예술가들에 있어서는 중요한 접점이 되

양국의 전통적인 인형극에서 발생한 상호 연계와 영감(결국 유네스코 리스트에서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인

었는데, 이는 인식을 증진하는 관련 작업은 물론 라디오와 TV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여기서

형극 등재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 공생)은

는 인형극의 역사를 파헤치고 이론을 연구하며 인형극 및 기타 많은 관련 분야에 있어서의

과 연관된 역설로 이어졌다. 모스크바의 오브라스초프(Obraztsov) 극장의 영향을 받은 막대

교육 기회가 포함되었다. 물론 그 이유들 중 하나는 당시 슬로바키아에서는 유사한 고등 교

인형극의 시기가 있었고 이후에는 체코 공화국과 슬로바키아 양국에서 “블랙 라이트 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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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라는 기법에 매혹된 시기가 있었다. 1989년 이후에야 인형 조종사들이 자신들의 인형극

까지 광범위한 활동에서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이 여러 세대에 걸쳐 드러난다는 것은 쉽게

전통, 주로 꼭두각시 인형을 사용하던 전통을 천천히 기억해 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들

증명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것은 특정한 기술이 아니라 거의 2세기에 걸친 민족적 전통에

은 전문적인 극장, 독립적인 극장 그리고 아마추어 인형극 모두에 있어서 그 유산을 기리기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기반한 예술적 표현 및 개인적 창조활동이 완전하게 자연적

시작하였다.

으로 드러난 현상인 것이다.

1989년 이후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인형극 유산과 전통을 파헤치는 광범위한 프로젝트

이러한 맥락에서 이 분야에서 가장 유의미하고 중요한 점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중

를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많은 논문과 책이 출판되기 시작하였고 인형극에 대한 우리의 인

요할 것 같다. 즉, 현재까지도 계속 출판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전문적인 저널(Loutkář, 1912),

식은 물론 사회와 문화에 있어서의 인형극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발견들이 있었다(한

세계의 인형 조종사들을 위한 최초의 전문적인 기구의 설립(UNIMA, 1929년 프라하), 인형극을

가지 예로 기존의 생각보다 더 이른 시기인 수십 년 전에 체코 인형의 역사 시작에서 최초 체코 인형 조종사 Jan Jiří Brát에 관한

전문으로 다루는 최초의 고등교육기관(행위예술 아카데미의 연극과(the Puppetry Department of the Theatre

획기적인 논문을 들 수 있다.).

Faculty of the Academy of Performing Arts)로

이 연구 그리고 그 출판은 두 민족의 역사적이며 문화적인 이주를 연

현재는 대안 및 인형극과(the Department of Alternative and Puppet

1952), 크루딤(Chrudim) 시 인형극 문화 박물관(Museum of Puppetry Cultures) 그리고 아마추

계하였고(특히, 슬로바키아에 있는 떠돌이 체코 인형 조종사들과 그 가족들의 활동) 법적인 극장 밖에서 수행되

Theatre),

던 인형극 활동을 포함한 새로운 체제의 사적 기관에 대한 금지로 인하여 1948년 전통이 어

어 인형극 인형 조종사들의 가장 오래된 유럽 페스티벌 등이 바로 그것이다.

떻게 방해되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 주었다. 이 기간 동안 전통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체

“…가을부터 봄까지 가족 관중들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공연하는 수십 개의 영구적인

없었지만(그리고 과거의 인형극 가족이 국가가 운영하는 극장의 구성원이 되기도 하

아마추어 무대가 있다(이들 중 일부는 백 년 넘는 전통이 있다.). 인형극에 대한 관심은 전문적인 극장

슬로바키아에서의 상황은 좀더 나았다. 전통적인 체코 인형극이 국내에서는 거의 없

그리고 독립적인 집단에의 참석에서도 볼 수 있다. 인형극 전통은 서로 연계하고 영향을 미

었지만 해외 그리고 국제적인 축제에서는 그에 대한 갈구가 있었다. 고맙게도 그리고 거의

치는 두 가지 분야에서 그 존재를 더 확인할 수 있다. 바로 대중적인(모든 발현에 있어서 아마추어적

기적에 가까웠지만 한 인형 조종사가 나타나 꼭 알맞은 시점에 이 상황을 해결하여 주었다.

인 인형극)

떠돌아다니던 인형 조종사이던 아버지를 따라 대를 이은 슬로바키아 인형 조종사 안톤 안

다. 그 전통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노력, 유행 그리고 실험과 더불어 항상 새로워진다…

코의 인형 조종사들에게는
였지만),

것과 전문적인(법정 극장, 독립적인 집단, 솔로이스트, 또한 주로 여행을 다니는 집단) 것이 바로 그것이

델르(Anton Anderle)가 없었다면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인형극의 역사적인 유산은 현재처럼 광

…인형극은 전통과 관련된 장소의 주요한 문화적, 사회적 중요성 역시 포괄하고 있다.

범위하게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다. 체코의 인형극 관중의 지원으로 그리고 국제적인 축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리스트에의 등재는 향후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200년 이

와 쇼에의 참여로 안델르(Anderle)는 국내외적으로 체코슬로바키아의 인형극의 중요한 한 분

상의 전통을 보전하고 관광을 포함한 관련 활동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단계로

야의 주요 대표자가 되었다. 인형극 그리고 극장 운영에 있어서의 그의 카리스마와 기술 덕

여겨진다.

분에 그는 현대적이면서도 인기가 많았지만 유럽 그리고 해외에서 유지한 오래된 전통과는

역사적 맥락, 두 언어의 유사함 그리고 역사적 발전의 공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우 다른 극장에 맞서 역사적인 유산을 지탱해낼 수 있었던 영웅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 문

많은 기구와 기관(전문 및 아마추어 인형극, 지역 박물관 및 전문적인 대중)이 협력하여 유네스코 리스트에

화의 근간에 대한 이해관계가 새로운 국가와 그 문화적 정책의 시작점이 되었던 1989년 이

등재될 수 있도록 하여 준 이니셔티브가 되었다. 두 개의 기관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체

후에 그 성과를 발현시킨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인형 조종사들 사이의 활발한 협력의 또 다

코 공화국에서는 국립문화정보자문센터(National Information and Advisory Centre for Culture, NIPOS) 그

른 사례가 되었다.

리고 슬로바키아에서는 슬로바키아 민속예술 컬렉티브(Slovak Folk Art Collective, SĹUK)가 바로 그
것이다…”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인형극은 인형극의 사명과 가능성에 대한 독특한 특성과 인식을
잃지 않고 2세기가 넘도록 상호작용하여 왔다. 21세기에도 두 국가의 인형극은 공생하면서

X. 현재의 협력과 전망

도 변화하고 있다. 그 특징은 바로 상호대화와 협력이다. 이것은 중부유럽에만 해당하고 영
나는 체코의 인형극이 체코 연극 역사 전반에 걸쳐 중요하다는 점을 이미 명시하였다. 그

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곳에서도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전통은 체코 공화국 전국에서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이러한 지속적인 발전은 유네스코 리스
트 등재를 위해서 꼭 충족되어야만 했던 요건이었다. 인형극이 우리 문화 전반의 불가분한
한 부분이며 그 주요 원칙–드라마와 시각 문화의 조합, 특정 공간에서의 활동과 은유-이 전
문적인 극장, 독립적인 극장 그리고 집단으로부터 특별 고등교육학교 및 여러 기타 학교, 워
크샵, 전시회, 인형극 박물관(국영 및 지역), 많은 아마추어 극장 및 가족활동 중 레저에 이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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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ant

오바니 인형극’은 모차르트 오페라의 내용을 인형극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양한 전문적,

체코와 슬로바키아 인형극의
전통과 ICH 등록 관련 상호 협력

비전문적 인형극단이 존재한다면 내용도 매우 다양할 것으로 여겨지며, 시대에 따라 내용
도 변화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전설, 오페라 내용 이외에 다른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다루어
지는지 소개해 주기 바란다. 특히 전통성과 현대적 내용 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궁금하다. 대체로 전통적 인형극이 현대의 관객층에게 큰 호응을 못 얻는 경우가 많은데,
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는 어떤 실정인가?
둘째, 체코와 슬로바키아 인형극은 초창기에는 막대인형이었지만, 후에 핸드퍼핏, 마스
크, 토템퍼핏과 마네킹 사용, 블랙라이트 기법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
다. 그런데 동영상을 보면, 현재 주로 줄인형 방식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인형조종

정형호

술의 사용 실태에 대해 부연 설명을 부탁드린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

그리고 배우와 인형이 무대에 같이 등장하는 방식도 등장한다. 대체로 배우가 숨어서
인형을 조작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인형과 인간이 동시에 출연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일
본의 전통인형극인 분라쿠에도 인형 조작자가 무대에 인형과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 인형 조작자가 직접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인형과 또다른 배우가 출

이 발표문은 체코와 슬로바키아 인형극의 역사와 전통, 전승과 등재과정을 상세히 기술하

연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런 방식이 갖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셋째, 인형극의 주요 관람층을 보면, 한국에서는 전통인형극은 중장년층이고, 현대인형

고 있다. 특히 두 나라의 밀접한 역사적 관련성과 체계적인 전승과정을 상세히 접할 수 있는

극은 주로 어린이에 한정되어 있다. 체코 인형극에 주요 관객층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으며,

좋은 발표라고 판단된다.
필자는 한국의 전통연희 전공자로서 아직 체코의 인형극을 관람하지 못했다. 다만 인
터넷을 통해 체코의 인형극이 서울과 시흥에서 전시회를 가졌고, 2018년 5월 28-29일에 체

실제로 여러 전문적인 인형극단의 단원들이 직업화할 수 있을 정도로 흥행을 하는지 궁금
하다.

코의 카로마트 극단이 내한해서 ‘마리오네트인형극’을 마포 아트센터와 서울역사박물관에
서 공연한 사실 정도를 확인했다. 한편 인터넷에는 체코 여행 시에는 인형극 관람을 권유하
는 기사가 많이 눈에 띈다. 특히 프라하의 국립 마리오네트 극장에서 2018년 9월 6일에 ‘돈
지오바니 인형극’이 5699회째 공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매우 놀랍다.
발표문 중에 20세기 초반에 3000개의 인형극단이 존재했으며, 90년 역사의 인형극 조
직인 UNIMA가 현존하고, 그리고 66년 역사의 인형극 전문 교육기관인 프라하 행위예술아
카데미의 활동, 그 외에 각종 인형극 관련 출판과 박물관, 프로와 아마추어 인형극단의 유
기적 협력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전통 인형극이 남사당패라는 전문예인들에 의해 ‘덜미’(꼭두각시놀음) 형태로
미약하게 전승하는 실정이고, 마을 인형극인 ‘서산박첨지놀음’이 서산시 음암면의 한 마을
의 주민들 중심으로 전승되며, 불교적인 그림자인형극인 ‘만석중놀이’ 정도만이 전승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체코 전통 인형극의 오랜 역사성과 다양하고 체계적인 전승양상을 확인
할 수 있어 부러울 따름이다. 특히 목각인형이 매우 정교하고, 다양한 인형조종술이 존재함
을 알 수 있었다. 발표문에 체코와 슬로바키아 인형극에 대해 상세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만, 부연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다.
첫째, 인형극의 내용이 야노식 전설(부자의 재물을 훔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영웅
의 이야기) 관련 내용만 제시되어 있는데, 인터넷에서 확인한 국립 마리오네트 극장의 ‘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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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dolls by ‘Namsadangpae’ performers consisting of professional male entertainers.

Mutual Cooperation of Czech
and Slovak Puppeteers in the
Recognition of the Local History
and Present in Connection with the
Registration in ICH

The 'Seosan Bakchomji nori', a village puppet show, that is only transmitted through the
residents of a village in Eumam-myeon, Seosan-si. Lastly, our shadow puppet play ‘Manseokjung nori’, which is a form of buddhist puppetry, is passed down by a few. Compared
to the case of Korea, Czech Republic has enviable aspects, such as the long history of puppetry and the diverse systematic transmission tradition. The wooden dolls are especially
sophisticated as there are various movements that the puppeteers do in order to precisely
manipulate the dolls. Although the details of Czech and Slovakian puppetry are presented
throughout the presentation, one will be asking questions about the details of this art form
that need further explanations.
First, the content of the puppet show is only about the Juraj Janosik legend(a story of a
folk hero who robs from the rich and gives to the poor),

but the 'Don Giovanni puppet show' premiered on

Hyeongho Jeong

the Internet is considered as the Marionette version of Mozrt’s opera. Since there are vari-

Committee Member,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ous professional and nonprofessional puppet theaters, its contents are expected to be very
diverse, and changed over time. Besides the legends and the operas, please tell us what
other contents are mainly covered. I wonder especially how the traditionality and modern
elements are in harmony. In general, traditional puppet plays often fail to appeal to the

This statement details the history, tradition, transmission, and registration of Czech and

modern audiences, how about in Czech Republic and Slovakia?
Secondly, The Czech and Slovakian puppetry was a form of stick puppet show in its

Slovak puppetry. In particular, it is a good presentation that can closely examine the histor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its systematic inheritance processes.

early days, but later hand puppets, masks, totem puppets with mannequin use, and black

Although being a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major, I have not been able experi-

lighting techniques were used in various ways. However, if you look at the video, it seems

ence a Czech puppet show live. All I knew about the show was that the Czech puppet play

that the string puppets are mainly used now. I would like to ask you about the use of vari-

was presented throughout Seoul and Siheung, South Korea and the Karamat troupe of the

ous different puppets that are not shown.

Czech Republic performed the ‘Marionette puppet show’ on May 28-29, 2018 at the Mapo

And there appeared a way in which both puppeteer and puppets were introduced on

Art Center and also at the Seoul Museum of History. There are also many articles on the In-

stage. It is common for puppeteers to manipulate the puppets behind the scenes, so it is

ternet that recommend experiencing the puppet shows when traveling in the Czech Republic.

rare to see that puppets and humans appearing on stage at the same time. There is a case

The most surprising of all was the fact that on September 6th, 2018, the ‘Don Giovani puppet

of this method in the art form of Bunraku, a traditional Japanese puppet theater, where the

show’ was performing their 5699th concert at the National Marionette theater in Prague.

puppet manipulators often appear with the puppets at the same time on stage. It is under-

Throughout the presentation, one could learn that there were some 3000 puppetry or-

stood that the puppets themselves do not just appear, but the puppets and other actors(or

ganizations that existed in the early 20th century within Czech Republic. Along with hav-

performers)

ing UNIMA, which is a puppet theatre organization started over 90 years ago, the acad-

of introduction.

appear with them. I wonder what this type of method intends to do with that kind

emy of performing arts in Prague’s active existence for the past 66 years, as well as having

Thirdly, the leading audience members of traditional puppetry in Korea is usually

different articles and museum activities have helped the organic cooperation between pro-

the middle-aged, and that of modern puppetry is limited to children only. I wonder what

fessional and amateur puppeteers alike.

the age ranges of the main audiences in the Czech puppet shows are estimated to be and

In the case of Korea, there are some difficulty in the transmission process of puppetry

whether puppetry is popular enough for many members of the professional puppet theatre

art form. Traditional puppet shows are barely handed down such as the 'Dulmi' puppetry

to make it their only pro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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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택견청소년교육의
미래지향적 방향

산업화에 따른 경제발전과 문명화는 과학을 발전시킴으로 복잡한 사회발전 과정을 구성하
게 되었고, 이에 따른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유례없이 빠르게 발전하는 세계 속에서 불확실
한 미래에 대한 예상과 예측은 더욱 다양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급변하는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에 UNESCO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룩하기 위한 도구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선포하고 실천하고 있다. 지속발전교육
은 인권존중, 미래세대 존중, 생태계 존중, 문화다양성 존중이라는 네 가지 핵심가치를 실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종근

이에 유네스코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유형문화재의 보호 활동에서 벗어나 무형문화유

충주시립 택견단 운영부장

산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룩하기 위한 도구로 지속가능한
교육과 무형유산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김광희, 2013).
뿐만 아니라 2015년 9월에 UN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국제사회의 공동목표로 지속
가능개발 ‘2030의제’를 채택하고 이에 UNESCO는 지속가능개발의 추진에 있어 무형유산
보호협약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지속가능개발과 무형문화유산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인간

초록

삶의 개선을 위한 무형유산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시기이다(김용구, 2016).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무형유산의 역할이 기대되는 이유는 무형유산은 정체성의 고양

유네스코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유형문화재의 보호 활동에서 벗어나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
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룩하기 위한 도구로 지속가능한 교육과 무형유산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과 문화 다양성을 진작함으로서 인류의 창조성을 촉진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으

무형유산은 정체성의 고양과 문화 다양성을 진작함으로서 인류의 창조성을 촉진시키고, 근본적인 인

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청소년에게는 민족정신을 고양시키고 전통문화

간 삶을 개선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형유산의 필요성은 더욱 제기된다.
또한 무예는 단순히 힘과 기술의 우위를 겨루는 것이 아니라 예의와 도덕을 배우는 인간교육으로 인

를 통해 더욱 글로벌한 인재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촉진시켜 주는 촉매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간성 회복이라는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내포되어있다. 그러므로 무예수련을 통해 평
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이 무예수련의 본질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무형유산과 무예는 현시대에서 필요로 하는 지속가능한 청소년교육과 평화의 매개체로 활용
될 수 있는 다양한 가치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무예수련은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신적 발달과 안정적인 성숙을 만드는 활동이며,
사회적 가치를 지닌 교육활동으로 매우 적합하다(류병관, 1996). 특히 무예수련은 청소년의 교
육에 더욱 효과적인데 청소년들의 공격성을 완화하고 바른 인성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으로
적합하며, 청소년들의 사회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적 수단으로도 탁월하다.

무형유산과 무예의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대한민국의 택견은 1983년 6월 한국의 무예 중에서 유

또한, 무예의 수련의 본질적인 목표는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무예는

일하게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2011년 11월 무예부문 세계최초로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

단순히 힘과 기술의 우위를 겨루는 것이 아니라 예의와 도덕을 배우는 인간교육으로 인간

재되었다. 현재 택견은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택견보존회에 의해 전승 보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여러

성 회복이라는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내포되어있어 국제사회가 무형

국가에 택견을 보급하고 있다.

유산에 거는 기대와 그 맥을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택견의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해외의 여러 국가에서 청소년 대상으

이러한 무형유산과 무예를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무형유산 중에

로 실시된 택견교육의 사례를 정리하여 각 사례별 교육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인간과 공동체를 중심

택견을 꼽을 수 있다. 택견은 1983년 6월 한국의 무예 중에서 유일하게 국가무형문화재로

으로 하는 교육 가치를 추구하는 관점에서 택견 청소년교육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정되었으며, 1997년 5월 국가의 지원으로 충청북도 충주시에 택견원이 건립되었고, 무엇
보다도 세계 최초로 2011년 11월 2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6차 유네스코 무형유산
정부 간 위원회에서 무예부문 세계최초로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었다.
현재 택견은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택견보존회에 의해 전승 보급되고 있으며 현재
까지 많은 국가에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택견을 보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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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시대 이전부터 성행했다고 전해지는 택견은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발전과 변화

서 실시하는 택견 전형의 기, 예능를 전수하는 가장 핵심적인 교육이다.
전수교육은 법률에 의거해서 실시하지만 교육의 방법에 관한 부분은 해당 보유자나 보

를 지속해오며 현재까지 전승되어 왔는데, 현시대 택견의 모습은 조선후기 때의 모습이다.
조선후기의 택견은 수련의 목적이 일격필살이거나 직접 상대를 공격하는 여타 무술과
다르게 상대를 해하기보다는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배려의 무예였으며, 택견을 놀이로서

유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법률에 의하면 이수자가 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전
수교육을 받아야지만 이수심사의 기회가 부여된다.
택견의 전수교육은 3년 이상이라는 모호한 규정을 한층 더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경기 화하여 즐기면 유희가 되고, 택견을 수련하여 내 몸과 내 가족을 지키는 호신의 용도
로 사용하게 되면 무예가

서 1년에 60회(연 96시간)의 교육을 통해 해당 횟수나 시간이 부족한 전수생들은 3년을 넘게

되었다(신종근, 2012).

택견의 경기방식을 살펴보면 집단적 유희성 안에서 개별적인 자의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경기는 편을 나눠 진행하지만 개인과 개인이 견주게 되며 견주기를 시작할

전수교육을 받았더라도 이수의 자격을 부여해 주지 않으므로 이수자 배출의 투명성과 형평
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택견의 전수생이 되기까지는 보편적으로 택견 시작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때 순서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본인이 나오고 싶을 때 자의적으로 나오며 패배를 인정하는

전수생이 되고도 3년이라는 시간으로는 이수자가 될 수 없기에 택견이수자는 적어도 10년

것도 본인의 의지이다.
하지만 개인의 패배가 모아져서 결국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승리와 패배를 가르게 되어

이상 택견을 수련하지 않고는 되기가 어렵다.
전수교육의 내용은 택견의 모든 기, 예능을 배우게 되는데 2년을 주기로 전수받을 수

나의 승리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승리로 이어지지 않을 수 가 있으며, 내가 승리하지 못해도
다른 구성원들에 의해 내 팀이 승리를 가져 갈 수도 있게 되는 구조이다.
그래서 택견은 무예적인 측면의 발전과 더불어 조선후기로 오면서 세시풍속 안에서 유
희 문화의 형태로 발전하기도 하는데, 동리 간에 편을 나눠 견주며 공동의 삶과 공동의 관

있게 되어 있다. 이는 이수자가 되려면 3년 이상의 전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3년 만에 이수
자가 되는 경우는 현재까지 없었다. 그러하기에 택견의 전 과정을 4년 동안 최소한 2번 이상
은 교육시키려는 방침에 2년 주기로 정하였다.

점을 선수들의 개체적인 즉흥성과 자유성으로 신명감과 조화를 이루며 집단적 일체감을
형성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대동단결을 하게 하였다.

현재 다른 무형문화재 종목들은 토속적인 형태로 전승되는 경우가 많아서 전수교육이나
기타 회의를 실시하기도 어렵지 않지만 택견의 전수생들은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어있어서

즉, 개개인의 노력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승리에 견인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과정에

전수교육 및 회의를 하려면 전국에서 전수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서 구성원들 간의 화목과 단결을 더욱 증대시키며 풍농의식을 기원하기도 하였다. 이때 이

그래서 전수교육은 연 초에 거행되는 택견보존회 정기총회에서 2년 주기의 전수교육 과

긴 마을은 논농사가 잘 될 것이라고 하였고, 진 마을은 밭농사가 잘될 것이라고 위안 삼으

정을 미리공지하고 매달 해당자들에게는 문자메세지와 E-mail을 통해 전수교육 내용, 담당

며 진편이 없는 win-win을 이루는 호혜성과 상생의 경기를

강사, 시간, 장소 등을 공지하여 전승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겨루었다(신종근, 2012).

택견의 이러한 공동체적인 속성과 호혜성의 특성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집단, 국가

전수교육의 주체는 보유자가 직접 교육하여 도제식 교육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여 양

를 넘어 나아가 지구라는 거대한 공동체 안에서 고민해야할 인류의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

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견주기나 고강도의 체력을 요구하는 부수적인 교육 이수자 등

는 목적에 상당히 근접한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보여 진다.

에서 지도력과 기량이 우수한 이수자를 통해 교육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의 국가무형문화재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배려와 상생

또한 이론적인 내용은 해당 분야를 전공한 택견인중의 전공자가 강의하거나 필요한 따

의 무예 택견을 통해 다음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발달을 위해 현재까지 진

라서는 택견인이 아닌 외부교수나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어 전반

행된 택견의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해외의 여러 국가에서 청소년 대상으

적으로 전수교육의 내용은 충실하지만 아직도 이론의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교육은 실기교

로 실시된 택견교육의 사례를 정리하여 각 사례별 교육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인간과

육에 비해 비율이 낮아 아쉬운 면도 보인다.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가치를 추구하는 관점에서 택견 청소년교육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III.

청소년대상 택견 교육 사례

1. 대학교육 사례

II.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 전수교육

건국대학교는 교양대학에서 나우리 택견 인성과정이라는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타 대학
택견 전수교육이란 무형문화재 진흥 및 보전에 관한 법률(2016. 3. 28/법률 제13248호) 제25조(국가무

에 비해 특이한 점은 나우리 택견 과정을 교과과정(교양선택 2학점)과 비교과과정(주2회)을 모두

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택견을 좀 더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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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수교육관 활성화를 위한 초,중,고 교육 사례

있으며, 수업전후로 인성역량의 변화와 수업의 만족도를 조사해본 결과 긍정성, 자존감 등
의 요인들이 택견인성과정 수업을 받기 전보다 수업을 받은 후가 높게 나타나서 매우 긍정

문화재청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운영활성화와 무형유산의 전승역량 강화 그리고

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전수교육관을 지역 문화의 거점공간으로 육성하여 무형문화재 전승기반의 확대를 꾀하고

하지만 교과과정에 비해 비교과의 출석률이 현저히 낮은 것이 매우 아쉬운 점인데, 현
행 교육의 시스템 상 학점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뒷받침해주는 교과과정과 오롯이 수강생들

자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일반인 및 학생들에게 택견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택견의 전승보급에 일조하고 있다.

의 관심과 흥미로 인해 진행되는 비교과와 출석률의 차이는 당연한 결과일수도 있지만, 교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실시된 택견교육은 2016년 기준 일반시민대상 택견교

과과정은 한번 수업을 듣게 되면 또 수강할 수 없으므로 교과과정에서 제약적으로 수강한

실이 133회 초, 중, 고등학생 대상 택견지정학교 운영으로 500회의 강습이 실시되어 택견을

부분의 심화과정 형태로 비교과가 자리 잡는 다면 대단히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통한 청소년교육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판단된다.

하지만 정량적인 척도로만 보면 많은 성과를 가져온 결과이지만 이렇게 배운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비교과과정의 지속적인 참여와 발전을 통해 대학 내에 택견이 자리매김하
기에 좋은 여건을 조성하에 전공개설의 부분도 조심스럽게 생각해볼 수 있겠다.

이 지속적으로 택견을 접하지 못하고 단회성에 그치고 있어서 이러한 층들이 지속적으로
택견을 배울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건국대학교 외에도 국립한밭대, 서울대, 용인대, 경희대, 고려대, 공군사관학교, 중원대,
국립교통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많은 대학에서 택견을 배울 수 있지만 아직까지 전공
학과가 개설되지 못해 택견의 전문인 양성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IV. 공공외교적인 택견교육 사례

2. 평생교육 사례

1. 택견해외교육 사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택견을 배울 수 있는 제도도 있는데, 학점은행제 과정에 등록하게 되
1) 브라질

면 택견의 수련활동으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령에 의한 법률 제6434호

브라질한국문화원과 상파울루 주정부의 주관으로 2018년 상파울루 문화주간행사의 공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학점은행제 제도이다.
2003년 “택견인간문화재전수원”을 설립하여, 교육인적자원부 평생교육진흥원에 속한

으로 방문하여 공연으로 끝내지 않고 브라질 현지인 및 대학생들 대상 택견교육 실시하였

교육기관으로 인증 받았으며, 이곳에서 운영하는 학사과정을 통해 많은 일반인들이 이수하

다. 우선한류의 힘을 등에 업고 시작하기도 전에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아 K-pop 등의 한류

여

“전통예술학사(택견전공)”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렇게 택견을 통해 학위취득을 한 후 대

학원 진학 등으로 이어져 다양하고 심도 있는 학문수행과 연구 활동에 매진하는 젊은 택견

대중문화의 저력을 알 수 있었다. 좋은 호응은 한류문화를 통해서 시작되었지만 택견을 배
우는 대학생들의 모습은 굉장히 진지하고 흥미 있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브라질 현지인들의 반응도 대단히 좋았는데, 브라질의 고유무예이며 유네스코 인

인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택견전승자들은 각각의 학점은 인정받는데 그 인정기준은 표. 1과 같다.

류무형유산에 2014년에 등재된 카포에이라의 회원들도 열심히 택견을 배웠으며 함께 공연
도 하여 인류무형문화유산은 국가마다 다양한 특징이지만 언제든지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

구분

인정학점

전수생
1년

2년

3년

7학점

14학점

21학점

이수자

전수조교

보유자

30학점

50학점

학위인정(전통예술학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또한 브라질 강습을 계기로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한국문화원을 교두보로 택견의
해외 진출의 발판으로 삼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택견의 해외 보급에 많은 도움
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학점은행제 과정은 택견을 평생교육차원에서 배울 수 있고 이를 통해 학위취
2) 일본

득이라는 매력적인 요소가 있어 발전을 시킬만한 가치가 있는 제도이지만 이와 유사한 학
위취득 제도가 혼재되어 있고, 기존의 대학을 다니는 방법도 예전처럼 힘들지 않아서 결국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으로 2016년도에 전일본내 한글학교 교사대상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

은 택견학점은행제 제도는 수강생이 없어 더 이상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된 사업으로 재일본한글학교 협의회와 동경한국학교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일본내 한글
교사들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택견교육은 참가교사들에게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았
으며, 일본 각 지역의 한글학교에 강사를 파견해 주길 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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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내용은 비교적 쉬운 택견동작과 간략한 택견이론으로 진행되었고, 한글학교 교

과 유관기관의 협업만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사들도 매우 열심히 수업에 임하여서 상당히 건설적인 사업이었으며, 향후 지속되기를 바
2. 외국인청소년 초청 교육 사례

라는 사업 중에 주목할 만한 사업이다.
또한 이를 통해 일본 내에 택견보존회 지부가 설립되어 향후 일본에 택견을 전수하기에

1) 문화동반자 사업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라는 정식교육기관을 통해 택견을 전수하면 일반 체
육관이나 도장에서 교육하는 것 보단 우선 안정적이고 학생들의 몰입도도 높을 것으로 보

문화동반자 사업은 문화 분야 전문가(동반자)들 간 지속적인 정보 공유 및 공동창작활성화를

인다.

통해 자국 내 문화역량의 동반성장 및 글로벌 문화네트워크을 구축하고 문화 분야 인력교
류를 기반으로 하는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통해 저개발국 문화계 전문가들의 연수 및

3)덴마크

창작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문화 사업이다.
대한민국의 훌륭한 문화유산인 택견을 통한 문화동반자 사업은 2013년에 처음 시작하였

택견보존회 덴마크 지부와 덴마크 입양인 친구 사랑모임의 주관으로 실시된 사업으로 2009
년에 코펜하겐에서 10일 동안 입양인 및 덴마크 인을 대상으로 택견교육 실시하였다.
어려서 입양된 친구들에게는 모국의 무형문화유산이며 전통무예인 택견을 배운다는

는데, 몰도바, 베트남, 우크라이나 3국에서 3명의 20대 청소년이 각국의 나라에서 추천을 받
아서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택견을 연수받아 현재까지 자국에서 택견활동을 하고 있다.

자긍심에 매우 열심히 수업에 임했으며, 덴마크 현지인들 또한 기존의 무술이라면 직선적이

2017년 사업은 7월부터 시작하여 12월까지 실시되었는데 문화동반자사업 참가자는 총

고 강직한 동작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유연하고 곡선적이지만 탄력적인 힘으로 상대를 제압

8개국 10명으로 많이 발전된 것을 볼 수 있다. 택견을 중심으로 씨름, 한국어 등 다른 한국

하는 택견에 매료되어 상당히 열심히 배웠으며 몇몇 친구들은 꾸준히 한국에 방문하여 택

문화도 배웠으며 참가국은 가나(1명), 라오스(1명), 미얀마(2명), 세네갈(1명), 캄보디아(1명), 우즈

견을 지속적으로 수련하였다.

베키스탄(1명), 콜롬비아(2명), 몽골(1명)이었다. 문화동반자사업은 5개월 간 실시하면서 200시

꾸준히 수련한 청소년 중에는 그 이후에 열린 세계택견대회에 참가하는 수련생들도 있었
으며,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많은 이들의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자부담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현재까지 명맥은 유지되지만

간의 택견교육을 연수받았으며, 충주소재 초등학교 및 관내 무술도장에 재능기부 행사로
본인들이 배운 택견을 공연하고 자국의 무술을 강습하고 자국문화를 알리는 행사를 통해
무술의 세계화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발전이 더뎌서 안타까움이 큰데, 그나마 최근에 코펜하겐에 전수관이 하나 개설되어서 다
2)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젊은 전문가 무예연구사업

시 활기찬 행보를 할 수 있는 기대를 걸어본다.

젊은 전문가 무예 연구 사업은 세계 각국의 젊은 무예전문가들에게 택견교육을 통해 비교
4)우즈베키스탄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고 택견의 유네스코 등재 과정 학습을 통해 자국의 전통무예 보존을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2014년부터 재외동포 무형유산 전승역량강화 및 민족정체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위해 중앙아시아 재외동포 무형유산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우즈베키스탄 타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프랑스, 스페인, 우즈베키스탄, 케냐 4개국 5명의

쉬켄트 한국문화원에서 2014. 11. 4~11. 23 까지 택견, 진주검무, 침선장 3종목 강사를 파견

스포츠 및 무예 담당부서 공무원, 무예교사, 무예전문연구원, 대학원생 등 젊은 무예전문가

하여 중앙아시아에 무형유산의 보급에 일조하였으며, 이후 2015년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개월 동안 택견의 실기를 교육하고 택견의 역사, 택견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정, 유

강사를 파견하여 택견보급에 일익을 담당하는 사업이 되었다.
이 사업은 강습을 마친 후에 발표를 열어 강습의 효과를 피드백하였고, 향후 이 사업을
통해 택견을 배운 사람 중에는 세계택견대회에 참가하여 기량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네스코 등재과정, 택견의 문화적 사회적 가치 등 무예전문가에 맞게 깊이 있는 이론 강의도
진행되었다.

위의 국가 외에도 노르웨이, 중국, 미국,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 택견을 보급하고 많은

그로인해 무예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인지하고 한국의 무예 발전을

사람들에게 택견을 전수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에서 택견사범 파견을 요청하고 있으나, 사범

위한 제도와 역량을 각국의 무예전문가들에게 알리고 또한 각국의 무예제도도 함께 알아

의 복지와 급여를 충당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없어서 파견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게 되었으며, 택견의 보존 및 발전을 위한 청소년 및 여성을 위한 연구 기회도 마련하는

이에 문화재청과 충주시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해외택견사범 파

계기가 되었다.

견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데, 쉽게 풀리지 않는 숙제들만 늘어가고 있다.
태권도처럼 국가차원에서 해외 사범 파견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이상 택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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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택견대회 및 택견캠프

통적인 사상이 반영된 교육 방안이 더욱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한윤이, 2013 ; 장경

세계택견대회는 택견의 세계화를 위해 2008년부터 시작되었다. 충청북도청과 충주시의 지

태, 이성노, 안재식, 2016).

원으로 2018년까지 총 10번의 대회가 개최되었다. 명목상으로는 세계택견대회지만 예산의

그러므로 택견을 통해 심신을 수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에너지의 긍정적인 분출을 하

부족과 해외지부의 부족으로 많은 국가가 참여하지 못하고, 해외지부에서의 택견교육 또한

게하며, 신체적 정신적인 성장을 돕게 한다. 뿐만 아니라 택견의 배려와 상생의 정신을 수련

지속적으로 체계적이지 않으며,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몸짓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

을 통해 내재하게 되면 청소년범죄의 범위에서 상당히 멀리 벗어나게 하며, 오히려 청소년

히 대회에서 끝나지 않고 택견교육에도 초점을 맞추어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범죄에 노출한 친구들을 개도할 수 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기에 세계택견대회 이전에 해외지부의 수련생들을 미리 오게 하여 10여 일간 매일

왜냐하면 택견은 우리민족의 역사와 고락을 함께하였으며 우리민족의 고유의 사상인

8시간정도의 보수 교육 및 캠프를 실시하여 택견의 기량향상과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교

상생공영과 호혜성을 지니고 있어,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습관을 기르게 하고 자기와

육시간을 함께 실시하여 해외 택견 수련인 들의 지속적인 택견 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

타인인식을 통해 주체적으로 자각하는 존재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끊임없는 자기성

이 행사를 통해 평균적으로 매년 20여 개국에서 100여명의 해외청소년들에게 택견교

찰과 깨달음을 통해 바른 인격형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육을 실시하여 택견기량 향상을 도모하여 자국에 돌아가서도 택견의 전파에 앞장서게 하고
있다.

청소년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사회에서의 독립의 방향을 현재 자신이 배우고 있
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이 크며 직업으로 삼고 싶은 욕망이 커지는 시기이다. 왜냐하

하지만 이런 교육 외에 해외지부에 재정, 인력, 행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것이 전무하

면 10대, 20대에 몰입한 것은 평생 동안 잊지 못하고 지속하고 싶은 욕구가 높기 때문이다.

다 보니 해외지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아실현의 방법으로 무예와 같은 신체활동을 택하는 경우가 빈번하기도 한
데 대표적인 사례가 대학시절이나 고등학교 시절 동아리로 시작한 활동이 본인의 직업이 되
는 경우이다.

V. 결론

하지만 대한민국의 입시위주의 교육시스템에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진로를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요즘 대학캠퍼스에서 취업중심의 동아리가 아닌 본인이 하고 싶은

1. 청소년시기 택견교육의 중요성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청소년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신체적으로 뚜렷한 성장을 보이며, 정서적으로는 부모로부터

그러므로 택견과 같은 무형유산의 장려는 한계층이나 몇몇 단체가 나서서 될 일은 아

분리되어 친구, 교사 등 주변지인들과의 관계의 폭을 넓히고자하는 욕구가 강해지는 시기

닌 것이다. 이러한 분야의 발전과 장려는 국가 차원의 정책수립을 통해 지원되고 장려되어

이다. 또한 인지적인 면에서는 자아중심성이 강해지고 미래에 대해 기대와 불안으로 고민하

야 한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청소년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한데,

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청소년 시기는 자아의식이 고양되고 독립과 해방의 욕구가 강화되는 발생하므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택견의 전승을 통해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세계적으로 보급하게

이 시기에는 합리적인 사고의 함양과 도적적인 가치관과 책임감을 형성하게 해야 하고, 신

되면, 대한민국의 국격을 격상시켜 세계 속의 한국을 만든다는 애국과 동시에 세계의 청소

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년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전파하고 훌륭한 문화유산을 통해 청소년시기를 행복하고 건강하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성인이 되기 이전단계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성장하는 시기인

게 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다.

데, 이 시기에는 에너지가 과잉 축척되므로 신체활동을 통해 적절히 에너지를 분출하는 것
2. 미래지향적인 택견 청소년 교육의 방향

이 중요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이다. 하지만 잘못된 의식이 자리 잡게 되면 에너지의 분
출이 자칫하면 폭행, 절도 등 청소년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조심스러운 시기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국가무형문화재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택견의 다양

그러므로 청소년기는 가장 활발히 발달하는 시기로서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올바른 인

한 교육시스템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된 택견교육의 각 사례별 교육의

성함양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역량의 바탕이 되는 시기이므로 청소년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인간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가치를 추구하는 관점에서

의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강다연, 2018).

택견 청소년교육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청소년교육의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인성함양교육은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영향을

현재 우리 사회는 가상현실, 빅 데이터 등을 통해 직접 하지 못하는 것을 가능하게하고

받고 오랫동안 지녀왔던 민족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인성덕목의

아직 닥치지 않아 모르는 것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시대에 도래하였다. 이러한 혁신적인 과

차이가 있으므로, 외국의 사례를 답습하는 것 보단 자국의 민족적 정서나 조상 고유의 전

학기술은 다가오는 미래사회에는 더욱 가속될 것이며, 상상으로만 품던 기술이 현실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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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실현사회로 인공 지능과 빅 데이터 같은 시스템들이 지금보다 더욱 혁신적으로 세상을

스템과 1대1형태 혹은 1대 4-5명 형태로 구성된 도제식교육의 장점을 함께 병행해야 한다.

바꾸게 되어‘인간다움’, ‘인간간의 공존’ 등이 의미를 찾아야 하는 시대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래의 교육은 인간중심의 교육이 더욱 절실하며 미래의 혁신적인 기술 앞에

넷째, 해외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종목과의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여 한국내의
택견전승교육에서 세계적인 택견전승교육으로 문호를 확대시켜야 한다.

인간은 부와 자본을 축적하려는 욕망과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이타 중에서 선택을 내려야
한다.

청소년들에게는 해외의 전통문화를 교육시켜줌으로 인해 전통문화에 접근하는 다양
한 사고와 방식을 이해하게 하여, 더욱 전통문화에 관심과 전문성을 높여주고 한국의 전통

인간다움이나 인간간의 공존이라는 의미는 이미 택견의 교육에 내포되어 있는 요인들
이다. 하지만 현재의 교육방법에서 한걸음 발전된 미래지향적인 교육 방향과 방법이 있어야

문화와 다른 국가의 전통문화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게 하여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미
를 인식하게 하는 교육으로 견문을 넓혀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Tahteeb(stick game/2016년 인류무형유산 등재)은 5000년 전에 발생한 무예

급변하는 시대에서 도태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기능과 역량 보다는 윤리와 가치에 우선하는 택견교육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로 긴 막대기를 사용하여 움직이는 무예이며 춤인데 이집트 남성들은 Tahteeb을 유희나 자

택견의 기능과 역량은 택견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다가올 미래사회에서 택견의 교

기방어의 수단으로 배우고 있어 조선시대 택견이 군사무예에서 유희와 자기방어의 수단으

육은 인간 대 인간이 아닌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을 통해 학습의 기회가 다양하게 제공 되

로 변화된 형태와 매우 흡사하다. 이런 분야들이 서로 교류하여 각각의 장점과 고유성을 알

는 사회가 될 것이다.

아가며 발전시켜 나가면 한국의 인류무형유산에서 더욱 세계적인 인류무형유산으로 발돋

하지만 택견인들 간의 상호적인 훈련 속에 서로간의 느끼는 체취나 감정은 과학의 힘으

움 될 것이다.

로 가능하지 못하는 것들이다. 또한 상대를 배려하는 택견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수련
하려면 개인의 윤리, 공동체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는 할 수 없다.
둘째, 택견공동체를 중심으로 개별적 자의성을 살려주는 택견의 속성이 반영되는 체계
적인 교육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가올 미래사회는 환상기술과 참여지식은 높아지지

다섯째, 공공외교적인 형태의 택견보급 사업들이 중복적인 부분이 많고 사업의 주최가
모호해서 혼선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국가지원사업의 주최를 한 창구로 하거나 그것이 어
렵다면 교육적인 부분이라도 한 곳에 맡기는 것이 중복적인 예산낭비를 막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만 그 만큼의 욕망이 유지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교육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공동체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개개인의 체형, 성격, 택견전수동기 등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별 교육이 필요한
건 자명한 일이지만,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큰 틀에서 택견의 전수교

현재 문화동반자사업, 젊은 무예연구가 사업, 세계택견대회 캠프, 유네스코 국제교류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각각의 사업의 주최가 모두 다르고 각 사업의 강사
자격요건도 획일화되지 못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선택과 집중이라는
가장 중요한 요인도 놓치고 있다.

육이 실시되는 병합된 시스템의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택견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무형문화재
전형의 몸짓을 후세에 전해주는 것이라면 이 목표 안에서 개인들의 맞춤 교육에 대한 세부적

또한 이러한 사업들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사업기간이 짧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는데 단순히 예산의 사용에 초점이 맞춰져서 교육이라는 장기적
인 사업의 의미가 퇴색되어서는 안된다.

인 시스템이 함께 진행되는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교육의 틀에서 개별적인 인
간중심의 교육시스템 마련으로 현재의 교육체계에서 진일보된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택견전수교육 시스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전수학교나 대
학내 전공학과 개설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전문화된 택견교육과 현재의 도제식 교육의 병

여섯째, 택견을 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청소년들에게 택견의 심오함을 역설하다 보면 자
연히 택견을 어렵게 느끼거나 고루하게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 사회교육에서의 택견교
육은 무형유산의 극의를 추구하거나 심오함을 알려주기 보다는 흥미와 재미위주의 교수법
이 필요하다. 현대사회는 우선 재미있어야 전통문화도 살아남을 수 있다.

합적인 형태의 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재미를 추구한다고 해서 재미위주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의 택견에 관

국악, 무용 등 다른 분야는 벌써 전부터 학제화가 되어 전문인 양성을 통해 진일보하는

한 원리나 반드시 전달해줄 만한 교육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므로 인해 교육자 스스로 생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인기 있는 일부 분야 외에 택견과 같은 청소년교육에 일익을 담당

할 점을 남겨주는 방식의 교육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즉 한 번에 많은 것을 주려고 하기

할 수 있는 분야는 국가정책차원에서라도 하루 속히 학제화 하여 대학의 전공학과 개설이

보다는 하나를 주더라고 수혜자가 받을 수 있는 만큼의 분량을 주고 교육자는 기다릴 수 있

나 전수학교의 확대를 통해 자리 매김 되어야 한다.

어야 한다.

일반대학에서 취업과 학생모집의 문제로 신속히 접근하기 어려우면 우선 한국전통문화

대한한국의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이며 세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택견.

대학교나 한국종합예술학교 등 관련대학에서 먼저 실시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

다가올 미래를 위한 청소년의 교육과 인류 평화의 기제로서 두말 할 나위 없이 좋은 매

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교수방법은 교수 1인에 다수의 학생이 교육받는 현재 대학의 시

개체라고 단언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고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더딘 발걸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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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가까운 세대에 전 세계인의 청소년들이 함께 택견의 품밟기를 밟으며 택견의

memo

기합인‘이크’ 와 ‘에크’를 외치며 택견으로 하나 되는 지구촌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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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r

to seek the direction of our education in Taekkyeon for our society through the vantage point of

Future-oriented Directions of the
Teens’ Education in Taekkyeon

the group as well as the individual.

I. Introduction
The results of Industrialization along with developments in economy science has made
contemporary problems of today.
As results of the rapid developments in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predictions
of uncertain future are becoming more diverse.

Jongkun SHIN
Operating Manager, Chungju City Taekkyeon Demonstration Team, Korea

It is then necessary to prepare for this diverse and rapidly changing future, as UNESCO declared and practices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as a tool for achieving for a
sustainable future.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aims to realize four core values: respect for human rights, respect for future generations, respect for ecosystems, and respect
for cultural diversity.

Abstract

The international society including UNESCO is becoming aware of the values in inThere is a growing recognition amo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UNESCO, of the

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is in the process of escaping from the tangible cultural prop-

value 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Society calls for continuous education of intangible heri-

erty protection activities, with the role of sustainable education and intangible heritage on

tages as tools to connecting with the future generations.

the rise as a tool to achieve for a sustainable future(Kwanghee Kim, 2013).

Intangible heritages are needed in our society because it promotes the creativity of man-

In addition, in September 2015, the United Nations adopted an agenda for sustainable

kinds’ identity as well as cultural diversity. It has the power of improving the fundamental human

development as a common goa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rom 2016 to 2030. This

life.

“2030 Plan” helps UNESCO revise the Guidelines for the Conservation of Intangible CulMartial arts contain basic concepts needed for the modern society, such as having respect

for another and morals. Through learning humanity and morality, society benefits by having

tural Heritage, and the role of intangible heritag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expected to improve the basic human life(Yonggu Kim, 2016).

peace and harmony through martial arts training. This is the essential goal of many martial arts.

As for the reasons why the international society is putting so much of the emphasize

Therefore, intangible heritage and martial arts are needed in today's society, becoming the

o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that it promotes the creativity of humanity by iden-

medium for sustainable youth education as well as peace needed in our current society.
The Korean Taekkyeon, which has both characteristics of intangible heritage and martial
arts, was designated as the only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in Korea in June 1983

tifying as well as diversifying the culture, making it a driving force of sustainable educational tool. This should also serve as a catalyst for promoting the possibility of redefining
more global talent as well as having the youth learn of their national identity.
Martial Arts training is not only beneficial in physical development, but also for

and was listed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heritage of humankind for the first time in

mental development and a path to more stable maturity. It is well suited for educational

the world in November 2011.
Currently, Taekkyeon has been spread its tradition by the Taekkyeon Preservation Society
of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nd it has been spreading to many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various educational systems of Taekkyeon and
to summarize the various cases of Taekkyeon educations conducted for youth in foreign coun-

activities with the emphasis on social values(Byeonggwang Ryu, 1996). Martial arts training is
especially more effective on the minds of the youth. It is suitable as a program to alleviate
the aggressiveness of the youth and to promote righteous personality, as well as excelling
as an educational tool to adapt to the social environment of the youth.
The essential concepts of martial arts training is to contribute to peace and human

tries by analyzing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case by case. This in turn will allow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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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rity. Martial arts is not merely for contesting the superiority between two for power

as it is a fun ritual. When a team won they were told their rice paddy would do well this

or of their techniques , but rather it is the basic concepts that is needed to heal and fix

season, and the lost team would be told their farm lands would do well. This meant that

modern society, It is thus implied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share the same ex-

this reciprocity game was a Win-Win becoming more friendly and lively for the ones

pectations from intangible heritage as we do.

involved(Jongkun Shin, 2012).

The martial arts Intangible heritage that has these unique traits is that of our Taek-

This reciprocity of Taekkyeon along with its communal nature further shows the pos-

kyeon. On June 1983, Taekkyeon was designated as the only martial arts intangible

sibility of peace for the mankind that will go beyond the current group, the nation, and

cultural heritage of Korea. On May, 1997, the Taekkyeon Temple was built in Chungju,

eventually the world.

Chungcheongbuk-do province with the support of the state. On November 28, 2011 in

In this study, we examined various educational systems of Taekkyeon around the

Bali, Indonesia, the 6th UNESCO Intangible Heritag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listed

world that have been carried out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youth. It will be

Taekkyeon under the martial arts division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of the Intangible

taking a case by case look at the examples of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aek-

Heritage of Humanity.

kyeon education conducted by youth around the world and to explore the future direction

Currently, Taekkyeon is being spread by Taekkyeon Preservation Society of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nd it has been spreading Taekkyeon to many other

of Taekkyeon youth education in terms of pursuing educational value centering on human
and the community.

countries.
Taekkyeon has been active since the Goguryeo period. Taekkyeon has been developed
and transformed through various periods and has been handed down to present time. The
current form is heavily influenced by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II. Taekkyeon(Nation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76) Training
Course

Taekkye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was a martial art about practicing discipline,
rather than attacking the opponent. It is thus a form of entertainment bringing joy, which

Taekkyeon training is an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of Taekkyeon corporation, which is

can also be used for self-defense, taking care of the body and helping protect family

a group of tacit knowledge based on Article 25(Protection and Cultivation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members(Jongkun Shin, 2012).

of the Act on the Promotion and Preservation of Intangible Cultural Assets (Mar. 28, 2016 / Law

When we look at the game style of Taekkyeon, we can see that within collective play

13248).

Its most important lessons are learning of Taekkyeon’s Ki and its general art form.

there is an element of self discretion. The game is divided in to two groups, but, the order

The training i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but the part about the method of

is not decided as to whom goes first, it is rather the will of the individual to come out arbi-

education is carried out by the master or the holding organization itself. According to the

trarily when he wants to start the match as well as acknowledging defeat to end the match.

law, in order to become a successful applicant, it is necessary to receive more then three

However, the defeat of the individual does not necessary mean the defeat of the team.

years of specialized training, in order to be given an opportunity for examination of a suc-

As other team members can bring the victory even if the individual lost is how the game is

cessor.

formed.

In order to clear up the vague time regulations regarding those three years, all the

Taekkyeon has developed as a form of martial arts as well as a re-occuring sporting

qualifying athletes had to be educated 60 times(96 hours) a year. Even if it the trainee had

event at many rituals through out the year becoming part of the amusement. It divides the

three years, without meeting the quota will not grant qualification. This enhances transpar-

sides between towns people as they share the common life and common viewpoints for the

ency and equality among the trainees trying to become a successor.

most part and emphasize individual freedom to improvise the motions and outcome of the

In general, it takes about five years in Taekkyeon to just become a trainee of it. As a

sporting event. This harmonizing with the senses helps form a collective sense of unity as

trainee cannot take only three years to become a successor of Taekkyeon, it is estimated to

well as natural unity.

take a total of at least ten years or more before one can qualify as a successor.

This game is won through individual effort for the part of the bigger group and

The content of Taekkyeon’s successor training revolves around learning its Ki as well

through this process one learns about the importance of harmony and unity, celebrating

as all of the motions. The two year successor training revolves around its successors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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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 able to be educated at least twice within a four-year period letting them practice more
from the given three years to qualify.

In addition, through the continuous participation and development from the non-major
students, it is possible for them to perhaps consider Taekkyeon as their major, there by es-

Currently, othe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are often handed down in local form and

tablishing a good situation for Taekkyeon within the University.

its precesses are not complicated. As Taekkyeon practitioners are spread throughout the
country it is hard to hold meetings as well as training courses to come about.

In addition to Konkuk University, there are many other Universities having courses on
Taekkyeon such as Hanbat National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Yongin Univer-

Therefore, every start of the year the Taekkyeon training courses of two-year cycle

sity, Kyunghee University, Korea University, Air Force Academy, Jungwon University, Na-

will be announced at the regular meeting of the Taekkyeon Presbytery. Each month, train-

tional Transportation College, and Korean Traditional Culture University. However, they

ees who qualify will inform through text message and E-mail in order to participate in the

do not consider these classes to be majored which in turn makes less Taekkyeon masters

training contents, lecturer, knowing the time, place, etc.

and specialists in this field.

The master of Taekkyeon runs the training through a mutual kinship program providing the successors who qualify physically and show leadership with a hands on education.

2. Lifelong education case

In addition, the theoretical content is usually taught and lectured by Taekkyeon mas-

As a part of ones' lifelong education, there is a system in which one can learn Taekkyeon.

ters who majored in the field. Although inviting external professors or experts other than

If you enroll in the credit banking course, you will be recognized as a Taekkyeon practi-

Taekkyeon is common.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theoretical education more

tioner. It is a credit banking system in accordance with Law No. 6434 of the Presidential

professionals and those that qualify needs to teach more on the theory because it seems to

Decree on the "Credit Acquisition, etc. Act."

lack the structural benefits compared to that of the education run by the master and other
professionals.

In 2003, the "Taekkyeon Human Cultural Heritage of Suwon" was established, and it
was certified 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belonging to the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Agency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Through the undergraduate
courses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many ordinary

III.

Taekkyeon Education Case for Youth

people completed the "Bachelor of Traditional Arts After graduating from Taekkyeon.
Through being trained as a young Taekkyeon practitioner one is able to study in diverse
and profound researches in the area and is able to complete it as a Master course.

1. University education case

In addition, each grade of the Taekkyeon successors is scored according to the criteria

Konkuk University operates the Nauri Taekkyeon Personality Course at the College of
Liberal Arts. Unusual in comparison with other universities is that they are trying to deliv-

of Table 1.

er Taekkyeon more deeply and systematically to students by operating both the curriculum
(two credits for liberal arts selection)

and the comparative courses outside of the major (twice a week). As

Students

a result of examining the changes in the students’ personality capacity and the satisfaction
of the class before and after, factors such as affinity and self esteem can be estimated and
for the most part are seen to be higher then before the Taekkyeon course.
However, it is very unfortunate that the attendance rate of comparative students taking

Available
credits

First
year

Second
year

Third
year

7 points

14 points

21
points

Successor

Training
assistant

Master

30 points

50 points

Bachelor’s degree in
the traditional art

the course outside of their major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students in major.

As mentioned above, the credit banking course system is worthy of advancement b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an be summed up in the interest of the students who

cause it can be learnt through life-long education criteria, and it has an attractive element

major in the curriculum is given systemic credits where as the non-majors are there to fill

of acquiring a bachelor’s degree. However, there are similar degree acquisition system for

in their extracurricular activities. Also, the curriculum can not be taken twice. It would

other majors. It is also not as difficult to be enrolled in universities or colleges as it once

be very welcoming to the non-major students if the curriculum can have a less intensive

was, making the number of students enrolled through this banking course system non ex-

course to mediate their deepening understanding of the curriculum.

is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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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cases for revitalizing private
3. E

the world, and can be used as a platform for the advancement of Taekkyeon.

education center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ntends to revitalize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 Japan

education center, strengthening the transmission capacity of the intangible heritage, and

The project was conducted in 2016 with the support of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foster the education center as a base for local culture. To support the spread of Taekkyeon

to reinforce the competency of Korean language teachers in all Japan, and was conducted

tradition.

by the Korean School Council in Japan and the Korean Schools in Tokyo. Taekkyeon

Taekkyeon education, which was carried out through the revitalization of private edu-

education, which was conducted for some 200 Korean teachers in Japan, was very well re-

cation centers, seemed to have contributed greatly in the education of teenagers and private

ceived by the participating teachers and they hoped to send an instructor to every Korean

citizens through Taekkyeon. In 2016, 133 classes for private citizens were held along with

language schools in various regions of Japan.

500 classes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ich greatly effected their
education.

The contents of the lessons were taught with relative ease with few tactical theories,
and the teachers at the Korean language schools were very constructive because they

However, even at the great results in quantitative terms, the young people who have

worked very hard, and it is noteworthy that they wanted the learning to continue.

learned these skills were not able to translate or further their knowledge afterwards, mak-

In accordance to its popularity, the Taekkyeon Preservation Society was established

ing this a temporary learning. The bases for these educations much continue even after

in Japan, and it was the opportunity to lay the foundations for the future transfer of Taek-

their basic levels.

kyeon in Japan. Taekkyeon being taught through a school is more profound and immersive
to the students rather then being learned in a gym or a regular dojo setting.

IV. Public Diplomatic Taekkyeon Education Case

3) Denmark

In 2009, the Taekkyeon Conservation and Danish Adoptee Friendship Love Group organized a Taekkyeon education for adoptees and Danish people in Copenhagen for ten days.

1. Cases of Taekkyeon education worldwide

The adoptees were intensely proud of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of learning
their traditional martial arts Taekkyeon. The Danish locals were fascinated by the tacky

1) Brazil

Brazilian Cultural Center and the State of Sao Paulo hosted a tour of Taekkyeon for the

Taekkyeon, which deviated from the usual overpowering of opponents by force in many

Cultural Week of São Paulo in 2018 and did not just finish with the performances, rather

martial arts, and liked the flexible way in which forces were used to defeat in Taekkyeon.

culminating in the learning process for the civilians and the students. The widespread of

Some of the Danish friends visited Korea afterwards and constantly kept with learning the

K-pop in Brazil helped with the receiving process and a very good response even before

art of Taekkyeon.

starting the Taekkyeon performance. The good responses started with the Korean Wave

Some of the young people who continued training even participated in the World

culture, but one could see that the students who were learning TaekKyeon were very sin-

Taekkyeon Competition held after the initial teachings. The results of wins and losses not

cere and interested.

mattering to them they showed their best effort which was met with many applauses.

Also, the reactions of the Brazilian locals were very good. The members of Capoeira,

However, due to the burden of having to pay for everything the development of Taek-

which is registered in 2014 as the UNESCO Intangible Heritage of Brazilian martial arts,

kyeon has sadly slowed down. However, it is still maintained as there is now a pipeline in

learned Taekkyeon with fever and performed the concerts together. It was a precious time

Copenhagen, opened recently, sparking a renewed interest.

to once again confirm that we could create harmony through mutual martial arts in intagible heritages.

4) Uzbekistan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aekkyeon will continue to contribute to the overseas

Since 2014, the National ICH has promoted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operation

dissemination by using the Korean Cultural Services, which are distributed all throughout

project with the Central Asian Overseas Koreans in order to reinforce the capacity to t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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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to overseas Koreans and to enhance their national identity.

Cultural Partnership Project have developed into a total of ten participants from 8 dif-

As a result, the Korean Cultural Services in Tashkent, Uzbekistan, dispatched lecturers for

ferent countries. These students also learned about other Korean culture such as Korean

Taekkyeon, Jinju Sword, and Chief Captains to the spread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restling and the Korean language. Participating countries with the number of student(s)

in Central Asia from November 4 to November 23, 2014. From 2015 and 2016 many prac-

next to them were of the following: Ghana (1), Laos (1), Myanmar (2), Senegal (1), Cam-

titioners were sent to the area, becoming a business that contributed in the spread of Taek-

bodia (1), Uzbekistan (1), Colombia (2) and Mongolia (1). Cultural Partnership Project has

kyeon.

trained 200 hours of Taekkyeon within five months. Through showcasing the Taekkyeon

After the class, the subjects made presentations on their learning which provided feed-

they learned along with their countries’ martial arts, the students performed in elementary

back on the effectiveness of the education. Among those who learned Taekkyeon through

schools and gyms in Chungju. This showcas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ducating of the

this project, some participated in the World Taekkyeon Competition and demonstrated

globalization of martial arts.

their acquired skill.
In addition to the above mentioned countries, Taekkyeon is spreading to many other

2) UNESCO International Martial Arts Center for young experts in Martial Arts

countries such as Norway, China, USA, and Canada. Requesting dispatch of Taekkyeon

Research Project

trainers and masters to all of the countries mentioned has not occurred because of the lack

The young expert martial arts research project was conducted to provide young martial

of funding and pay for these skilled teachers.

artists from around the world with an opportunity for comparative research through Taek-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arry out overseas Taekkyeon dispatching project
by establishing a close cooperating system with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the Cultural

kyeon training and to explore ways to preserve their own traditional martial arts in accordance with the UNESCOs’ entry process.
For three months from September to November, 2017, five martial arts experts from

Properties Administration and Chungju City. It has however shown to have logistical problems and the homework keeps piling for these organization and city.
As long as Taekkyeon does not fully support foreign missions dispatching at the na-

municipalities in France, Spain, Uzbekistan, and Kenya participated in the training, including martial art teachers, researchers, public servants and graduate students.

tional level, like that of Taekwondo, it is going to be a very difficult task for the only collaborators such as an organization and a city to overcome.

During the three months, Taekkyeon practitioners were taught, theoretical lectures on
Taekkyeon history, Taekkyeon designation of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ESCO certification process, and cultural or social values of Taekkyeon were conducted.
Many recognized the positive effects of martial arts that has on the society. The mar-

2. Examples of inviting foreign youth

tial arts expert of each country showcased their unique art and learned about the systematic capability for martial art development in Korea. It was also an opportunities for the

1) Cultural partnership project

The Cultural partnership project aims to build a global cultural network with the growth of

youth and the women of the respected nations to research about the preservation of Taek-

cultural competence in the country through the continuous sharing of information and co-

kyeon and their martial art.

creation among experts in the field of culture
development assistance

(ODA).

(compan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a public

It is a representative cultural project supporting the training

and creation of specialists in the culture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3) World Taekkyeon Competition and Taekkyeon camp

The World Taekkyeon Competition began in 2008 to help globalize Taekkyeon. A total of

Taekkyeon being the great cultural heritage of the Republic of Korea, collaborating

10 conventions were held since, with the support of Chungcheongbuk-do Office and Chun-

with Cultural Partnership Project, starting in 2013, taught three young students in their

gju City. Although it is named the World Taekkyeon Competition, many countries were

twenties from three different countries in Moldova, Vietnam, and Ukraine for a period of

unable to participate due to the lack of budget and the overseas branches of Taekkyeon.

three months from August through November of that year. They have kept practicing since

Also Taekkyeon education overseas has failed to systematically continue. In order to mini-

their learning.

mize the changes in gestures, the event is trying to also focus on teachings of Taekkyeon.

In 2017, the project started in July through December of that year. Participant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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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s, so it is to advance the Taekkyeon competitions, The focus is mainly on the continu-

growth. In addition, it can be said that trainees or students of this art can lead their friends

ous Taekkyeon development.

who has been exposed to juvenile crime to a ritual of dedication and discipline.

Through this event, on average, Taekkyeon training is given to over 100 overseas

Taekkyeon has the history and the spirit of our nation enveloped into it, Mutual pros-

youths in 20 different countries every year, so that Taekkyeon skill improvement is carried

perity and reciprocity also developed from Taekkyeon creates a habit of respecting one

out, leading to the spread of Taekkyeon when these trainees return to their countries.

another as well as developing self-awareness in light of other people. To pursue the right

However, there is no financial, manpower, or administrative support for these overseas
branches in addition to these educational programs making it very difficult to manage.

personality through constant self-reflection and enlightenment is part of this development
through Taekkyeon.
Adolescence is a time when the teenager's desire to focus on what he or she is currently learning and the desire to be a professional from its teachings grows. This is because

V. Conclusion

during the immersion in teenage years to their twenties, there is a desire for their learnings
and thoughts to be unforgettable and helpful for the rest of their lives.
Therefore, it is often the case that physical activity such as martial arts is chosen as a

1. The importance of Taekkyeon education for the youth

When we look at the characteristics of being an adolescence, it mainly shows the growth

method of self-realization. An example of this is when the activities started in college or

physically and emotionally, it is also a time when the desire to expand their relationship

high school clubs become their occupations.

with friends, teachers, and their own cognitive functions. It is a time when self-centered-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for one to decide the right career path to study in the

ness becomes strong along with their egos and the future is full of worries from expecta-

entrance examination system of Korea. It is often not easy to do club activities that one

tions and the anxiety that follows.

would necessarily want to do in college campus rather out of wanting a realistic job from

Adolescence is also a time when their egos develop which makes them want indepen-

the experience.

dence and freedom. This period should allow them to develop rational thinking, building

Therefore, the encouragement of intangible heritages, such as Taekkyeon, should not

up rational values, and a sense of responsibility. It is an important time for them to grow

come from just the marginal or some groups. The development and encouragement of

up into healthy adults physically and mentally.

these areas should be supported by the national policy formulations.

Adolescence is a period of rapid growth, physically and mentally, prior to adulthood.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stitutional support not only for domestic but

This is the time when energy accumulates excessively in the body, so it is important to

also for overseas youths. Spreading UNESCOs’ Intangible Heritage Taekkyeon, can be

properly emit this energy through physical activity. However, if an erroneous conscious-

a platform of introducing and vitalizing Korean culture to the world, At the same time,

ness is settled, the eruption of energy can be dangerous in that it can lead to juvenile crime

it can also be a basis for spreading diverse cultures to the younger generation around the

such as assault, theft and other malicious activities.

world and for making their youth full of happy and healthy times through good cultural

Therefore, adolescence is the most active period of development, and the importance

heritage that is proudly our own.

of the right personality cultivation during this period is paramount for the basic competence to live as a member of society(Dayeon Kang, 2018).

2. The future direction of Taekyeon youth education

Experts in youth education argues that the personality cultivation of youth is infl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various educational systems of Taekkyeon,

enced by history and tradition of their respected countries and is also influenced by the

a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Korea and the UNESCOs’ humanity intangible

emotions of the people. It is pointed out that educational methods reflecting national eth-

herit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future direction of Taekkyeon youth

nography or traditional ideas inherent in their ancestors are more desirable and effective

education and to identify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aekkyeon Education in

then that of a foreign way of learning(Yoonyi Han, 2013; Gyeongtae Chang, Seongno Lee, Jaesik Ahn, 2016).

terms of pursuing its value for the long term.

Therefore, if one practices their mind and body through Taekkyeon, one will natu-

Our current society has come to an era where we can make predictions through vir-

rally make a positive eruption of energy which will lead to a positive physical and mental

tual reality, and big data. These innovative technologies will be accelerated in the near 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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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e, and our society will rely on these system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Thir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more systematic specialized TAF education system

which will inevitably change the world. The meaning of 'humanity,' and 'human being'

and a combined education system of current apprenticeship education through the estab-

will eventually become synonymous, making it hard to distinguish between the two.

lishment of major schools in TAF or college by going one step further from TAF education

Therefore, education for the future is more desperate for human-centeredness, As the

system currently being implemented.

choice for human beings between the desire to accumulate wealth and capital while the
other people or the community may get lost in vein.

Other fields such as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dance have already become interdisciplinary and are showing progress through professional training. In addition to some

The meaning of humanity and human coexistence are the factors that are already
contained in the teachings of Taekkyeon. However, it is crucial that the direction and the

popular areas, the field that can play a role in youth education such as Taekkyeon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college major and the expansion of special .

method of future-oriented education develope one step ahead of the current education

If it is not possible to quickly approach the issue of employment and student recruit-

method, so that they can be developed without being abandoned in a rapidly changing so-

ment in general universities, it is also a good idea to gradually expand it first in related

ciety.

universities such as Korea Traditional Culture University and Korea Art University. How-

First, Taekkyeon education shoul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ethics and values

ever, the teaching method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advantage of apprenticeship

rather then the function and its capabilities. The function and the capacity of Taekkyeon

education which is composed of one-on-one or one to four or five students in a univers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eachings in Taekkyeon education, but this will be a society

system where a large number of students are educated in one professor.
Fourth, we should actively promote exchanges with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in which learning opportunities are provided in various ways through virtual reality, aug-

of the UNESCO Humanity in the world, and expand the door to global Taekkyeon tradi-

mented reality, etc.
However, the physical senses and emotions that one feels in the mutual training of

tional education in Korea.

the Taekkyeon are not possible with the mere power of science. Also, in order to properly

By educating young people about the traditional culture of foreign countries, they will

grasp the attributes of Taekkyeon one must respect the opponent and to practice respect-

be able to understand various ways of approaching traditional culture and improve their in-

ing, as it is impossible not to know the ethics of the individual and the value of the com-

terest and expertise in traditional culture. It is necessary to broaden the viewpoint by edu-

munity with fully emerging one self through this practice.

cating people to recognize the difference and to recognize the meaning of one community.

Second, in order to create the individual self-este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or example, the Egyptian Tahteeb(stick game) is a martial arts dance that uses martial

systematic education that reflects the nature of Taekkyeon, which is based among the

arts and long sticks that occurred 5,000 years ago. Egyptian men learn Tahteeb as a form

Taekkyeon community. Also future society will take fantasy skills and knowledge of par-

of play or self-defense, It is very similar to the form in which Taekkyeon has been changed

ticipation will be enhanced, as well as desires that will linger in the current global society.

as a means of play and self-defense in military martial arts.

Therefore, the value of future education should be focused on the community, education,
and that of human endeavors as valuing it should be given priority.

If these fields interact with each other and understand and develop each advantage and
uniqueness, it will become a more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in the world.

It is self-evident that individualized education that meets various needs such as body

Fifth, the public diplomacy of Taekkyeon projects can be confusing because there are

shape, personality, and Taekkyeon motivation of each individual is obvious, but it is a

many overlapping parts and the organizers of the projects are ambiguous. Therefore, it is

combination system in which Taekkyeon training education is carried out in a large frame

necessary to organize the support of the national support project or to leave the educational

that is consistent with the public purpose of pursuing for the community.

part in one place if it is difficult It is important to prevent redundant budget waste and im-

In other words, there will be a goal that the Taekkyeon community pursues. For exam-

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ple, if the gesture of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conveyed to future genera-

Although various projects such as the current cultural partnership project, the young

tions, a detailed system of personalized education of individuals is carried out within this

martial arts research project, the World Taekkyeon Competition Camp, and the UNESCO

goal. In this framework,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dvanced education system in the

International Exchange Project are being carried out, the sponsorship of each project is

present educational system.

different and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of instructors of each project are not uni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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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room for falling, and I miss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choice and concentration.
In addition, it is very disappointing that the sustainability of these projects is inferior
and the business period is short. Education is said to be a century-old system, but the focus
of the budget should not be to fade the long-term meaning of education.
Sixth, if you emphasize the profoundness of Taekkyeon to general adolescents who do
not do Taekkyeon, you can naturally feel Taekkyeon difficult or fair. Therefore, Taekkyeon
education in general social education requires interesting and fun-oriented pedagogy rather than pursuing the intangibles of intangible heritage or showing profoundness. In modern
society, first of all, traditional culture can survive.
However, the pursuit of fun does not end with fun, bu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teaching method that leaves a point to be taught by educators because of the principle of
one Taekkyeon and the educational message that must be delivered. In other words, the
educator should be able to wait as long as the beneficiary can receive the one, rather than
give one at a time.
Korea's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76, and the UNESCO World Heritag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aekkyeon.
It can be asserted that it is undoubtedly a good medium as a mechanism of youth 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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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ion and human peace for the upcoming future.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ways to go
and there are many mountains to overcome. I am sorry to have a slow step, but in the near
generations, I wish all the young people of the world to follow the steps and body movements of Taekkyeon and I imagine the globe becoming a Taekkyeon community shouting
"Ik" and "Ek," shouts of Taekkyeon for enhancing the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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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ant

4. 문화 동반자 사업

“2017년 7월 ~12월, 8개국, 10명, 5개월의 200시간을 했다고 함.”

택견 청소년 교육의
미래지향적 방향

→ 자국에서조차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외국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너무 시기상조인 듯하다.
→ 외국사람의 경우 택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훈련과 교육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맛보기 식으로 흥미를 유도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5. 세계 택견 대회 및 택견 캠프

지안지아오 수

“2008년~2018년 총 10회 , 1년 1번, 해외지부 활성화 에 대한 문제점이다.”

용인대학교 교수

→ 해외에 택견 지도자분들이 많이 나가 있다고 논문에 쓰여져 있지만, 변화하는 추세
에 그 분들이 못 따라가는 것도 많을 듯 싶다.
→ 해외에서 한국으로 교육을 받으러 오는 것이 비용문제가 가장 클 것이고,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한 것은 인터넷 활용이 빠를 듯하다.
→ 적은 시간을 들여 많은 것과 비용 해소 문제에 큰 도움이 될 듯하다.

1. 대학교육 사례

“교양과목으로서의 학생들의 출석률이 저조하다.”

6. 결론

→ 기본적인 대학교 교양과목에 택견이라는 홍보 부족도 있지만, 과목을 신청한 학생의

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선 논문 제목과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무엇인가 안 맞

경우 출석률이 저조하다 라는 것에는 동의가 힘들다.

는 듯 하다.

→대부분 수업을 하면 학생들은 시험을 못 치뤗으면 못 치뤘지, 출석률은 좋은 듯 하다.

→ 청소년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지 궁금하다.

→ 이런 부분에서 많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② 택견이라는

홍보 부분이 많이 아쉽다.

2. 학점은행제

→ 아직 택견과 태권도를 구분 못하는 사람도 많은 것이고, 택견이 태권도 일 부분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택견학점은행제 시행하고 있는데, 학생 수 부족이라는 것”

→ 정확한 구분을 통해 택견이 태권도와 다른 차이점을 홍보를 통해 알렸으면 한다.

→ 학생 수 인원충원은 각 학교마다 소속 학과에 학생 수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긴 하나.
특히 택견학점은행제는 더욱 더 홍보활동이 너무 부족한 현실이다. 본인도 택견학점은

③ 홍보부족이다.

행제를 이번 기회를 통해 처음 접하여서 택견이라는 홍보활동이 원활 했으면 좋겠다.

→ 위에서 말했다시피 대학교 학과 개설 및 학점은행제에 대해 언급이 나왔지만, 아직
모르는 학생들이 태반이다.

3. 초,중,고등학교 사례

→ 본인의 생각은 초,중,고 방과 후 학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택견을 홍보하는 효과와,

“2016년부터 시작 해서 단발성으로 대부분 끝난다.”

학생들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면 대학과 학점은행제에서 큰 호응을 얻을 듯

→ 택견을 초,중,고등학교에 전파한지 2년이라는 시간 밖에 안 되었고, 얼마나 많은 학

하다.

교에 전파되었는지도 구체적으로 논문에 표기 되어 있지 않다.
→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다가가야 할지 조금 더 모색해
야 할 것이고, 본인의 생각엔 방과 후 학습을 통해 조금 더 많은 학교에 택견 전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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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ultural partnership project

Future-oriented Directions of
the Teens’ Education in Taekkyeon

	“From July to December, 2017, 10 people, 8 countries, 200 hours over a 5-month period”
→	It is premature to promote it for foreigners with few promotions even in Korea where
Taekkyeon has originated.
→	For foreigners, most of them do not know Taekkyeon. So it would be better to let them
experience a bit of Taekkyeon so that they can get interested in it, rather than spending too much time in training or learning it.

Jian-Jiao SU
Professor, Yongin University, China

5. World Taekkyeon Competition and Taekkyeon camp

	“There is a problem of activating overseas branches, to which Taekkyeon was promoted once a year, totally 10 times from 2008 to 2018.”
→	It is written in the paper that there have already been a lot of Taekkyeon instructors
abroad, but it seems that many of them cannot follow the changing trend.

1. University education case

	“The attendance rate of the students taking the course outside of their major is signifi-

→	As for the way of taking the Taekkyeon lesson, it would be the faster way to use the
Internet than come all the way to Korea to learn it since it costs a lot.

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students in major.”
→	Although there was a lack of publicity campaigns to promote Taekkyeon among the ba-

→	Using the Internet will be a great help to cut down the cost and spend less time to
learn it.

sic university liberal arts courses, it is hard to agree that the attendance rate was low.
→	There might be the students who failed the exam, but most of them had a good attendance record. I wonder what the evidence upon which such results are based on is.

6. Conclusion

①	I personally think that the title of the paper doesn’t cohere with the direction in which
we will proceed.

2. Academic Credit Bank System

	“Even though Taekkyeon Academic Credit Bank System has been in operation, there

→	It is expected to show in the paper how to run its youth education program, but there
is nothing about it at all.

is a lack of students who apply for its course.”
→	In fact, the student shortages are the problem that almost every university has, but es-

→	I would like to have some discussion on these matters.

pecially in case of the ACBS of Taekkyeon, it is true that its publicity campaigns are

②	There is much to be desired in the publicity of Taekkyeon .

not good enough. The Taekkyeon ACBS is even new to me, but I sincerely hope that

→	There will be many people who cannot distinguish between Taekkyeon and Taekwondo, and who look at Taekkyeon as a part of Taekwondo.

this attracts more students to the course of Taekkyeon.

→	I hope that it will be publicized how Taekkyeon is different from Taekwondo.
3. The case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	Taekkyeon started to be practiced in 2016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but

③	There is a lack of public relations.
→	As I mentioned earlier, although the Taekkyeon ACBC was instituted and Taekkyeon
courses were added in universities, there are not many students who know about it.

most of them were closed as one-offs.
→	It has been only two years since Taekkyeon was spread to elementary, middle, and high

→	In my opinion, after-school activitie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seem to
be a good way to let people know about Taekkyeon, and the ACBC and Taekkyeon

schools, and it is not specified in this paper how many schools it has been spread to.

courses also will appeal to students if its vision is presented to them.

→	Things will improve over time, but in my opinion, it will be necessary to find out more
ways to allow easier access to Taekkyeon and teach it to a lot more schools through
after-schoo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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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es an identity-forming culture and creates a place of encounter, accessible for all. The most
recent project of the Werkraum School is aimed at fostering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 of-

Cooperation in Regional
Craftsmanship as a Culture of Sharing
Werkraum Bregenzerwald, Austria:

involving elder professionals in the knowledge transfer. All of these are basic measures for a

how a collaborative and dynamic crafts scene creates
dialogue and sustainable effects on regional development

I. Succesful Partnership in Austrian Craftsmanship

fering good prospects for young people by giving insight to a wide variety of crafts and actively

peaceful and succesful coexistence.

Various activities throughout Europe including exhibitons, symposia and research assert
that crafts-manship is currently experiencing a renaissance. In the past years the Austrian
Renate BREUSS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focused on traditional craftsmanship. With the

Head, Working Group Crafts and Research, Werkraum Bregenzerwald, Austria

joint inscription of three regional centres for craftsmanship-the Werkraum Bregenzerwald,
the Textile Centre of Haslach and the Hand WerkHaus Salzkammergut-on the UNESCO
Register of Good Safeguarding Practices, these activities have earned international recognition. Although the three organizations have different regional policies and programs all
of them implement region-specific measures for safeguarding and creative transmission of

Abstract

craftsmanship knowledge and skills-in a collaborative way. They joint and share forces in
For the past few years, a special focus of the Austrian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as

their regional acting on one hand and benefit each other on the other hand. In the sense of

laid on traditional craftsmanship. By the joint inscription of the regional centres for craftsman-

the Unesco Convention: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handed down from one genera-

ship Werkraum Bregenzerwald, Textiles Zentrum Haslach, and Hand.Werk.Haus Salzkam-

tion to the next, thus reinforcing social cohesion and generating meaning and identity as a

mergut in the UNESCO Register of Good Safeguarding Practices, these activities have earned

unifying element that brings a community together.

international recognition. All of the three centres implement region-specific measures for the
safeguarding and creative transmission of craftsmanship knowledge and skills - in a collabora-

II. Learning from the Werkraum Bregenzerwald

tive way.
What principles might we learn from such partnerships in craftsmanship that can be applied to designing, producing and managing life in a common benefit and sustainable way?

Which principles of collaborative acting and thinking we might learn from such partner-

These are the key issues addressed by the presented example of the Werkraum Bregenzer-

ships in craftsmanship, that can be applied to designing, producing and managing life in a

wald, founded in 1999 by 100 local handicrafts. True to the credo, “take control of your own

commonbenefit and sustainable way, will be the key issues of my following presentation.

future, side by side.” Handicraft culture in the region of the Bregenzerwald (a region located in

Work together for a better future

the State of Vorarlberg, Austria) enjoys a rich centuries-old tradition. To this day, human usage
and behaviour has formed and changed its cultural landscape, shaped by agriculture, the crafts

As former CEO and actual head of the crafts-research I first give you an overview of the

industry and tourism. As an economic pillar of the region, the association of the Werkraum

initial situation when the Werkraum has been founded, 20 years ago. True to the credo,

Bregenzerwald is challenged to adapt to the emerging needs of its members, to use and share

“work together for a better future, side by side.” The initiative of almost 100 craftspeople

technological possibilities and to make the crafts attractive for young people. The establishment

built on centuries-old handicraft traditions, formerly organized in guilds. Already in the

of the Werkraum House in 2013, designed by the renowned Swiss architect Peter Zumthor, pro-

baroque period a guild of different building trade workers and master builders, renow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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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Baroque Builders of the Bregenzerwald, decisevely inf luenced the building of

Architecture and craftsmanship

churches and abbeys well beyond regional borders, in Germany, Switzerland and France. It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the Bregenzerwald is a world of its own, in the past as well as

was then a necessity that drove them out in the world. Bringing new knowledge back with

today. It is not that equally good examples of buildings don´t exist in other countries and

them when they returned home. This cultural heritage is not only witnessed by tangible

regions. The difference lies in the quantity and in its courageous blend of tradition and

heritage. As a human treasure it lives on in the up-dated form of the Werkraum Bregen-

modernity. You find old farming houses standing respectfully next to a modern building.

zerwald, in its open minded approach.

Both meet high aesthetic and functional standards. Qualities such as taking care of re-

Werkraum Bregenzerwald is a craft and trade association established in 1999, unit-

sources and materials, buildings detailing and treating and a respect for doing a job well

ing craftsmen of different guilds, promoting cooperation and exchange of ideas. Today, it

for its own sake are attitudes coming from traditional craftsmanship. Wood f.e. is felled in

consists of 91 members representing different crafts and trades such as carpentry, cabinet

the winter, handeled according to the phases of the moon, allowing to dry slowly in the air

making, metal work, plumbing, electrical engineering, upholstery, construction, clothing,

and in own seasoning houses, neither varnished nor stained, but left untreated or leached,

shoemaking, butchers, goldsmith and other service sectors. The activities of Werkraum are

pre-wet, oiled, waxed, so the the products continue to breathe, aged visibly. This age-old

financed through annual membership fees and funds from government and the EU, and

knowledge and skills offer a solid foundation for innovation. Architecture and craftsman-

regional subsidies and private sponsorships. The association is run by the headquarters

ship are closely interwoven and are a symbol of that which the locals of the Bregenzerwald

with a CEO and a board of 7 directors – all of them owner of modern crafts enterprises

are considered to be experts in: hard work ethic combined with the appreciation of beauty

representing the different branches and sub-regions. Current CEO is Thomas Geisler, and

and pleasure, both sophisticated and practical. This interplay is both visible and percep-

Chairman of the Board is Martin Bereuter.

tible in many places. One of them is the Werkraum House in the village of Andelsbuch,
opened in 2013 as the new and steady home of the Crafts, where competitors can grow to-

Small Businesses, strong entrepreneurial spirit

gether under one big roof.

Most workshops are small enterprises with fewer than 10 employees. In this small businesses private living quarters and the workshop are still close together. Children move

The Werkraum House, a Venue and a Show Case, opened in 2013

about naturally in the workshops and business spaces curiousely eyeing whats going on.

The establishment of the Werkraum House, designed by the renowned Swiss architect

In the opinion of surprisingly many craftspeople this is a good condition to secure the suc-

Peter Zumthor promotes an identity-forming culture and creates a place of encounter, ac-

cession of the crafts businesses with their strong entrepreneurial spirit and openess to dia-

cesible to all - to the crafts-people, to the visitors and clients, to scholars and kids. The

logue.

building is a showroom of the local crafts as well as a link to the many regional firms who
present their work in the Werkraum House. Seven hundred square metres are laid out
under a load-bearing wooden grid, held in place by fourteen finely dimensioned wooden

Regional Identity

The region of the Bregenzerwald is located in the very west of Austria, in the state of

hinged columns that are wrapped with leather bands. A sense of presence that appeal to

Vorarlberg. Close to Lake Constance, a neighbour of Germany, Switzerland and the Prin-

all senses. Three concrete blocks are cut into the structure, the lift shaft, the kitchen and

cipality of Liechtenstein. Gently rolling hills and high mountains, pastures, forests, 22

the staircase block. The ceiling-high expanses of glass, housed in steel frames, allow out-

villages, 30,000 inhabitants and almost that many cows. This cultural landscape has been

side and inside to blur with one another. A grand gesture of invitation. The building’s dark

formed by its human usage and behavior, shaped by the Crafts Industry, Tourism and Ag-

materials give it a noble sense of reserve, so that the range of colours that the exhibition

riculture. Cheese has been produced traditionally in small cooperative dairies, “as the one

objects bring in with them are given a chance to shine.

man’s cow does not produce a big loaf of mountain cheese.” Next to the tradition of beeing
organized in guilds these dairy cooperatives are another source for the vivid sense of community, an essential for regional identity.

Respect for what´s around

How does Zumthor reach these qualities of Atmosphere and Character in his buildings, his
sense for a specific site? Spacial and sensual experiences are always the result of inten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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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orts throughout the development of a site, of a construction, of a piece of furniture, of

submitted works are shown in various locations within the community of Andelsbuch.

a piece of craft - right from the Start. Zumthors exacting approach and his concerns about

Old workshops(a bakery, a blacksmith’s foundry, a sawmill, a butcher’s shop and barns) are adopted as ex-

materials, making and crafting is tangible in result and in use, the quality is embedded in

hibition spaces. The ambience of the old buildings adds an interesting light to the mod-

the making. In all his projects Zumthor draws on regional knowledge and skills. This pro-

ern exhibition, reminding the visitors of a long craftsman’s tradition in Bregenzerwald.

cess is characterized by an intense dialogue and constant questioning, by producing many

Visitors can stroll from one location to another, with time for reflection and discussion.

prototypes and samples, by intangible values. Since the craftspeople were also the builder

Handwerk+Form has been held in its 8th edition recently, with a record of 120 submis-

they easier indulged on this passion and got familiar with his respect for “what’s around.”

sions. During the exhibition of Handwerk+Form the Werkraum House serves as meeting

Peter Zumthor needs highly skilled tradespeople to realise his visions, the craftspeople

and info point, with a restaurant and a construction site for children.

need masters like him to keep the qualities of the crafts alive, sharing and exchange ideas
and knowledge at eye level. The building is an expression of this concentration and quality

Social cohesion as a force field

of regional craftsmanship and, at the same time, a celebratory gesture of the proud sense

Handwerk+Form has the potential of becoming an impetus for modern designers. But it is

of the protagonists’ own identity, apparent in the way they make the results of their work

even more. Handwerk+Form creates social cohesion through the engagement of an entire

public and open for discussion.

village. The village of Andelsbuch has hosted the Competition since 1991, the owners of
the adopted exhibition venues are engaged personally and emotionally since the very beginning. The establishment of the Werkraum House finally built on these good relations

Handwerk+Form, a driving source

In the basement of the Werkraum facility, a collection on loan from the Vorarlberg Mu-

with the local people and regional craft cooperatives. The municipality provided one of her

seum accumulated from the Handwerk+Form(Crafts+Form) competitions. Handwerk+Form

best plots of land in a central position of the village, directly on the main road. Its mainly

goes back to 1991, when the Craft and Trade Association of the community of Andelsbuch

the social cohesions that made this possible. To maintain social contacts in this way costs

in Bregenzerwald celebrated its bicentennial anniversary. For this occasion, the Associa-

an enormous amount on energy on top of everydays “real” work. “A lot of times one has to

tion wanted to present a contemporary image of the trade with foresight. A project group

jump over one’s own shadow in order to recognize common strength.”(Johannes Mohr, upholsterer

in cooperation with a designer came up with the idea of a competition bringing together

in Andelsbuch and co-founder of H+F)

craftsmen and designers. It was so successful that what was a single jubilee event became

Due to the multifunctional room concept of the Werkraum House and the impact that

a triennial tradition since 2000 with Werkraum Bregenzerwald as organizer. Today the

the architecture has on the atmosphere the building opens a wide range of social activi-

competition is a great driving force for the regional culture of crafts in exchange with in-

ties. A restaurant serves lunch every day and many craftspeople are sitting together at long

ternational designers.

wooden tables made out of maple wood. Once a year the Werkraum House turns into a
ball room, uniting people from all over the place dancing and celebrating the crafts. In its
yearly repetition and careful choreography it has become a form of a ritual communica-

Intense Dialogue, a strategy

The competition guidelines of submitting a prototype developed as a team leads to inten-

tion, building and strengthen relationships between the craftspeople and make them proud.

sive cooperation between the craftsman and the designer, very often an architect. This con-

Cooperative spirit becomes an attitude.

tinually gives rise to new contacts that go beyond the framework of the competition. The
traditionally intense contact between craftspeople and regional architects as a fructifying

Attracting and gaining young people for craftsmanship

and close cooperation is kept alive not least by the competition of Handwerk+Form. For

Many young people are not attracted by the various professions of the crafts. Manual

regions with a strong building trade this is a succesful strategy.

skills do not seem to be prestigious enough within the present-day society, caused by the
gap between academic and vocational training on one hand and much better financial resources of the big industries in recruiting apprentices on the other. All of the three Centres

Participation of a whole village

Every competition is followed by its special exhibition format of a village round-trip. All

of Craftsmanship are faced with these problems. As cooperations they are able to set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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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s and counteract with appropriate measures. As a joint platform of small businesses

maintains and creates local jobs and training opportunities as an economical impact.

the Werkraum Bregenzerwald breaks new grounds in voactional placement. A most recent

The production of long term goods with its ecological effects protects environment and

project is the Werkraum School. The School combines apprenticeship and a trade school

matches main issues in Cultural Heritage Policies. The establishment of trusting relation-

into a 5-year educational program, initially created as a pilot project. The goal is to give

ships, the high awareness and responsibility for soft skills in the vocational training is a

an insight into the wide range of professions in the trades and to open doors in career

still underestimated potential of craftsmanship. In the words of Richard Sennett “the social

orientation and guidance. The first years help to get a sense of what a young person is re-

world of craftsmanship is recovered.” Sennett defines craftsmanship as an attitude, as a

ally drawn too. Internships allow experiences with different materials and give accurate

teamwork in an open system. These qualities can be perfectly well transferred into other

pictures of the professions, the businesses and the working methods. Other projects take

contexts and surroundings. To promote exchange and share knowledge with designers and

place in the Werkraum House. The project, “Werkraum School Building Days” was part

architects emphasises the aesthetical aspects and preserves cultural quality. The aim of the

of the summer exhibition, “Alphabet of Life - the Natures Lab.” In this project of first and

Werkraum Bregenzerwald, to promote the culture of the crafts and raise awareness for its

second-year Werkraum School sixty young people built a special structure made of wood,

safeguarding as an issue that is important to society and a peaceful coexistence will be a

and oriented it in conformity with the summer exhibition towards nature’s building prin-

constant and emerging challenge.

ciples while simultaneously relating it to the Werkraum House architecture. The temporary
construction under the projecting roof of Peter Zumthor’s building is, at the same time, a
“nesting place” for the next generation and was on show until a few days ago. Elderly or
retired professionals were actively involved in the coaching and in the knowledge transfer.
This offers solidarity between the generations and good prospects for the young people.
Face to face transmission, handed down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reinforces social
cohesion and generates identity with the region and its culture. From the economic point
of view the businesses aim for the young people as they are the mainstay of their future.
Our cabinet makers train many young talents in their workshops. As a consequence of the
Werkraum activities they receive inquieries from other federal states but also from young
people in Germany who want to learn their trade from Werkraum members. In a culturesocial-historical perspective, the community respectively the internal relations between
master and apprentice have always been referred to as a specialty of crafts. Masters of

Sources
Aicher, Florian; Renate Breuss: eigen+sinnig. Der Werkraum Bregenzerwald als Modell für ein neues
Handwerk. München 2005
Durisch, Thomas (Editor): Peter Zumthor. Bauten und Projekte, 2008 - 2013, Bd. 5, Zürich 2014

Fiel, Wolfgang (Editor): Getting Things Done: Evolution of the Built Environment in Vorarlberg. Basel
2014

Gögl Hans-Joachim; Clemens Schedler (Editor): Big Strategies for Small Businesses. Exceptional
Projects in Europe. 2009

Janz, Caroline: Was wir vom Handwerk lernen können. Zwei Subjektivierungsfiguren als empirische
Irritationen für den etablierten Subjektivierungsdiskurs. In: Leviathan, 45. Jg., 2017
Sennett, Richard: The Craftsman. Berlin 2008
Werkraum Bregenzerwald, www.werkraum.at

craftsbusinesses have always shouldered responsibility for their apprentices and employees
in concerns of soft skills. This social constituted tradition in crafts businesses-we are a
family- is considered as a business investment, it meets economic interests as well, because this companies finally train for themselves and take the burden to accept apprentices
with even more difficult social backgrounds.

III.

Crafting a More Human and Sustainable Future

In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is based on four constitutional parts
(economic, ecological, social and cultural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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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오스트리아 공예에 있어서의 성공적인 파트너쉽

지역공예의 협력과 나눔 문화:
오스트리아 사례

전시회, 심포지엄 및 연구를 포함한 유럽 전역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은 수공예가 현재 그 르
네상스를 맞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지난 수년 동안 수공예는 오스트리아의 무형문화
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리스트의 특별한 관심 대상이었다. 유네스코 모범 보호사례에
세 개의 수공예 지역 센터인 베르크라움 브레겐체르발트(Werkraum Bregenzerwald), 텍스타일 센
터 오브 하스라크(Textile Centre of Haslach) 및 한트베르크 하우스 잘츠카메르구트(HandWerk Haus
Salzkammergut)가

등재되어 이 활동들은 국제적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 세 개의 기관은 각각

서로 다른 지역정책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 모두는 협력적인 방식으로 수공예에
르네이트 브루스

대한 지식과 기술을 보호하고 창의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지역적인 대책을 실행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베르크라움 브레겐체르발트 실무그룹 공예연구실 실장

이들은 한편으로는 지역 활동에 있어서 뭉쳐서 힘을 합치고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에게 이
익을 준다. 유네스코 협약 차원에서 이 무형문화유산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이전되어
사회적 응집력을 강화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통일적인 요소로써 그 의미와 정체성을
발현한다.

초록

지난 수년 동안 수공예는 오스트리아의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리스트의 특별

II. 베르크라움 브레겐체르발트로부터 배우기

한 관심 대상이었다. 유네스코 모범 보호사례 (UNESCO Register of Good Safeguarding Practices)
에 베르크라움 브레겐체르발트(Werkraum Bregenzerwald), 텍스타일스 젠트룸 하스라크 (Textiles

상호 이익이 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실물을 설계, 생산, 관리할 수 있는 수공예 파트너

Zentrum Haslach) 및 한트.베르크.하우스 잘츠카메르구트 (Hand.Werk.Haus Salzkammergut)와 같

쉽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협력적 활동 및 사고의 원칙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나의

은 수공예에 대한 지역 센터들이 공동 등재되어 이 활동들은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 이 세 개의 센터들은

다음 발표의 주요 이슈이다.

서로 협력하여 수공예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보호하고 전수하기 위하여 각 지역에 맞는 조치를 실행한다.
공동의 이익을 발생시키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실물을 설계, 생산, 관리하기 위하여 적용될 수 있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함께 일하기

수공예 파트너쉽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원칙을 배울 수 있는가? 이는 100명의 지역 수공예술가들이 “서로

나는 공예연구 부문에서 CEO를 역임한 적이 있고 실제 업무를 지휘하는 사람이다. 나는

함께 하며 자신의 미래를 관리하자”는 신념에 따라 1999년에 설립된 베르크라움 브레겐체르발트의 사례

우선 20년 전 베르크라움이 설립되었던 최초의 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함

에서 다루어진 핵심 사안이다. 브레겐체르발트 (오스트리아의 포르알베르크 주 (State of Vorarlberg)에

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일한다」는 신념을 따르는 거의 100명에 이르는 공예인들의 이니

위치한 지역)는 수 세기 동안 형성된 풍부한 전통을 누리고 있다. 오늘날까지 인간의 이용과 행동은 농업,

셔티브는 과거 길드로 조직화된 바 있는 수백 년 된 수공예 전통 위에서 세워진 것이다. 바

공예 및 관광으로 형성된 문화적 풍경을 형성하고 변화시켜 왔다. 지역의 경제적 기둥이 된 베르크라움 브

로크 시대에 이미 브레겐체르발트의 바로크 빌더(Baroque Builders of the Bregenzerwald)로 알려져 있

레겐체르발트의 형성은 구성원들의 새로운 필요에 적응하고, 기술적 가능성을 활용하고 공유하며 젊은이

었던 여러 다양한 무역상들과 건축 장인들의 길드가 독일, 스위스 그리고 프랑스에서 지역

들에게 공예가 매력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2013년 스위스의 유명 건축

적인 국경선을 넘어 교회와 사원의 건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당시에 이들이 세상 밖

가인 페터 줌토르 (Peter Zumthor)가 설계한 베르크라움 하우스의 건축은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화를 증

으로 나온 것은 어떠한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새로운 지식을

진하고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를 마련한 것이었다. 베르크라움 스쿨의 가장 최근의 프로젝트

얻어 왔다. 이 문화적 유산은 유형적인 유산으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류의 보

는 세대 간의 연대를 형성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로써 젊은이들에게 광범위한 공예에 대한 통찰력을 주

물이 된 이 유산은 열린 마음으로 임하는 접근법과 더불어 베르크라움 브레겐체르발트라

고 지식전달에 있어서 나이가 든 전문가들을 활발하게 참여시키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평화롭고 성공적

는 업데이트된 형상으로 살아있다.
베르크라움 브레겐체르발트는 1999년에 설립된 공예 및 무역 협회로 다양한 길드의 장

인 공존을 위한 기본적인 조처라고 볼 수 있다.

인들을 모으고 협력과 아이디어 교환을 증진한다. 오늘날 이는 91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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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목공예, 캐비닛, 금속작업, 배관작업, 전기 엔지니어링, 업홀스터리, 건축, 의류, 신

건축과 수공예는 긴밀하게 얽혀있고 브레겐체르발트의 지역민들은 전문가라는 상징으로

발, 도살, 금세공 및 기타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공예와 사업을 대표한다. 베르크라움의 활

존재하고 있다. 아름다움과 즐거움의 감상과 어우러진 탄탄한 작업 윤리가 있어 건축과 수

동은 연회원비, 정부와 EU의 펀드, 지역의 보조금과 사기업의 스폰서쉽을 통하여 운영된다.

공예는 둘 다 세련되고 실용적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많은 곳에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

이 협회는 CEO 한 명과 7명의 이사가 있는 본부가 운영하며 이들은 모두 여러 상이한 지부

는데 그 중 하나는 안델스부크 (Andelsbuch) 마을에 있는 베르크라움 하우스이다. 2013년에 지

와 소구역을 대표하는 현대적인 공예회사의 주인들이다. 현 CEO는 토마스 가이슬러(Thomas

어진 이 건물은 새롭고 안정적인 공예의 고향이 되었다. 여기서는 경쟁자들이 한 지붕 아래

Geisler)이고

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이사회의 회장은 마르틴

베로이터(Martin Bereuter)이다.

2013년에 문을 연 쇼케이스로써의 베르크라움 하우스

소기업, 강한 기업가적 정신

대부분의 작업장은 10명 미만의 직원을 둔 작은 회사들이다. 이 작은 사업장들은 사적인 거

스위스의 유명한 건축가인 페터 줌토르가 설계한 베르크라움 하우스의 건립은 정체성을

주공간과 작업장이 여전히 가까이 배치되어 있다. 어린이들은 작업장과 사업 장소에서 자

형성하는 문화를 증진하고, 공예가, 방문자, 고객, 학자 그리고 어린이 등 모두가 접근 가능

연스럽게 뛰놀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들여다 본다. 놀랍게도 많은 공예

한 만남의 장소를 창출한다. 이 건물은 베르크라움 하우스에서 작업물을 펼쳐 보이는 많은

인들은 이것을 공예 사업의 계승을 담보할 만한 좋은 조건으로 보고 있다. 그 강력한 기업

지역 회사들과의 연계를 가능하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예가들은 이것을 전시실

가적 정신과 대화에의 열린 마음과 더불어서 말이다.

로 사용한다. 하중을 견디는 목재 그리드 아래에 놓여진 700 평방미터의 넓이가 가죽밴드
로 쌓인 14개의 섬세하게 조형화된 목재 경첩 기둥에 의하여 지탱된다. 그 존재감은 모든 감
성을 온통 자극하는 것이다. 세 개의 콘크리트 블록이 구조물, 리프트샤프트, 부엌 그리고

지역적인 정체성

브레겐체르발트라는 지역은 오스트리아 서부에 위치한 포르알베르크 주에 있다. 콘스탄체

계단 블록으로 나뉘어진다. 금속틀로 쌓여진 천정 높이의 유리 천공이 안과 밖을 함께 섞어

호수 (Lake Constance)와 가까운 이 곳은 독일, 스위스 그리고 리히텐슈타인 후국과 이웃하고 있

보여지게 한다. 사람을 매혹시키는 멋진 모습인 것이다. 건물의 어두운 자재는 고귀한 여유

다. 부드럽게 굴곡진 언덕과 높은 산, 목초지, 숲, 22개의 마을, 30,000명의 거주민이 있고 이

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 전시물품들의 다양한 색채가 더욱 빛난다.

들이 키우는 소의 수도 그 정도 된다. 이러한 문화적 풍경은 공예산업, 관광 및 농업에 의하
여 그 외형이 마련된 인간의 이용과 행동에 의하여 형성되었다. 「한 사람의 소가 커다란 치

주변에 대한 존중

즈 덩어리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치즈는 전통적으로 작은 낙농업 협동조합자들이 생산

줌토르는 특정 공간에 대한 자신의 감각이나 마찬가지인 이러한 자신의 건축물의 분위기와

하여 왔다. 길드로 조직되었다는 것 이외에도 이 낙농 협동조합들은 지역정체성에 있어서

성격의 특징을 어떻게 전달하는가? 공간 및 감각적 경험은 언제나 처음부터 공간, 건축, 가

필수적인 생생한 공동체 의식의 또 다른 근원이 되어 왔다.

구 그리고 공예의 발전 전반에 들어가는 극도의 노력의 결과이다. 줌토르의 까다로운 접근
법 그리고 자재에 대한 관심, 건축과 공예는 그 결과와 활용 속에서 유형화되며 그 품질은
만드는 과정 속에 깊이 이식된다. 줌토르는 자신의 모든 프로젝트에서 지역적인 지식과 기

건축 및 공예

건축 분야에서 브레겐체르발트는 과거나 현재나 자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였다. 똑

술에 의지한다. 이 과정은 격렬한 대화와 쉼 없는 질문, 많은 원형과 샘플의 제작 그리고 무

같이 멋진 건축물들이 다른 국가나 지역에도 존재한다. 다만 그 차이는 그 양과 전통

형의 가치에 의하여 특징 지워진다. 장인들은 건물을 짓기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과 현대성을 용감 하게 조 화시켜 놓은 것에 있는 것이다. 오래된 농가가 현대적인 건

열정에 더욱 쉽게 빠지게 되며 「주변의 것」에 대한 자신의 경이로운 감정과도 친밀해진다.

물 옆에 멋지게 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둘 다 심미성이나 기능적 표준

페터 줌토르는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고도로 숙련된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그리

에 있어서 높 은 수 준 을 자랑한다. 자 원과 자재를 다룬 방식, 건물의 섬세한 디테일

고 장인들은 작품을 살아 숨쉬게 하고 같은 눈높이에서 아이디어와 지식을 공유하고 교환

과 처리 그리고 스 스 로 멋진 작업물 을 만든다는 점은 모두 전통적인 수 공예에서 기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달인이 필요하다. 이 건축물은 지역의 장신정신의 집중과 품질의 표

인된 태도이다. 나무는 겨울에 베어지고

달 (月) 의

기 중에서 그리고 자체 시즈닝 하우스 (seasoning

주기에 따라 다루어진다. 이렇게 공

house) 에서

천천히 마른다. 니스칠도 하

지 않고 염료를 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두거나 침출되게 한다. 표면이 젖게 한

현이다. 동시에 주인공이라는 자랑스러운 정체성을 축하하는 하나의 몸짓으로도 볼 수 있
다. 이는 이들이 자신의 작업물을 공중에 공개하고 논의의 대상이 되게 하는 과정에서 분명
해진다.

뒤 오일을 칠하고 왁스질을 한다. 이로써 상품이 숨쉬도록 하며 눈에 띄게 오래된 것처
럼 보이게 한다. 이 오래된 지식과 기술은 혁신을 위한 단단한 기반을 마련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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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트베르크+포름 (Handwerk+Form, 수공예 +형식), 원동력

림자보다 더 높이 뛰어야 한다.」(요한네스 모르 (Johannes Mohr), 안델스부크의 업홀스터리 작업자이자 H+F의 공동

베르크라움 시설의 지하에는 한트베르크+포름 대회에서 모아진 것으로 포르알베르크 박

창립자)

물관에서 빌려온 작품들이 있다. 한트베르크+포름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브

베르크만 하우스의 다기능적 룸이라는 컨셉과 건축이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

200주년을 기

건물은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불러 일으킨다. 레스토랑은 매일 점심을 팔고 많은 장인들이

념한 해이다. 이를 위하여 협회는 선견지명이 있는 사업의 현대적 이미지를 내보이고자 하

단풍나무로 만들어진 긴 나무 테이블에 앉아 오래 함께 시간을 보낸다. 일년에 한번 베르크

였다. 디자이너와 함께 하고 있던 한 프로젝트 그룹이 장인과 디자이너를 한 데 모으는 대

하우스는 무도회장으로 변신하여 모든 곳의 사람들이 모여 춤을 추고 공예품을 축하한다.

회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었다. 이것은 너무나 성공적이어서3년마다 축제를 열게 되었고 여

매년 반복되는 행사와 세심한 연출 덕분에 이것은 하나의 의식과 같은 소통의 한 형식이 되

기서 베르크라움 브레겐체르발트가 조직자가 되었다. 오늘날 이 대회는 국제적인 디자이너

었다. 또한 장인들의 관계를 구축하고 강화시켜 주어 그들이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도록 해

들과 교류하는 지역 공예문화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

주고 있다. 협동적인 정신이 하나의 태도가 된 것이다.

레겐체르발트의 안델스부크 공동체의 공예무역협회

(Craft and Trade Association)가

치열한 대화, 전략

젊은이들을 공예에 매혹시키고 참여시키기

팀이 개발한 원형을 제출하는 대회 가이드라인은 공예인과 디자이너 간의 격렬한 협력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공예라는 다양한 직업에 매혹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손

이어지는데 디자이너는 많은 경우 건축가이기도 하다. 이는 대회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을 쓰는 기술이 명망 있는 일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는 한편으로는 학문과 직업 사이의 틈

네트워크로 이어지기도 한다. 공예인과 지역 건축가 사이의 전통적으로 강렬한 연계는 늘

때문이고 또 다른 한 편으로는 견습생을 뽑는 대형산업이 부여하는 훨씬 더 큰 재정적 자

좋은 결실을 맺어왔고 긴밀한 협력으로 살아 숨쉬어 왔다. 이는 특히 한트베르크+포름 대

원 때문이기도 하다. 세 개의 수공예 센터 모두 이러한 문제에 처해 있다. 반면 그들은 협동

회 덕분이기도 하였다. 강력한 건축 비즈니스가 있는 지역에 있어 이는 성공적인 전략이다.

조합이기 때문에 협력활동을 펼칠 수 있고 적절한 조치와 더불어 상호작용할 수 있다. 작
은 사업체들의 합동 플랫폼으로써의 베르크라움 브레겐체르발트는 직업창출에 있어서 새
로운 경지를 마련한다. 가장 최근의 프로젝트는 베르크라움 스쿨이다. 이 학교는 우선 파

전체 마을의 참여

모든 대회는 마을의 왕복 여행이라는 특별한 전시 포맷이 따른다. 모든 제출된 작업물은 안

일럿 프로젝트로 마련된 5년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견습제와 무역학교를 결합한 것이

델스부크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장소에 보여진다. 오래된 작업장 (제과점, 대장장이의 작업장, 제재소,

다. 상업에 있어서의 다양한 직업에 대한 통찰력을 부여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커리어 오리

정육점 그리고 헛간)들은

전시 공간으로 받아들여졌다. 오래된 건축물들의 주위는 현대적인 전시

엔테이션과 안내를 해주기도 한다. 첫해는 젊은이가 어디에 마음이 끌리는지를 알게 해주

회에 흥미로운 빛을 던져 방문자들이 브레겐체르발트의 오래된 공예 전통을 다시금 떠올리

는 것이다. 인턴쉽이 있어서 다양한 재료를 경험하게 해주고 직업, 사업 그리고 작업 방식에

게 한다. 방문자들은 반추하고 논의하면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까지 산책할 수 있다. 한트

대한 정확한 인식을 마련하여 준다. 다른 프로젝트들은 베르크라움 하우스에서 이루어진

베르크+포름은 120점의 제출이라는 기록을 달성하며 최근 8차 편집기를 맞았다. 한트베르

다. 「베르크라움 스쿨 빌딩 데이즈 (Werkraum School Building Days)」는 「생의 알파벳 – 자연 실험실

크+포름 전시회 중 베르크라움 하우스는 만남의 장소이자 정보교환의 장소의 역할을 다 한

(Alphabet of Life – the Nature Lab)」이라는

다. 레스토랑과 어린이들을 위한 건축 공간도 있다.

번째 해에는 베르크라움 스쿨의 학생인 60명의 젊은이들이 나무로 된 특별한 구조물을 만

여름 전시회의 일부였다. 이 프로젝트에서 첫 번째 및 두

들었다. 동시에 이를 베르크라움 하우스 건축과 연계시키는 한편으로 자연의 건축 원칙이
라는 여름 전시회와도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였다. 동시에 페터 줌토르 건물의 돌출된 옥상

힘의 장으로써의 사회적 응집력

한트베르크+포름은 현대 디자이너들에게 자극제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

아래의 임시 건축물은 다음 세대를 위한 「둥지」이며 며칠 전까지도 전시된 바 있다. 나이가

이 다가 아니다. 한트베르크+포름은 전체 마을의 참여를 통하여 사회적 응집력을 창출한

들었거나 은퇴한 전문가들도 코치 역할을 하였고 지식을 전수하였다. 이는 세대간의 연대

다. 안델스부크 마을은 1991년부터 이 대회를 주최하여 왔고, 전시장소의 주인들은 처음부

를 가능하게 하였고 젊은이들에게 좋은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의

터 개인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왔다. 베르크만 하우스의 설립은 지역민과 지

직접 대면적인 전수는 사회적 응집력을 강화하고 지역과 그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시킨

방의 공예 협동조합들간의 좋은 관계 위에서 이룩된 것이다. 시청은 마을의 중심지 중에서

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사업은 젊은이들이 미래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집중

도 최고의 장소를 제공하였는데 이들은 주 도로 상에 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사회

한다. 캐비닛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작업장에서 많은 젊은 재능 있는 사람들을 훈련

적 응집력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은 일상의 「진짜」 일에

시킨다. 베르크라움 활동의 결과로 그들은 다른 연방의 주로부터 질문을 받기도 한다. 또한

더하여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많은 경우 공동의 힘을 인식하려면 자신의 그

베르크라움 회원들에게 사업을 배우고 싶어하는 독일의 젊은이들도 문의를 한다. 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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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역사적 관점에서 스승과 견습생 간의 내적인 관계라는 공동체 역시 각각 언제나 공예의

memo

한 특징으로 여겨져 왔다. 수공예의 장인들은 소프트 스킬의 측면에서 자신들의 견습생이
나 직원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 왔다. 우리는 가족이다라는 공예 부문의 사회적으로 형성된
전통은 사업의 투자로 여겨지기도 한다. 경제적 이익과도 잘 맞는다. 이는 회사들이 직접 훈
련을 시켜 왔고 훨씬 더 어려운 사회적 배경의 견습생들을 받아들여 왔기 때문이다.

III.

좀더 인간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네 가지 구성물

(경제, 생태, 사회 및 문화적 지속 가능성)에

기반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

념에 있어서 브레겐체르발트의 생생한 현장은 그 경제적 효과로써 지방의 직업과 훈련 기회
를 유지하고 창출한다. 생태학적 효과와 더불어 장기적인 상품의 생산은 환경을 보호하며
문화유산정책의 주요 사안들과도 맞아 떨어진다. 신뢰하는 관계의 형성, 직업 훈련에 있어
서의 높은 인식과 소프트 스킬에 대한 책임감은 장인정신에 있어서 아직도 저평가되고 있
는 잠재력이다. 리차드 세넷(Richard Sennett)의 말을 따르자면 「공예술의 사회적 세계가 회복된
다」. 세넷은 공예술을 하나의 태도, 공개된 시스템 안에 있는 팀워크로 정의한다. 이러한 특
질들은 다른 맥락과 환경에도 완벽하게 전달될 수 있다. 디자이너와 건축가들과 지식의 교환
을 증진하고 나누는 것은 심미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며 문화의 품질을 보존하여 준다.
공예 문화를 증진하고 사회 그리고 평화로운 공존에 중요한 사안으로써 그 보호를 위
한 인식을 도모한다는 베르크라움 브레겐체르발트의 목표는 변함 없으면서도 언제나 새로
운 도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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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러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생각이다.
본 글에서는 지난 30년간의 복원, 전승활동을 통해 고창농악보존회가 보존회 내부적으로, 나아가 고

고창농악의 전승과정과
소통방식

창군 14개 읍,면 농악단, 고창관내 초,중,고 농악단, 고창농악 전수생들을 비롯하여 고창지역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자 노력해왔는지를 되돌아보는 가운데 어떻게 고창농악이라는 무형문화유산이 지역에서 전세대
가 함께하는 전통문화예술이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현재는 물론 미래시대에 이르기까지
무형문화유산을 통한 나눔과 화합의 정신을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 하나의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 서론
이명훈
고창농악보존회 회장

전통연희 등 무형의 문화유산은 말과 행위로 전승되고 직접적인 연행활동을 통해서만이 살
아있는 당대의 문화예술이 될 수 있다. 농악의 경우, 그것의 존재 기반인 농촌 공동체가 일
제의 식민지배와 근대화 과속에서 붕괴하고, 연행자들이 고향을 떠나거나 활동을 중단하게
되면서 농악을 옛것 그대로 보존하거나 전승·보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고창농악의
경우에도 1985년 고창농악단 창단 전까지는 그 전통이 단절되어 소멸의 위기에 처해있었다.

초록

무형문화유산을 현재와 미래에 살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승의 의지를
이전시대에 있어 농악은 농악을 향유하는 마을공동체 구성원간의 유대와 소통에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

지닌 주체의 존재가 가장 소중하다. 소멸 위기에 처한 고창농악을 심폐소생술한 건 1985년

다. 이는 단순히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소통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그 선대에

고창문화원을 이끌었던 향토학자 이기화(1935~) 원장과 각 마을에서 농악의 맥을 이어온

서부터 존재한다고 여기고 있는 마을과 집안 곳곳의 모든 신들과 두레를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 구성원들

전문 예인들 덕분이었다. 고창의 오거리당산제를 대규모로 하기 위해 고창 관내 농악인들

과 소통하는 것이었다. 즉, 농악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과 있어야 할 것들, 있다고 믿어지

을 모아 고창농악단을 창설했다. 이처럼 고창농악을 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에는 만남과 소

는 모든 것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매개였으며 나아가 소통과정 그 자체였을지도 모른다.

통, 연대와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고창사람들의 힘이 필요했다.

반면에 현대사회에 있어 농악은 어쩌면 더 이상 신과 자연과 마을공동체 구성원과의 소통의 과정에

고창농악단이 창단된 이후 고창농악이 유지되고 발전해온 과정은 지역의 농악 연희자

서 맡고 있던 역할을 유지하기 힘들어 보인다. 농촌의 고령화와 농촌공동체의 붕괴로 인하여 의례나 노동

들과 지역민들과의 끊임없는 만남으로 다져진 끈끈한 유대감에 있다. 이러한 만남은 현재의

의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차지하던 농악은 대부분 전문 연희자들과 동호인들이 활동하는 연희농악으로

시간과 공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 속에 사라져버린 옛 자취를 찾아

만 남아있다.

조사·복원하는 과정 또한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이고 소통 과정이었다.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 고창농악은 지난 30년간 복원 및 전승과정을 통해 1985년(고창농악단 창설)

옛 자취를 추적하는 것은 몸과 몸의 직접적인 만남은 아니지만, 선대의 흔적을 더듬어

이전시대의 농악이 가지고 있던 여러 연행형태와 농악이 공동체사회에서 놓여 있던 자리를 복원하고자 끊

재현해내는 과정이 주체들의 소통을 가능케 했고, 그렇게 추적된 옛 몸짓이 우리의 몸을 통

임없이 노력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와 미래 시대에 농악이 놓일 곳을 향해, 혹은 다음세

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선대와 만나게 되었다. 즉, 고창농악을 연행하면서 우리는 고창의

대 농악의 향유자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전승활동에 주력해왔다.

여러 마을에서 여름 풍장굿과 겨울 정월대보름의 당산굿·매굿등을 치던 선대의 풍물꾼들

회귀는 단순한 복고가 아니요, 미래에 대한 지향은 과거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과 만나고 있다.

고창농악보존회는 과거와의 만남을 통해 판굿 연희 이외에 지난 수십 년간 희미하게 남아있던 문굿과 풍

보존회에서는 단순한 무형문화재 보존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것을 보다 확산시키고 다

장굿, 당산굿과 매굿, 도둑잽이굿등에 대한 연구와 조사, 그리고 선대 연행자분들의 기억을 더하여 이를

음 세대에 이어주기 위해 지난 30년 가까이 부단히 노력해오고 있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고

복원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세대와 다음세대에 이를 전해주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창농악을 복원·유지하고 확산·전승시키는 과정은 고창농악보존회의 주요 활동 목표이자 존

고창농악의 전승과정은 단순한 판제와 절차, 가락의 복원 및 전승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다. 이는 지역

립 근거이기도 하다.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만남과 소통의 과정이었다. 전 세대와의 소통, 현 세대와의 소통, 다음 세대와의 소

본 글에서는 1985년 고창농악단 창단 이후 지난 30년간의 복원과 재현, 전승 활동 등을

통이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잘 이어져 온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무형의 문화유산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삶

통해 고창농악보존회가 각각의 전승 주체들과 끊임없이 소통해 온 과정을 담고 있다. 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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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14개 읍·면 농악단, 고창 관내 초·중·고 농악부, 고창 지역민들과 대학풍물동아리까지 고

서 열리는 지역 축제에 참여하고, 고창군 대표 농악단으로써 전라북도 시·군 농악경연대회

창농악 전승자들과 어떻게 만나고 소통하고자 노력해왔는지를 되돌아보고, 이를 통해 어떻

와 전국농악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것이었다. 공연과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합숙훈련을 하였

게 고창농악이 다양한 연령, 계층,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전통문화예술로 되살아나게

고, 1992년 전라북도 시·군 농악 경연대회 대상 수상을 시작으로 1998년 전주대사습놀이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농악부문 장원을 수상하였다. 이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창농악보존회 설립, 전라북도 무형
문화재 제7-6호 지정, 고창농악전수관 개관, 고창농악문화재발표회, 고창농악 문굿, 풍장굿,
도둑잽이굿 재현, 고창농악 전수, 고창굿 한마당, 고창농악경연대회 등 끊임없는 공연과 교
육, 기타의 사업을 통해 세상 사람들과 만나왔다. 그 결과 1985년 30여 명으로 시작한 고창

II. 고창농악의 변화 및 전승과정

농악단은 현재 80여 명의 보존회원이 함께 활동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형식의 전수와 강습
1. 지나간 시간, 옛사람과의 만남

을 통해 연인원 수백 명의 전수생들과 풍물동호인을 배출하는 단체로 변화 발전하였다.

1) 고창농악단부터 고창농악보존회까지

고창농악보존회 단체 변천과 문화재 지정

고창농악은 전라북도 서남지역에 위치하며 호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넓게는 호
남우도농악권에 속하며, 좁게는 영광, 고창(무장), 장성 등지를 중심으로 발달한 영무장 농
악권에 속한다.
기록이나 구술에 의해 전해지는 고창농악의 역사는 100년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의 새마을 운동과 산업화 과정에서 마을굿 1 이 거의 없어지고 이
전 세대 고창농악의 마지막 세대라 할 수 있는 분들마저 사라져갈 즈음인 1985년에 각 마을
에서 ‘굿을 좀 친다’하는 어르신들이 모여 고창농악단을 창설하면서 고창농악의 명맥을 잇
기 시작했다. 고창에서 군단위의 농악단이 조직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시작은 고창문화원의 이기화 원장이었다. 그는 고창오거리당산제를 지내는데 필요한
농악단을 조직하기 위해 고창군 각 읍·면 마을에 통지를 보내 농악을 연행할 줄 아는 사람
들을 모았다. 당시 고창체육관에 각 마을에서 농악을 연행할 줄 아는 사람들이 500명 정도

1

고창지역에서는 농악을
대부분 굿이라고 부른다,
매굿, 풍장굿, 당산굿, 판굿
등. 어느 자리에서 치느냐에
따라서 굿 앞에 이름이
붙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마을에서 치는 굿을
마을굿이라는 칭한다. 또
고창지역에서는 농악을
‘굿’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본문에서
언급하는 ‘굿’은 농악을
지칭하는 것이다.
2

고창문화원 주최로
선운사에서 매년 개최하는
시·그림 등의 경연대회

1890~1910년

강성옥, 최화집, 김학준, 강모질등이 활동

1945~1950년

해방이후 박성근패가 고창을 중심으로 왕성한 활동. 김만식, 김성락, 김양술, 신영창,
신두옥, 김상구, 김오채, 전경환, 황규언 등이 같이 활동

1985년

고창문화원 산하에 고창농악단 창설. 상쇠 황규언을 중심으로 정창환, 유만종, 강대홍,
이노일, 정기환, 황치용, 박용하, 노상덕, 노명상 등이 활동

1995년

고창문화원 소속에서 (사)한국국악협회 고창군지부로 소속을 옮겨 방장농악단
이름으로 활동

1998년

- 고창농악보존회(회장 김민현) 발족
- 전라북도 문형문화재 제 7-6호 고깔소고춤 예능보유자(정창환) 지정

1999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 7-8호 상쇠 예능보유자(황규언) 지정

2000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 7-6호 고창농악보존회 고창농악 보유단체 지정

2004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 7-6호 설장고 예능보유자(정기환) 지정

2006년

고창농악보존회 사단법인 등록

모였고, 심사를 거쳐서 꽹과리, 징, 장구, 북, 소고, 잡색, 새납 등 악기별로 연행 능력이 뛰어
난 단원 30여명을 선발하였다. 당시 고창농악단의 평균 연령은 60~70대였으며 성송면 양사
2) 전통의 복원과 재현을 통한 고창농악의 다양성 확보

마을에 거주하고 있던 상쇠 황규언(1920~2001) 선생을 중심으로 쇠에 노연중·노상덕·노명
상·김재만, 징에 김영태·이양규, 장구에 정기환·황치용·김동윤, 북에 노균상·조동석·노대남,

현재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농악 공연이나 전승 활동은 판굿이나 구정놀음에 국한되어

소고에 정창환·유만종·강대홍·박용하·김용연, 나발과 새납에 이노일, 잡색에 표현종·최용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어받은 전통은 단순한 공연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의 삶 속에 “의례

근·이종환·이중섭 등 30여명의 단원이 조직되었다.

로서의 농악”, “일과 놀이로서의 농악” 등으로 다양하게 전승되었다. 그래서 삶과 결합되어

농악단의 단원들은 마을에서 마을굿을 이어온 사람들로, 해방을 전후하여 전문농악을

전승되던 농악을 복원·재현하여 전승·보급하는 것이 보존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판단했다.

연행하던 박성근, 김만식, 신두옥, 신영창, 김양술 등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고창농악

보존회에서는 1996년 문굿의 재현을 시작으로 풍장굿, 도둑잽이 등과 같은 고창농악의

단은 지역의 농악인들을 규합함으로써 단체 연행의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1985년 고창문

다양한 연행 형태를 복원·재현하였다. 이 과정은 단순히 하나의 행사에 머물거나 학술적 가치

화원 소속 고창농악단은 1995년 한국국악협회 고창군지부 소속의 고창방장농악단으로 활

를 찾아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재현 과정을 통해 앞선 세대들이 처해있던 상황, 일과

동을 시작하여 1998년 고창농악보존회로 재조직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리하면, 고창

놀이와 그들의 바람을 함께 느끼는 속에서 농악을 매개로 그들의 삶과 정신세계를 느끼고 소

농악은 고창농악단원들의 마을농악과 박성근·김만식 등의 전문농악이 결합된 농악을 전승

통하는 과정이었다. 더불어 각 마을에 살아계시던 원로 농악인들과 마을 어르신들과의 만남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은 보존회 구성원들에게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그 과정을 통해 보존회의 활동과 역할, 중요성

초창기 고창농악단의 주요활동은 고창오거리당산제와 동백연 2 , 고창의 읍·면 단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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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회는 원로 농악인들과 약 20여개의 마을 어르신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고창의
여러 농악 형태를 재현해 냈다. 이때 전국의 농악 동호인과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과정을 함

또한 2018년도에는 2011년부터 3년간 젊은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개최한 고창풍물굿
학술굿판의 자료를 모아 『고창농악의 전통과 생명력』(2018) 단행본으로 발간하였다.

께함으로써 고창농악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고창의 현장에서 사라지

이외에도 크고 작은 교재, 자료집과 같은 기록 작업들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모

거나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던 문굿, 풍장굿, 도둑잽이굿, 당산굿, 매굿, 줄굿 등을 현재에 살

든 기록의 작업들은 고창농악의 전통적 가치를 되새기고 미래에도 살아 숨 쉬게 하는 고창

아있는 굿으로 만들어가고자 하였던 것이다. 특히 매굿(지신밟이) 같은 경우, 상쇠 황규언

농악의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

선생이 거주하던 성송면 하고리 양사마을의 당산굿과 매굿에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0여
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참여하였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매해 대보름이 되면 관내 여
러 마을에서 열리는 보름굿에 함께 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다양한 농악의 모습을 미래 세대에까지 전승시키기 위해 전수생들이 직
접 마을의 현장에서 몸과 몸, 가락과 가락이 소통하면서 이를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발간한 주요 단행본
간행물

종류

쪽수

설명

2004

고창농악 고깔소고춤 [김영희]

단행본

p326

고깔소고춤 예인들의 녹취록 및
고깔소고춤 연구서적

2009

황토빛가락 쪽빛몸짓 고창농악
[고창농악보존회]

단행본

p536

고창농악 전승배경 및 연행관련 총서

2010

고창의 마을굿[고창농악보존회]

단행본

p436

마을주민들이 들여주는 각 마을굿에
대한 녹취록

고창농악을 지켜온 사람들의 삶과
예술세계 [고창농악보존회]

단행본

P528

고창농악을 지켜온 예인들의 녹취록

고창농악의 전통과 생명력[민속원]

단행본

p336

농악학술총서 시리즈로 논문11편/
대담채록3편이 실렸다.

그램을 계발 실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매년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대보름굿 참여 프로그
램이나 ‘고창농악 톺아보기’라는 이름으로 문굿, 풍장굿, 매굿 등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들 예능을 보존회 공연의 주요 레퍼토리로 삼아서 굿을 접할 기회를 만들고 있
다. 예컨대 기획공연인 ‘풍무(風舞)’ 시리즈는 문굿과 판굿, 풍장굿, 도둑잽이굿을 중심으로

2018

구성하였고, 단순한 길놀이에도 풍장굿의 형식을 접목하기도 하였으며, 매굿을 이용한 공
연을 만드는 등의 시도도 병행하고 있다. 매년 치러지는 고창농악경연대회에서 판굿 이외의
문굿, 줄굿, 당산굿, 풍어제 등으로 참여하면 가산점을 주는 방식도 그러한 노력의 하나다.
2. ‘지금-여기’

정리하면, 판굿이나 개인놀이 중심의 농악 전승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양하고, 보다 총
체적으로 고창농악을 보급하고 전승하기 위해 교육·공연·축제 등 복합적인 방법을 모색하

1) 고창농악의 전승 주체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고창농악의 새로운 생태계, 읍·면 농악단 조직과 활동
3) 농악의 전통을 확인하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연구

현재 고창농악 전승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고창군 14개 읍·면 농악단이다. 지역의 주

무형의 문화유산은 그 특성상 형태가 없는 것으로 사람의 몸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사람

민이야말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지역의 농악을 향유하고 전승하는 가장 기

을 통해서만 전승된다. 무형 문화유산의 핵심은 사람 그 자체이다. 그렇기에 고창의 마을마

초적인 주체이기 때문이다. 2000년 전까지 읍·면 농악단은 자생적으로 조직되어 활동을 하

다 사람마다 간직하고 있는 굿의 기억을 되살리고 정리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 여겨졌다.

고 있었다. 그들은 마을에서 농악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들이었으며, 농촌인구 고령화

몸으로 무형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구술과 연행을 통해 고창의 전해지던 다

와 인구감소로 마을 농악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좀 더 큰 단위인 읍·면 별로 모여 활동을 하

양한 굿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에 노력을 기울였다.

고 있었다. 읍과 면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고 있었으며,

과거굿의 재현,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굿의 형태 정리, 마을굿 답사와 구술, 고창농

몇몇은 마을에서 농악의 명맥을 잇고 있었다.

악을 이어온 사람들의 생애담 조사를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하였다. 그 결과물로 고

고창농악보존회는 이러한 읍·면 단위의 농악단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더 많은 군민들

창농악의 역사와 전승계보, 연행형태를 정리한 『고창농악』(2009), 고창의 마을굿을 구술

이 고창농악을 가까이서 접하고 향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2000년 제1회 고창농악경연대

로 만나볼 수 있는 『고창의 마을굿』(2010), 고창농악을 이어온 사람들의 삶을 통해 고창농

회를 개최하였다. 첫 대회 참여 단체는 자생적으로 조직되어있던 6개 읍·면 농악단에 불과

악의 전승과정을 볼 수 있는 『고창농악을 이어온 사람들의 삶과 예술세계』(2010)로 갈무리

했다. 그러나 첫 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창 관내 읍·면 농악단이 조직될 수 있도록 보존

하였다. 조사와 연구, 집필을 통해 후대에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었다. 이 과정은 끊임없는

회의 역량을 투입하였고, 군의 행정력의 도움을 통해 불과 1년 만인 2001년에 고창군 14개

과거와의 소통이었으며, 미래에 고창농악을 이어갈 세대와의 소통을 위한 매개를 준비하는

읍·면 전체에 농악단이 조직되었다. 읍·면 농악단이 전부 조직되는 직접적인 계기는 2001년

작업이었다.

고창에서는 처음 열린 전라북도민체전에 있다. 도민체전의 식전 공연 주제를 ‘고창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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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하고, 고창의 농악인 500명이 참가하여 대규모 판굿을 공연하였다. 공연을 준비하면

고창농악의 전승에 기여하는 다양한 주체 구분

서 고창군 14개 읍·면에서 빠짐없이 농악단이 결성되었고[표3], 그 해 10월에 열린 전라북

구분

도민체전 식전공연을 성공적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후 고창군 14개 읍·면 농악단은 보존회

보존회

설명
원로회원

보존회를 창단했던 시기의 보존회 회원들. 고창농악이 현재
지켜나가야할 원형적 가치를 지닌 고창농악의 선생님들.

일반회원

지역농악단활동과 함께 고창농악보존회에서 활동하는 회원들

상근직원회원

고창농악보존회를 위해 다양한 일을 하는 전문종사자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나, 실제 그 영역은 겹친다.

와 끊임없이 상호교류하며 꾸준히 성장하였고 고창농악경연대회에 판굿뿐만 아니라 문굿
이나 당산굿, 지신밟이와 매굿 등 고창에서 연행되었던 여러 연행 형태의 굿으로 참가하여
2018년 올 해 17회에 이르기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고창농악경연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고창군내 농악단 결성 (14개 읍면 농악단 및 기타)

연희자

농악을 전문으로 하는 공연자

지역

단체명

창단연도

단원수

교육자

농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자

고수면

마당바우농악단

1993년

40여 명

사무·기획자

기획, 홍보, 사무 등을 하는 사람

고창읍

고인돌농악단

2000년

20여 명

테크니컬 스태프

농악을 칠 수 있는 무대와 환경을 준비하는 사람들

농가주부모임

2004년

30여 명

굿패 나눔

2009년

20여 명

공음면

참나무정농악단

1998년

40여 명

대산면

태봉농악단

1998년

30여 명

무장면

무장읍성놀이마당 농악단

2000년

30여 명

부안면

수강농악단

1996년

상하면

장사농악단

후원회원

보존회를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회원

지역
농악단

읍·면농악단원

지역의 읍·면단위로 통합 되어진 농악단

마을농악단원

마을 농악이 전승되는 지역의 농악인

전수자

보존회원

고창농악 대표 농악단 무형문화단체 소속 전수자

30여 명

대학전수자

고창굿을 치는 대학풍물패 소속 전수자

2000년

40여 명

방과후학생

지역 초중고에서 농악 교육을 통한 학생 전수자

아름다운마을 농악단

2007년

15여 명

일반인전수자

고창농악전수자 출신으로 사회 진출 후에도 농악을 하는 사람들

성내면

성내면농악단

1997년

30여 명

전문연희자

소고춤, 부포춤과 같은 특정 개인놀이를 배우러 오는 전문연희자

성송면

구황산농악단

2001년

30여 명

연구자

민속학자

농악을 연구하는 사람

신림면

수산봉농악단

2001년

40여 명

기타

문화소비자

농악문화를 소비 하는 향유층

심원면

심원면농악단

2001년

20여 명

아산면

성틀봉농악단

2001년

40여 명

해리면

해풍농악단

1998년

40여 명

흥덕면

배풍농악단

2001년

40여 명

2) 보존회 사업을 통해 본 고창농악의 전승과 소통

마을별로 다원화되어 있던 농악이 여러 상황에 따라 점차 단일화됐다. 그 과정에서 보존회
는 불가피하게 전승 주체의 중심이 되었다. 고창에서 연행되어 오다가 사라진 옛 굿의 형태
들을 복원·정리한 보존회는 고창농악을 전승해 나가는 중심주체로서의 사명감을 느끼고

(2) 전승에 기여하는 다양한 주체들

지역민들과 끊임없는 소통의 장을 열기 위하여 여러 사업을 행하여 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읍·면 농악단의 결성과 관련하여 고창군에서 행정적으로 전폭적인 지지와 노력이 있었다.

사업이 고창농악 전수, 고창농악 문화재발표회, 고창농악경연대회, 고창굿 한마당, 고창굿

지역의 무형의 문화유산이 살아 움직이게 하고 올곧게 전승시키기 위해서는 보존회 등 1차

사랑의 날, 고창농악뿌리찾기, 학술대회, 보름굿 체험 등이며, 기타 여러 공모사업(한옥자원

적인 전승 주체나 동호인들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들의 존재와 활동

활용야간상설공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생생문화재, 거리극축제 등)을 통

을 적극 지지하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보이지 않는 주체들이 힘 역시 중요하다. 돌이

하여 인문학 콘서트, 아시아 민속춤 축제, 사진전 등 다양한 방식의 문화적 소통을 시도하

켜 보면, 고창군의 적극적 지원과 읍·면 농악단의 농악 사랑과 헌신적인 활동, 그리고 지역

고 있다.[표5]

주민들의 지지와 후원이 지금의 고창농악을 이루게 한 가장 큰 힘이었다고 여겨진다.
고창농악보존회가 생각하는 전승에 기여하는 주체들을 [표4]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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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을 위한 영역 및 사업 구분

이렇듯 고창농악보존회는 교육, 공연, 연구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사람들을 재생산하고

구분

설명

사업

사업 설명

다양한 수요자들과 다양한 방식의 소통에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전승 주체들과 함께 호흡

연구 및 발간

전통의 올바른
전승을 위한 연구
사업.
기록, 연구, 복원
사업 등.

기록 사업

다양한 전승 주체들에 대한 기록.
매체변화에 따른 자료 변환 사업.
기록화 사업을 통한 아카이브화
서버관리를 통한 사업 각종 자료 기록,관리

하고 문화를 가꿔나감으로써 고창농악의 저변을 유지·확대해가는 것이 보존회 활동과 사

서적 발간

고창농악의 전반에 걸친 기록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서적이
발간되었다.
- 고깔소고춤(김영희,작품,2004)
- 황토빛가락, 쪽빛몸짓 고창농악 (고창농악보존회,나무한그루,2009)
- 고창의마을굿(고창농악보존회,나무한그루,2010)
- 고창농악을 지켜온 사람들의 삶과 예술세계
(고창농악보존회,나무한그루,2010)
고창농악의 전통과 생명력 (고청농악보존회, 민속원, 2018)

업의 주요 핵심이다.
3) 미래를 위한 후속세대 양성과 교육

보존회에서는 고창농악전수관을 기반으로 한 전수, 내부 교육, 읍·면농악단을 직접 찾아가
서 하는 교육, 지역 초·중·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집약적으로 이뤄지는 대학교의 풍물패 교육을 소개하고자 한다.
고창농악보존회보다 앞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거나 조직된 타 지역의 농악단이 이미
1980년대 초부터 대학생과 사회 풍물 동호회 등을 중심으로 전승 활동을 시작하였다. 농

자료집 발간

교재, 사업 자료집 등 제작

학술대회 사업

전문 연구자들의 연구논문 발표를 통한 학술연구사업

복원사업

문굿, 풍장굿 등을 복원 및 공연

전수사업

굿모임

매주 보존회가 모여 연습하는 모임

하였지만 고창 내에서 젊은 세대들의 참여는 거의 없었다. 1991년부터 고창농악을 배우기

읍면농악단
전수사업

고창 내 농악 문화 중심 주체인 면단위
농악단들으로 강사가 파견하여 진행되는 교육사업

시작한 필자는 고창농악의 멋과 맛을 여러 풍물동호인에게도 전해주고 싶고 또한 젊은 사

전수사업

고창농악을 전승하고 있는 각 단체들에 대한
교육사업으로 주로 대학교 풍물패들로 운영

악단 결성이 비교적 늦었던 고창에서도 뒤늦게나마 이러한 전수 활동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1993년부터 대학생과 전국의 풍물동호인, 이어서 고창군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전수 활동을 시작하였다.
1985년 처음 조직된 고창농악단은 평균연령 60~70대 단원들이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

교육 및 학습

공연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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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전승
주체(단체별
분야별 등)들에
대한 교육 및 학습

공연을 통해 농악에
대한 관심도 고취.

축제로서의 농악
전승 및 전승
주체들의 만남과
소통의 자리.

람들이 이를 함께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처음으로 전수 활동을 기획하게 되었다. 1993
년에 황규언 상쇠의 마을 성송면 양사 마을에서 제각을 빌려 첫 전수를 시작하였다. 첫 번

방과후교육

초,중,고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

째 전수의 참여인원은 고작 14명으로 연세대학교 중앙동아리 풍물패 ‘떼’의 구성원들과 한

전통예술학교

전수관에서 연간 상시 운영되는 강습

겨레신문사 노동조합 풍물패였다. 이후 명지대, 세종대, 이화여대 등의 풍물동아리들이 고

체험교육 사업

일반인들이 농악에 대해 간단히 체험

창으로 전수를 오기 시작했다. 초창기의 전수에는 황규언 상쇠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계

전문역량 강화

전문 연희자로서 탄탄한 전승을 위한 농악 및 관련 장르에 대한
개인별 전문적 학습

시던 소고명인 유만종과 아산면 남산리에 거주하고 있던 소고명인 박용하 등이 함께 해 주

워크샵

관련 여러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공부를 위한 워크샵

로 소규모로 이루어졌으며 2000년 1월에 성송면 학천리에 위치한 폐교 학천초등학교를 고

인문학 콘서트

강연과 공연을 접목하여 대중들에게 농악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콘서트

창교육청으로부터 무상 임대받아 고창농악전수관을 개관한 이래 대규모 전수가 가능해졌

전통농악 공연

마을, 무대 등 다양한 환경에서 판굿, 구정놀이, 문굿, 풍장굿, 매굿
등의 고창농악의 원형적인 형태의 공연.

었다. 1999년까지 7년간 성송면 양사동에서 고창농악 여름, 겨울 전수가 학교 동아리 단위

다. 고창농악전수관 개관 이후 교실들을 활용하여 전수공간과 숙소공간을 만들어 전수를
시작하였으며 고창농악 전수생은 이때부터 꾸준히 늘어났다. 이곳에서의 초창기 전수는 상
쇠 황규언과 고깔소고춤 명인 정창환, 유만종, 박용하 선생이 중심이 되었으며 이노일, 노명

창작 공연

전통 농악의 해체와 재구성을 통한 창작 작품 제작 및 공연. 타장르와
접목 뿐 아니라, 새로운 농악공연의 길을 모색

교류 공연

국내외의 타 단체들과 문화교류를 위한 공연 사업

대보름 축제 및
체험

고창농악전수관에서의 대보름축제 및 각 마을에서 벌어지는
대보름축제에 참여하여 마을과 교류하는 사업

었고, 고깔소고춤 전수는 정창환, 유만종, 박용하 등이 직접 그 기량은 전해주었다. 세 분의

고창농악
경연대회

고창군내 고창농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벌이는 경연의 자리로
단순한 경연의 목적이 아닌 고창농악인들이 만나 벌이는 축제.

이수자들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폐교를 이용한 고창농악 전수는 2015년까

고창굿
한마당

서울에서 고창굿을 향유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벌이는 고창굿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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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정기환 등 고창농악보존회 원로 회원들이 함께 판굿을 뛰어주는 전수였다.
2001년 황규언 선생 작고 이후에는 판굿 전수는 젊은 제자들인 이수자들이 중심이 되
명인들도 2007년 이후 작고하거나 노환 등으로 전수에 참여하기 힘들어지자 전수의 주체는
지 15년 동안 이루어졌다. 2016년 풍물소리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폐교를 리모델링하고 확
장 신축하여 새롭게 개관한 고창농악전수관은 악기별 전수교육실, 시청각실, 고창농악전시

253

Session IV

실, 실내·외 공연장으로 조성되었으며 쾌적한 환경에서 전수가 이루어져 여름과 겨울 시즌

어가며 다른 읍·면 농악단 사람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지고 또 서로의 농악을 응원해가며

에 고창농악전수관을 찾는 연인원은 2018년 현재 1,000여명(주차별 인원 합산 누계)에 달한

벌이는 축제에 가까운 경연이다. 서로 돕기도 하고 응원도 한다. 읍·면농악단 경연대회는 행

다. [참고자료3]

정의 도움으로 군민이 농악으로 하나 되는 자리가 되었다. 최근 들어 면단위 인구감소와 옛
농악 문화를 기억하는 어르신들의 감소로 농악단 분위기가 위축되는 추세에 있으며, 그렇

4) 공연의 참여와 향유를 통한 소통

기에 이러한 경연대회의 자리는 교육, 교류, 관심도 고취 등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연이다. 농악은 실연의 장르이고 현장에서

[참고자료5]

소리와 몸짓을 통해 당대의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소통방식이 된다. 공연

두 번째로 고창굿한마당이 있다. 2003년 서울 시립대에서 ‘세대와 지역을 아울러 하나

은 장소·형식·규모·연희주체 등에 따라 다양한 각도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고창농악보존회

되는 고창굿한마당’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고창농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의 공연은 크게 고창농악보존회원들과 함께 하는 공연과 고창농악 이수자들 중심의 공연이

모여 공연하고 즐기는 축제를 시작했다. 고창농악보존회, 고창농악전수생, 전문연희단체, 일

있다. 보존회원들과 함께하게 되는 공연은 규모가 큰 편이며, 이수자 중심의 공연은 규모가

반관객들이 한자리에서 놀고 즐기는 축제로, 공연·체험마당·먹거리·전시 등을 통해 고창농

작은 편이다. 장소로는 마당과 무대 공연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전통판제인

악 문화의 전승 주체들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놀이마당을 개최해왔다. 서울에서 도시라는

가 창작공연인가로 나누고 있다. 또한 비상설, 상설공연 등의 기준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

한계가 가진 어려움으로 인하여 점차 축제가 축소되는 현상이 있었으나 축제로써 소통하고

분들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참고자료6]

중요한 점은 고창농악보존회는 그동안 과거의 굿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정리된 연행 형
6) 고창농악보존회 현황과 운영

태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연을 기획·연출해 왔다는 것이다. 한 예로 고창농악보존회의 대표
적인 공연인 ‘풍무’는 문굿, 풍장굿, 판굿, 도둑잽이굿을 현대식 극장구조에 맞게 무대 작품

고창농악보존회는 고창농악의 소통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에 그 조직운영은

화 하여 서울, 수원, 전주, 고창 등의 공연장에서 공연하였다. 보존회에서는 ‘풍무’의 성과를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고창농악보존회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7-6호 고창농악 보유단체

계기로 크고 작은 공연을 연출해 왔다. 과거의 굿 재현과정에서 얻은 연행형태가 고창농악

이면서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현재 8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회원은 고문, 원로

보존회 공연의 자산이 된 것이다.

회원, 이수자, 일반회원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존회 사무국은 기획홍보팀, 운영지

또 다른 대표적인 창작공연으로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이 있다. 야간상설공연은

원팀, 교육예능팀, 학술연구팀으로 구성되어 고창농악보존회 사업 및 고창농악전수관 위탁

전통의 농악을 기반으로 하되, 다른 장르와의 결합을 통해 새롭게 창작하여 상설공연화한

운영관리를 하고 있다. 조직의 운영에 있어 총회, 이사회의와 사무국회의를 통해 철저하게

것이다. 현대인들이 쉽게 농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관객층을 개발하고, 고창농악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회원들 간의 신뢰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고창군 14개 읍·

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수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내는 기획공

면 농악단이 참여하는 고창농악경연대회를 주관하면서 읍·면농악단 단장단 회의를 연 2회

연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연간 80여회의 다양한 공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여 고창농악인과 군민화합의 축제의 장으로 이끌고 있다. 여러 고창농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농악을 향유하게 하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공연예술의 접근성

악 주체들의 소통의 중심이 되는 고창농악보존회이기에 농악단 간의, 나아가 사람들 간의

을 높이며 전통문화예술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려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자료9]

불협화음을 없애고, 원활한 소통의 길을 열기 위한 조직의 건강하고 투명한 운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5) 고창농악, 공연에서 축제로

농악은 축제의 문화였다.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즐기며 소통하는 문화다. 의례·노동·놀이를 통해 공동체를 확인하는 문화인데 이것들을 한
자리에서 풀어내는 축제의 자리는 매우 중요한 소통의 방식이다. 고창농악보존회에서는 농
악의 이러한 소통을 위해 두 가지 축제를 주최하는데 하나는 고창농악경연대회이고, 다른
하나는 고창굿한마당이다.
첫 번째, 고창농악경연대회는 14개 읍·면 농악단 및 관내의 농악단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 벌이는 경연축제이다. 일반적인 농악경연과는 다르게 지역 축제 성격의 경연 문화를 만
들어가고자 하는데, 경합에 의미를 둔다기보다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준비한 음식들을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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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농악보존회 조직도 및 회의 체계

이 중요시되는 무형유산이다. 따라서 이를 보존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살아있
는 전통연희로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의 지속적이
고 직접적인 만남과 소통의 과정이 중요하다.

고문

같은 무형의 문화유산에 속하는 전통연희라 하더라도, 판소리나 민요와 같은 성악이나

총회

자문위원

기악 연주, 승무나 살풀이, 태평무 등의 교방춤 등은 관련 전공학과 등을 통해 전공자를 중
심을 활발히 전승되고 있다. 특히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종목 등은 학교 이외에도 다양
감사

한 방식을 통해 많은 이수자와 전수자를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권 교육시스템
에 의한 전승은 주로 앞에서 열거한 일종의 개인 종목에 국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
면에 농악이나 탈춤과 같은 단체종목들은-지금은 몇몇 학교에 연희전공과 같은 관련 학과

이사회

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대학교 동아리나 사회의 동호인 모임 등을 통한 전수 활동이 무
척이나 중요하다. 이들을 통한 전수 활동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칫 역사로만 남아 있고
전수관

삶의 현장, 연희 현장에서는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종목과 집단종목은 전승의 방식에서도 크게 차이가 난다. 개인종목들은 개인과 개
인 간의 만남과 교육을 통해 그 맥이 이어지고 전승되고 있다. 그러나 농악이나 탈춤과 같은

사무국

집단연희 종목은 물론 예외적으로 개인과 개인의 만남과 교습을 통해 전해지기도 하지만주로 집단적인 만남과 전수과정에서 그 내용과 형식이 전승되고 보존된다. 따라서 개인종
홍보기획팀

운영지원팀

교육예능팀

학술연구팀

목에 비해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과 이해, 배려 등이 무엇보다 필요한 종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전통사회에 농악을 담당했던 풍물꾼들은 마을 단위의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동질적
집단에 속해있던 데 반하여 현대의 풍물 동호인은 서로 다른 다양한 환경에 처해있다. 대학
풍물동아리만 하더라도 같은 대학, 더 좁게는 같은 학과 동아리 구성원임에도 참여자들 각

고창농악보존회 운영 회의

각이 너무도 다른 환경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풍물을 즐기는 이유 또한

회의 종류

설명

총회

보존회의 연간사업 보고, 결과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 안건의결
등을 행하는 정기총회가 연1회 소집되며, 사안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
운영된다.

이사회의

보존회 운영 주요 사안 결정을 위해 이사진들로 이루어진 회의가
열리며 사안에 따라 이사회의를 소집한다.

수 없는 부분이다.

읍·면 농악단장단회의

관내 농악단의 협의회로 고창군내 농악단 전체의 협의가 필요할 때
소집한다.

놓고, 때로는 농악이 배제되더라도 보다 긴밀하고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각자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보인다. 고창농악을 매개로 이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일
은 무척이나 중요한 과제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중심에 놓고 전수 활동을 펼치
고 사람들을 만날 것인가? 이는 단순히 기량만을 전해주는 전수 활동을 통해서는 채워질
고창농악보존회는 더욱 알차고, 기량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농악을 중심에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또한 고창의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 환경 등도 함께 느끼
고 겪어봐야 고창농악을 더욱 깊게 느낄 수 있다는 믿음 하에 기량전수 이외에 다양한 활동

3. 현재에서 미래로 – 고창농악의 전승과정과 체계

을 전수 프로그램에 삽입하여 왔다. 예컨대, 함께 고창의 문화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을

무형 문화유산의 하나인 농악을 선대에 이어 후대에 남기는 보존·전승과정에는 동영상 촬

탐방한다거나 마을에서 행해지는 대보름 굿에 전수생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 이외에도 마

영이나 녹음, 채보와 녹취 등 다양한 경로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록 중심의 방식은 자료

을을 답사하여 동네 어르신들과 대화하고 함께 굿을 치는 경험을 갖게 하는 등 다양한 활

의 보존과 1차적인 연구 자료와 전승 자료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농

동을 겸하고 있다. 즉 전수기간 정규수업시간을 통한 고창농악 가락과 판제, 개인놀음 등 기

악은 본디 여러 사람이 모여 쇠와 장구, 징과 북 등으로 대표되는 악기를 메고 연주하며 함

량 전수를 씨줄로, 위에 열거한 이외의 다양한 활동 등을 날줄로 하여 고창농악을 그야말로

께 즐기는 연희 종목이므로 직접적인 사람의 행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사람의 몸

통째로 느끼고 익히게 하는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끊임없이 전수생을 배출하였으며 이것이

이, 그리고 몸과 몸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음악과 춤 등 움직임을 중심으로 한 소통의 과정

고창농악을 전국에 퍼지게 하고 우리 후대에까지 이어지게 하는 큰 힘이 되리라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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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 사람과 사람의 만남 그리고 소통

악을 단순히 보급하고 향유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연구조사와 답사, 구술채록, 사
라진 다양한 굿 형식의 발굴과 재현 등을 토대로 끊임없이 과거와 소통하는 가운데 현재를

1985년 고창농악단 창단 이후 지금의 고창농악보존회에 이르기까지, 황규언, 정창환 등 보

두텁게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미래 세대를 키워내는 ‘지금-여기’를 중심으로 ‘과거-현재-미

존회 1세대라 칭할 수 있는 초창기 구성원부터 지금의 핵심적인 연행자이면서 강사인 이수

래’가 하나의 실타래로 뭉쳐가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자들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독보적인 연희능력을 갖춘 연희자가 없었음에도 고창농악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여겨진다. 아니, 어쩌면 그러한 인적구성으로 인해 지금의 고
창농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다른 집단적인 연희나 음악 연주 역
시 그러하지만, 농악이야말로 특별한 능력을 갖춘 개별 연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의 화합과 앙상블이 중요한 연행이라 생각한다. 초창기 보았던 1세대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는 서로 티격태격하기도 하였지만 굿을 치는 그 순간은 매 순간 서로에게 집중하고, 함께하
는 치배들의 호흡을 읽어내려 노력하며 스스로 도드라져 보이기보다는 서로 받쳐주고 서로
를 느끼려고 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돋보여 보였다. 즉 굿을 치는 그 시간 동안 온몸으로 서
로를 느끼고 소통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그들은 ‘자신의 것’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열린 몸
과 마음으로 그들의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이것이 바
로 고창농악의 매력이고 장점이며 많은 사람이 여기에 매료되어 고창농악을 찾아오지 않았
나 하는 생각이다.

참고자료
고창농악의 다양한 연행 형태 재현
고창농악 전승 장소의 변화 과정

연도별 고창농악 전수인원 연인원 통계
고창농악 문화재발표회 연혁
고창농악경연대회 연표
고창굿 한마당 연표

고창농악 사랑의 날 연표

전시를 통한 고창농악 뿌리 찾기
고창농악보존회의 공연
도움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창농악의 전승과정은 단순한 판제와 절차, 가락의 복원 및 전승
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다. 전승과정은 교육과 공연, 조사와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현
장 연행자와 연구자, 향유자, 그리고 14개 읍면농악단과 고창의 주민들, 군의 행정조직, 전국

고창농악보존회 학술연구팀
[참고자료1] 고창농악의 다양한 연행 형태 재현

에서 찾아오는 대학풍물패와 동호인 등과의 끊임없는 만남과 교류, 소통의 과정에 다름 아

년도

연행 형태

장소

설명

니다. 나아가 전 시대와의 만남, 다음 세대와의 지속적인 소통의 과정이기도 하다. 더불어

1996

문굿

대산면 성남

30년만의 문굿 재현 1차

무형문화유산의 박제화를 탈피하고자 노력하고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와 변화해야 할 가치

1999

문굿

성송면 양사

30년만의 문굿 재현 2차

에 대한 끊임없이 고민과 토론과 실천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과정이 물질적 존재가 아닌 무

2000

풍장굿

신림면 세곡

30년만의 풍장굿 재현

형의 문화유산인 고창농악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삶의 여러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2002

도둑잽이굿

고창농악전수관

30년만의 도둑잽이굿 재현

원동력이 되었다는 생각이다.

1991~2000

매굿

성송면 양사 외

마을에서 굿을 연행

1991~2000

판굿

성송면 양사 외

마을과 축제, 대회, 교육을 통해 연행

돌이켜 보건대, 필자가 처음으로 고창농악의 옛 선생님들을 만났던 1991년 이후 지금
까지 고창농악보존회에서 고창농악 전승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첫 번째 가치는 바로
다름 아닌 사람이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하였지만 사람의 몸을 통해서만이 전승이 가
능한 무형 문화유산의 가장 큰 힘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무형의 문화유산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느 순간 사라지며, 한번 사라진 무형의 유산은 다시 복원하는데 오랜 시간
이 걸린다. 고창농악단이 1985년에 조직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전해주고 전해 받는 사람들
이 없었을 것이며 오늘날의 고창농악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것이다.
고창농악전승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굿을 치는 현장, 삶의 현장이

[참고자료2] 고창농악 전승 장소의 변화 과정
년도

장소

설명

1993

양사동 마을 제각

마을제각을 빌려 전수 시작

2000

고창농악전수관
(구 학천초등학교)

성송면 학천리에 위치한 구 학천초등학교을 무상임대하여
고창농악전수관 개관

2006

숙소동(2층) 신축

숙소동 신축하여 생활공간 확보

2016

교육동 리모델링, 신축

폐교를 리모델링, 신축하여 교육실, 공연장, 전시실 등을 갖춘
고창농악전수관으로 개관

다. 공연으로서의 농악도 물론 중요하지만 굿이 행해져왔고 행해지고 있는 마을과 그것을 이
루고 있는 당산과 샘, 집과 논두렁이야말로 고창농악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굿의 현장이다.
이렇듯 고창농악보존회의 전승 활동을 중심으로 한 일상의 활동은 현재에 남아있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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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3] 연도별 고창농악 전수인원 연인원 통계

5

고창농악판굿

2003.10.5.

고창읍 모양성내

판굿 발표. 고창농악경연대회와 함께 진행

6

고창농악발표회

2004.11.27.

대산면 수박공판장

판굿 발표.

양사동 제각

7

고창큰굿

2005.11.26.

고창농악전수관

판굿 및 도둑잽이, 달집태우기와 개인놀이 마당

39

양사동 제각

8

2006.2.12.

99

양사동 제각

공음면 선동리
선산마을

정월대보름에 문굿과 줄굿 발표.

1996

고창큰굿
문굿과 줄역사

1997

66

양사동 제각

9

잡色

2007.10.20

판굿과 도둑잽이굿

1998

79

고창읍 모양성내
잔디광장

양사동 제각

1999

83

10

고창농악발표회

2008.10.5.

고창읍
동리국악당 광장

길놀이와 고창농악 판굿 발표

양사동 제각

2000

177

양사동제각/구전수관

11

만두레 풍장굿

2009.8.8.

고창농악전수관

고창농악전수관 앞에 위치한 논에서 풍장굿 발표

2001

276

구 전수관

12

고창문화의전당

388

구 전수관

은빛 추억 속의
풍물굿

2010.12.19.

2002

설장구,길굿,문굿,풍장굿,판굿 프로그램으로 이어진
무대공연

2003

366

구 전수관

13

판굿

2011.12.17.

고창농악전수관

2004

398

판굿,도둑잽이굿,다양한 초청공연을 프로그램으로
故황규언 선생님 공적비 제막식 및 학술대회와 함께 진행.

구 전수관

2005

488

14

판굿

2012.10.22.

모양성제 특설무대
앞 잔디광장

모양성제에서 판굿으로 문화재발표회를 진행

구 전수관

2006

459

구 전수관

15

고창농악 ‘판굿’

2013.10.13

모양성제에서 판굿으로 문화재발표회를 진행

2007

599

구 전수관

고창읍성 앞
잔디광장

2008

559

구 전수관

16

2014.11.20.

고창문화의전당

2009

545

12잡색이야기/문굿/풍장굿/도둑잽이극/판굿으로 이루어진
무대공연

구 전수관

‘풍무’ 고창농악
12광대열전

2010

441

구 전수관

17

풍장굿

2015.8.13.

성송면 향산마을

풍장굿, 판굿 발표

2011

487

구 전수관

18

판굿

2016.10.8.

모양성제에서 판굿으로 문화재발표회를 진행

2012

537

구 전수관

모양성제 특설무대
앞 잔디광장

2013

563

구 전수관

19

판굿

2017.10.28.

모양성제 특설무대
앞 잔디광장

모양성제에서 판굿으로 문화재발표회를 진행

2014

494

구 전수관

20

판굿

예정

2015

618

구 전수관

2016

808

신 전수관

2017

970

신 전수관

2018

980

신 전수관

년도

연간 전수인원(명)

장소

1993

14

양사동 제각

1994

20

1995

[참고자료4] 고창농악 문화재발표회 연혁
회

부제

일자

장소

내용

1

고창농악

1999.2.28.

고창 실내체육관

정창환, 황규언 문화재 발표회

2

고창농악발표회

2000.12.2.

고창농악전수관

단체문화재발표회 판굿 발표
(개인문화재, 황규언,정창환)

3

만두레풍장굿

2001.9.1.

해리면 하련리

만두레 풍장굿 발표
(선소리 김수만,상하 검산리)

4

판굿

2002.12.7.

고창농악전수관

판굿과 도둑잽이굿 발표

260

2018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 무형문화유산 & 평화

[참고자료5] 고창농악경연대회 연표
부제

일자

장소

내용

제 1회 고창농악경연대회

2000.10.

고창읍성

- 일반부: 고창군 읍,면 농악단 (6팀)

제 2회 고창농악경연대회

2002.10.15.

고창읍성

- 일반부 : 고창군 읍·면 농악단(14팀)
- 학생부 : 고창군 초·중·고 농악부

제 3회 고창농악경연대회

2003.10.5.

고창읍성

- 일반부 : 고창군 14개 읍·면
농악단(14팀)
- 학생부 : 고창군 초·중·고 농악부(4팀)

제 4회 고창농악경연대회

2004.10.24.

고창읍성

- 일반부 : 고창군 읍·면 농악단 및
기타동호회(15팀)
- 학생부 : 고창군 초·중·고 풍물패(4팀)

261

Session IV

제 5회 고창농악경연대회

2005.10.9.

고창초등학
운동장

- 일반부 : 고창군 읍·면 농악단 및
대학풍물패(15팀)
- 학생부 : 고창군 초·중·고 농악부(5팀)

제 6회 고창농악경연대회

2006.10.29.

고창초등학교
운동장

- 일반부 : 고창군 읍·면 농악단,
일반인 농악단 및 대학풍물패,
동호회(15팀)
- 학생부 : 초·중·고등학교 농악부(6팀)

고창읍
국악당 앞 광장

- 일반부 : 고창군 읍,면농악단,
일반인 농악단,(14팀)

제 7회 고창농악경연대회

2008.3.9.

7

2009.9.6.

동덕여자대학교
운동장

앞굿 / 기념식 / 문굿 / 성주풀이와 영남굿 / 판굿과 날뫼북춤 /
구정놀이 / 뒷굿

8

2010.9.5.

동덕여자대학교
운동장

앞굿 / 기념식 / 문굿 / 초청공연 / 판굿 / 뒷굿

9

2011.9.4.

동덕여자대학교
운동장

앞굿 / 길놀이 / 초청공연 / 판굿

10

2012.9.9.

경의선 수색역 광장

문굿 / 초청궁연 / 판굿과 개인놀이 / 뒷굿

11

2013.10.5.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광장
(한성백제문화제)

풍장굿 / 구정놀이 / 덧뵈기 마당 / 판굿

제 8회 고창농악경연대회

2009.10.24.

고창읍 모양성내 잔디광장

- 일반부 : 고창군 읍,면농악단(15팀)
- 학생부 : 초.중.고등학교 농악부(6팀)

12

2014.10.3.

제 9회 고창농악경연대회

2010.10.17.

고창초등학교
방장관 앞 광장

- 일반부 : 고창군 읍,면농악단,
일반인 농악단(16팀)

13

2015.10.10.

제 10회 고창농악경연대회

2011.10.2.

고창초등학교
방장관 앞 광장

- 일반부 : 고창군 읍,면농악단,
일반인 농악단(16팀)

14

2016.3.26.

서울 신촌
창천문화공원

문굿 / 풍장굿 / 판굿, 도둑잽이, 농부가 /단심대놀이

제 11회 고창농악경연대회

2012.10.21.

모양성제
특설무대 앞 광장

- 일반부 : 고창군 읍,면농악단
일반인 농악단(16팀)

15

2017.3.25.

서울 신촌
창천문화공원

판굿 / 판굿과 도둑잽이 / 구정놀이 / 대동놀이

제 12회 고창농악경연대회

2013.10.12.

고창초등학교
방장관 앞 광장

- 일반부 : 고창군 읍,면농악단(15팀)

16

2018.3.22.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
야외마당

문굿 / 판굿 / 구정놀이 / 풍장굿과 기놀이 / 대동놀이

제 13회 고창농악경연대회

2014.10.5.

고창초등학교
방장관 앞 광장

- 일반부 : 고창군 읍,면농악단(15팀)

제 14회 고창농악경연대회

2015.10.25.

동리국악당 앞 잔디마당

- 일반부 : 고창군 읍,면농악단(15팀)

제 15회 고창농악경연대회

2016.10.15.

고창농악전수관
야외공연장

- 일반부 : 고창군 읍,면농악단(14팀)

제16회 고창농악경연대회

2017.9.23.

고창농악전수관 야외공연장

- 일반부 : 고창군 읍,면농악단(14팀)

제17회 고창농악경연대회

2018.9.8.

고창농악전수관 야외공연장

- 일반부 : 고창군 읍,면농악단(15팀)

풍장굿 / 구정놀이 / 판굿
불림 / 게릴라난장 / 단심대놀이 / 판굿

[참고자료7] 고창농악 사랑의 날 연표

[참고자료6] 고창굿 한마당 연표

일자

부제

내용

2004.9.12.

고창농악인의 날

14개 읍면 고창농악인들이 모여서 체육대회

2005.10.3.

고창농악 뿌리찾기

작고하신 여러 원로회원들의 묘소를 보존회원들과 유가족들이 함께 찾아다니며
추모

2006.5.14.

고창농악보존회 친목의 날

작고하신 원로회원 사진전, 축하공연, 농악 한마당

2007.4.15.

2007 고창굿 사랑의 날

추모제, 추모공연, 원로회원 유가족과 보존회원들의 만남의 자리

2008.10.25.

2008 고창굿 사랑의 날

추모제, 고창농악판굿

2009.4.26.

2009 고창농악 사랑의 날

추모제, 추모공연, [고창농악,나무한그루,2009] 출판 기념식

2011.7.2.

故황규언선생 공적비
제막식과 판굿

故황규언의 공적비 제막식과 함께 농악학술대회 및 제13회 고창농악
문화재발표회를 진행

2017.9.23.

고창농악 단체 공적비
제막

고창농악 원로회원 41명의 업적을 기리는 고창농악 단체 공적비 제막과 사진전

회

일자

장소

내용

1

2003.6.7.

서울시립대학교

문굿 / 줄굿 / 판굿 / 도둑잽이굿

2

2004.5.29.

뚝섬 한강시민공원

줄꼬기 / 문굿 / 줄다리기 / 줄감기 / 당산굿 / 판굿 / 뒷굿

3

2005.5.29.

뚝섬 한강시민공원

줄꼬기 / 문굿 / 줄다리기 / 줄감기 / 당산굿 / 판굿 / 뒷굿

4

2006.9.10.

뚝섬 한강시민공원

마당밟이와 덕담풀이/줄디리기, 줄굿, 줄다리기/당산굿/
박터트리기 / 뒷굿

년도

사업명

전시내용

설명

5

2007.9.9.

뚝섬 한강시민공원

마당밟이와 덕담풀이 / 줄디리기와 줄굿 / 줄다리기와 오방돌기 /
당산제 / 작은굿판(참여굿판) / 대동놀이와 뒷굿

2006

고창굿사랑의날

고창농악 원로선생님
사진전

보존회원 및 유가족 들의 만남의 자리

6

2008.9.7.

뚝섬 한강시민공원

기념식 / 줄드리기 / 마당밟이 및 덕담풀이 / 민속놀이 대회 / 줄굿,
줄다리기, 오방돌기 / 당산제 / 참여굿판 / 박터트리기와 뒷굿

2017

고창굿한마당
사진전

고창농악 사진전

고창농악 전수생 출신의 젊은 작가들이 찍은 사진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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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8] 전시를 통한 고창농악 뿌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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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고창농악
전시실 개관

굿,사람,삶 사진전

고창농악보존회의 과거사진전

고창농악연혁

고창농악보존회연혁 1993~2016

한국의농악

대한민국의 농악지도, 전라도의 농악지도, 고창의 농악지도

문굿

문굿설명 및 영상 상영

판굿

판굿설명 및 잡색탈 전시

당산굿

당산굿설명

풍장굿

만두레 풍장소리 소리를 들어볼 수 있다.

보름굿

줄굿, 매굿 등의 설명

고창농악명인전

선생님들의 유품 전시 및 영상을 통한 소개

전수공간 변천사

전수공간의 변천사 기록

고창농악 원로선생님들

현재 보존회를 있게 선생님들의 사진 기록

2017

고창농악
기념비 제막식

원로선생님들 사진전

고창농악기념비 제막식에서 원로 선생님을 기리는 사진전

2018~

갤러리 굿 개관

고창굿, 작은역사전
-천옥희 사진전

우리의 굿 문화를 미술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는 공간

[참고자료9] 고창농악보존회의 공연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2012년부터 참여해온 사업으로 지역의 관광 자원 활성화를 위해 한옥에서 이뤄지는 야간상설공연이다. 작품은
농악 외에도 연극, 기악, 노래, 등 여러 장르의 요소들을 함께 하는 연희극이라 볼 수 있다. 연기자 및 외부
스텝과의 협업 등을 통해 공연을 풍부하게 만들고 있다.
년도

제목

장소

내용과 특이점

2012

오동나무집 엿보기

고창 신재효 고택주변

신재효 고택 주변의 길놀이로 시작해서 문굿-매굿뒷굿으로 이어진다. 집안을 매굿을 치며 관객과 함께
이동하며 판소리, 덕담, 개인놀이, 민요, 뒷굿 등을 즐긴다
신재효와 진채선의 이야기가 있으나 스토리성은 강하지
않고 매굿의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

2015

버라이어티
감성농악
도리화귀경가세

한옥마을 도예체험장

동리 신재효와 진채선의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그리움에 대한 스토리 위에 다양한 전통놀이 형식을
버라이어티하게 버무린 작품

2016

버라이어티
감성농악
‘도리화귀경가세’

고창읍성
내아

고창문화재인 고창읍성(모양성) 안 내아에서 진행하게
되어 더욱 분위기가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공연내용은
동일하다.

2017

미스테리 감성농악
‘모양마을 사람들’

고창읍성
내아

마을에서 당산이 베어지게 되고 생기는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농악과 탈놀이를 통해 풀어낸다. 마지막에는
관객과 함께 줄놀이를 한다. 농악 이외에도 덕담, 사자춤,
기놀이 등 다양한 볼거리가 더해졌다.

2018

판타지 감성농악
‘이팝:신의 꽃’

고창농악
전수관

성주신, 조왕신, 철륭신 가신들이 일제 강점기에 잃어버린
언니를 찾아주기 위해 점례할머니와 좌충우돌하는
이야기.

풍무(기획공연)
2008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고창농악 고깔소고춤’이라는 제목으로 고깔 소고춤의 다양한 모습을 올렸던
작품을 바탕으로 문굿, 풍장굿, 판굿의 틀거리에 고창농악의 개인놀이와 잡색놀이를 얹어 만든 ‘풍무’시리즈는
고창농악보존회의 대표 무대 공연이다. ‘풍무’에는 고창농악의 다양한 모습의 연행형태를 무대에서 볼 수
있으며, 전문연희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보존회원들까지도 함께 무대에 서는 작품이며, 마당 중심으로 연행되던
고창농악의 무대공연에 대한 고민의 본격적으로 시작한 작품.
년도

제목

장소

내용과 특이점

2008

고창농악
고깔소고춤

국립국악원
우면당

국립국악원 우면당을 무대로
6인 6색의 소고춤과 함께 문굿, 풍장굿, 판굿의 공연

2010

은빛 추억속에 핀
풍물꽃

고창 문화의전당

문굿, 풍장굿, 판굿 공연
원로보존회원들의 무대공연 참여

2011

풍무-고깔소고춤

호암아트홀

2008년 고깔소고춤의 내용을 강화하여
SiDance에 참가하여 호암아트홀 무대에 올렸다.

2012

풍무

고창 문화의전당

소고춤 중심의 형태에서 벗어나, 설장구, 북놀이,
부포놀이 등을 각 판에 넣어 새롭게 구성

2013

풍무

수원시
청소년문화예술회관

2012년도 풍무를 바탕으로 잡색극 도둑잽이가
추가되었다.

2014

풍무 12광대열전

고창 문화의전당

잡색의 역할을 강화하여 도둑잽이 극을 중심으로 풍무를
재구성

2015

풍무

수원SK아트리움대공연장/
전주 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

농악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념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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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거리극 축제 노상놀이
2017년도 부터 새로 시작한 야외에서 퍼레이드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관객을 대상으로 벌이는 상설거리공연. 2
년도

제목

장소

내용과 특이점

2017

모양대로 풍장허네

모양성 앞
광장

각양각색의 화려한 복장의 길놀이 및 고창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는 이야기.
고창의 여러 관광자원을 각각의 농악 놀이에 비유하여
고창을 소개함과 동시에 농악공연을 즐기는 작품.

2018

고창으로
Go!Go!Go!

모양성 및 고창의 관광지

기존 ‘모양대로 풍장허네’를 각색하여 퍼레이드적인
요소를 강화하여 일반보존회원들이 참여하며, 축제와
함께 고창읍성, 청보리밭, 선운사 등 관광명소에서
이뤄진다.

인문학콘서트
인문학콘서트는 2018년도부터 새롭게 시작한 고창농악보존회의 새로운 사업 컨텐츠로 농악과 관련된 주제로
강연 및 해설과 함께 공연과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열린 형태의 공연. 딱딱하지 않은 강연으로 농악에 관련된
정보와 이야기를 전달하고, 공연과 체험을 통해 농악의 실연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공감각적 복합
프로그램.
일시

제목

장소

내용과 특이점

2018.2.

한 해를 살아가는 힘
“보름굿”

고창농악
전수관

주제1: 고창의 당산과 풍수지리(이병렬)
주제2: 이세다이카구라와 고창의 매굿(가미노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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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

너울거리는 너름새의
작은 북
“호남(전라도)의 소고”

고창농악
전수관

강연 및 인터뷰: 김영희
주제1: 고창고깔소고 (임성준, 문현주)/
주제2: 황재기고깔소고(하애정)/
주제3: 홍유봉채상소고(조세훈)

2018.8.

일과 놀이 그리고 두레,
“풍장굿”

고창농악
전수관

주제1: 풍장굿 이야기(이명훈)
주제2: 두레와 풍장(송기태)

2018.10.

낭창거리는 가락에
흩날리는 하얀 꽃송이
“호남(전라도)의 꽹과리”

고창농악
전수관

주제1: 호남우도 꽹과리(故나금추)
주제2: 호남좌도 꽹과리(유명철)

면단위의 초등학교, 군시설 등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공연. 일반적으로 옴니버스 식의 공연 형태이며, 관객과
연희자의 거리가 가깝고 관객이 소규모인 점을 고려해 체험적 요소를 함께 하기도 한다.
년도

제목

장소

내용과 특이점

2008 2010

우리문화속
신명

지역초등학교

초등학교 대상으로 한 옴니버스식 전통예술공연.

2011 2013

놀이푸리

지역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덕담풀이와 농악 공연. 보름굿의
소원지문화 및 덕담풀이를 바탕으로 제작. 공연 전
학생들의 소원엽서를 받아서, 공연 중 함께 덕담과 함께
소원발표를 하는 공연

2015

놀이푸리

고수면 마을

일본의 타악그룹과 함께 마을을 찾아가 선보인
콜라보레이션 공연.

2016

놀이푸리

해리중

옴니버스식 농악 공연

2017

놀이푸리

대산초/공음초

옴니버스식 농악 공연

아시아 민속춤 축제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농악이 다른 나라의 전통민속문화와 만나는 무형문화유산의 교류의 자리.
국경을 넘어 사람에서 사람으로 통하는 무형문화유산의 교류 그리고 접하기 힘든 세계의 무형문화유산을
경험하는 자리.
년도

제목

장소

내용과 특이점

2018.7.

아시아민속춤 축제

고창농악전수관

1부: 대담- 지역에서 사랑받는 세계의 민속춤
2부: 공연- 고창농악/시시오도리/콜라보레이션

해외공연
해외활동을 통한 교류 및 공연 활동. 단체를 초청하는 경우는 고창농악의 정통적인 공연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쪽에 중심이 있다면, 개별 차원의 교류에서는 농악연희자로서 다른 장르, 다른 문화의 아티스트들과
콜라보레이션 공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고창농악전수관 정기공연(→고창농악보존회 기획공연)

년도

제목

장소

내용과 특이점

고창농악전수관 정기공연은 보존회의 전문연희자 들이 올리는 정기공연. 보존회 전문연희자 들의 농악공연에
대한 고민이 잘 드러나는 공연.

2005

3.1 문화재

후쿠오카

후쿠오카의 풍물패가 개최하는 3.1문화재 축제에
초청공연팀으로 참여

2007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초청공연

콰테말라 엘살바도르

남미 2개국 한인회의 초청 공연.

2014 2016

산리쿠
국제예술제

일본 이와테/하치노헤/
오후나토

일본 동북지방 이와테현에서 이뤄지는 국제예술제에
2014년 보존회 이수자 팀이, 2015, 2016년에는
프로젝트팀인 더부렁 농악단으로 공연을 참가 및 교류.
풍장굿과 판굿 등으로 공연.

2015

온데코자 공연

파스토랄 홀

일본 와다이코 그룹 온데코자 공연에 초청 공연.

2015

홋카이도립미술관
초청 공연

홋카이도 도립미술관

홋카이도 도립미술관의 초청으로 풍장굿과 개인놀이
공연.

년도

제목

장소

내용과 특이점

2010.11.

제1회 정기공연
굿과 사랑에 빠지다

고창
문화의 전당

이수자 이명훈의 개인발표회로 첫 정기공연을 시작.
농악과 함께 살아온 예술인으로서의 삶을 정리하고 새
출발점으로 삼는 발표회.

2012.12.

제2회 정기공연
속보이는 이야기

군립 체육관

고창농악 이수자들의 개인놀이를 옴니버스식으로 올린
공연
이명훈-설장구/구재연-설장구,학춤/임성준-소고춤/
이성수-설장구/이광휴-상쇠춤,사물놀이/임승환-매굿/
주영롱-북춤,채상

2013.11.

제3회 정기공연 판굿

고창 문화의 전당

농악이 가진 다양한 연행형태의 미학을 판굿으로 풀어냄.
마당과 무대를 접목시키고 판굿의 구조에 농악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재해석한 작품.

2015 2016

마츠리크로씽

일본 요코하마
니기와이좌 소홀

가미노치에 선생님과 최재철의 프로젝트로 여러 한일
아티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콜라보레이션과 함께
하는 교류 공연

2014.7.

기획공연
판굿1.3

북서울 꿈의숲

제3회 정기공연 ‘판굿’을 업그레이드하여 서울의
소극장에 올린 작품. 서울 관객을 대상으로 기획작품을
올리는 시도.

2015 2016

가와사키
재즈페스티벌

일본 도쿄 가와사키

2015 도쿄의 장구연희자 최재철의 페스티벌 초청공연에
함께 조인하여 공연한 농악과 재즈의 콜라보. 피아노,
드럼, 바이올린, 소고춤 등의 콜라보레이션.

2017.11.

제4회 정기공연
수소고

고창농악전수관대극장

임성준 개인발표회. 고창농악전수관 대극장을 무대로
사용한 첫 공연.

2016

덴마크 초청공연

덴마크

주덴마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한국문화주간에 선보인
농악 공연

2018.12.

제5회 정기공연
고색창연

고창농악
전수관 대극장

<기획, 연출 중>

2016

Korea Frotier

일본

일본 타악 그룹 선드럼의 한국 아티스트와의 협업 앨범
발매 기념으로 투어 공연.

2016

삼차구 조선족 소학교
농악 교육

중국 삼차구

중국 삼차구 조선족 소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농악교육과 마을 공연.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우리문화속의 신명/놀이푸리)
고창군의 지원받아 문화소외 계층을 찾아가서 공연을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노인 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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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인도샥티센터

인도

인도 샥티 센터에 소고춤과 설장구 강습과 교류

2017

니치린노츠바사

일본 교토히가시구

일본 현대미술가 야나기 미와 연출의 연극인
니치린노츠바사(원작소설가 나카가미 켄지)에
쇠,장구,태평소 연희자로 출연. 밴드, 탭댄스, 서커스 등과
협업 및 교토 히가시구조 마당 팀과의 교류 진행.

memo

기타 공연
이상의 공연 외에도 축제의 길놀이 및 공연과 초청을 받아서 이뤄지는 무대와 마당공연 등이 있으며, 또는
공연축제 같은 곳에 지원참가의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외부 농악경연대회 참가하기 위해 준비하는 판도
있다. 초청공연의 단위로는 ‘고창농악보존회’, ‘예술단’, ‘개인’ 단위들의 공연을 진행.
년도

제목

장소

내용과 특이점

2013, 2014

별의별춤

성균소극장

2013년 고창농악 매굿, 판굿, 풍장굿 활용한 무대 연출.
2014년 4회에 걸쳐 악기별 개인놀이 무대 연출.

2015

국제 2인무 페스티벌

성균소극장

2인무 페스티벌 참여. 전통구정놀이를 해체 및 재구성한
두 개의 작품으로 참가. 소고와 부포 콜라보레이션, 2인
설장구

2012 ~2014

프린지

프린지 행사장

개인놀이를 옴니버스로 선보이는 작품으로 참가

2013

풍물명인전

성균소극장

젊은 농악 명인들이 각자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공연을
올리는 프로그램. 고창농악의 여러 형식의 농악과
개인놀이를 옴니버스식으로 공연

-

길놀이

-

전통 농악 복색과 깃발 잡색 등으로 행사장 분위기를
돋구거나 퍼레이드를 이끄는 등의 길놀이.

-

풍장굿
길놀이

-

풍장굿 분위기로 장화와 깃발을 앞세우고 벌이는 길놀이.
흔한 농악 이미지에서 벗어나 좀더 흥겹고 관광객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위기의 길놀이

-

개인놀이 초청공연

-

명인전과 같은 프로그램에 개인별로 초청하여 올리는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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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this month did I discover I had seen the first reproduction of the Mun-gut by Gochang Nongak in over 30 years.

Transmission Process and
Communication Style of
Gochang Nongak

It is with great pleasure and respect that I read about the activities and growth of Gochang Nongak. Like President Myonghoon Lee, I wondered if nongak would be able to be
revitalized to serve its original and larger role in Korean society of facilitating communication among human communities, their natural surroundings, and the spiritual realm.
With the loss of many traditional ways of life, including communal labor(dure), and the
embrace of modern technology and, in many cases, Western culture, I wasn’t so sure if
nongak could stay alive and meaningful to younger generations of Koreans.
The many successes of the Gochang Nongak Preservation Society are certainly linked

Nathan HESSELINK
Professor, British Columbia University, Canada

to the strong leadership of the society and the many researchers, performers, and volunteers who have meticulously documented the past performances of Gochang Nongak over
the years and continue to reenact them today. But what is most promising to me as an
outside researcher is the way Gochang Nongak has created grassroots communities spread

Through scientific understanding, our world has become de-humanized. Man

throughout the province, and that the youth have been targeted in their efforts to make

feels himself isolated in the cosmos. He is no longer involved in nature and has

nongak a living, breathing, and evolving activity. It is also noteworthy that the Society is

lost his emotional participation in natural events, which hitherto had a symbolic

looking to find new and contemporary contexts for nongak’s participation in modern life.

meaning for him. Thunder is no longer the voice of a god, nor is lightning his
avenging missile. No river contains a spirit, no tree means a man’s life, no snake
is the embodiment of wisdom, and no mountain still harbors a great demon…. His
immediate communication with nature is gone forever, and the emotional energy
it generated has sunk into the unconscious.

The only suggestion I would make is to encourage Gochang Nongak to also create
opportunities for non-Koreans to live and study nongak in Gochang. My own experience
living in Jeonju and studying with local nongak groups was deeply moving in personal and
philosophical ways. Nongak can serve as a beautiful model for other peoples and societies
as to how to properly treat one’s fellow human beings, and how to be respectful to nature

- Carl Jung, The Symbolic Life, 1976

and the non-human world.

During the year 1995-96 I lived in Jeonju, North Jeolla Province to conduct field research
on rural pungmul/nongak. The groups I worked with — Iri Nongak and Imshil Pilbong
Nongak — at that time only taught the secular, theatrical version of nongak

(the pan-gut).

While I thoroughly enjoyed the experience of learning the rhythms and the dance, I began
to read about the roots of nongak and how it used to connect communities with the natural
and spiritual worlds. I wondered if such performances still existed.
Then in March of 1996 one of my younger teachers invited me to take a day fieldtrip
with him to see what he described as a “very special event.” After driving for a while
we arrived at a small village surrounded by fields and red-colored soil. I soon discovered
that I was about to see the enactment of the Mun-gut ritual by the local Gochang Nongak
group of Seongnam, Daesan-myeon. Over the course of the day I saw many fantastic and
emotionally moving performances, including mun-gut, saem-gut, and dangsan-gut rit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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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와 더 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재활성화될 수 있을지 궁금했다. 공동 노동(dure)을 포함

고창농악의 전승과정과
소통방식 과정과 의사소통 방식

한 많은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잃어버리고 많은 경우 서구 문화와 현대 기술을 받아들여 농
악이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살아 있고 의미 있게 남을 수 있을지 확신 할 수 없었다.
고창농악 보존회의 많은 성공은 수년간 고창농악의 과거 실적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오
늘날에도 계속해서 재현하는 많은 연구자, 공연가 및 자원 봉사자와 보존회의 강력한 리더
십과 분명 관련이 있다. 그러나 외부 연구원으로서 나에게 가장 전망 있어 보이는 것은 고
창농악이 지방 전역에 퍼져있는 풀뿌리 공동체를 창안 한 방법이며, 젊은이들은 농악을 살
아있고 호흡하고 진화하는 활동으로 만드는 노력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보존
회가 현대 생활에 농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새롭고 현대적인 맥락을 찾고 있음을 주목할 필

네이던 헤셀링크

요가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고창농악 보존회가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이 고창에 살면서
농악을 연구하는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전주에 살면서 지역 농악단
과 함께 공부한 경험은 개인적으로나 철학적으로 깊은 감동을 주었다. 농악은 동료 인간을
올바르게 대하는 방법, 자연과 인간이 아닌 세계를 존중하는 방법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과

과학적 이해를 통해 우리의 세계는 인간성을 잃었다. 사람은 우주에서 고립된 자신

사회를 위한 아름다운 모델이 될 수 있다.

을 느낀다. 그는 더 이상 자연에 개입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는 그에게 상징적인 의미
가 있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감정적인 참여를 상실했다. 천둥은 더 이상 신
의 목소리가 아니며, 번개는 신의 보복 미사일도 아니다. 강에는 영혼이 없고 나무
는 사람의 생명을 의미하지 않으며 뱀은 지혜의 구현체가 아니며 어떤 산도 여전히
위대한 악마를 품고 있지 않다. 그의 자연과의 즉각적인 소통은 영원히 사라졌으
며 그것이 생성한 정서적 에너지는 무의식 상태로 가라앉았다.
- 칼 융, 『상징적인 삶』, 1976

1995-96년 동안 나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거주하면서 시골 풍물/농악에 대한 현장 조사를
했다. 내가 함께 작업한 이리농악과 임실 필봉 농악 단은 그 당시에 대중적이고 연극적인 버
전의 농악

(판굿)을

가르쳤다. 나는 리듬과 춤을 배우는 경험을 철저히 즐기면서 농악의 뿌리

와 어떻게 그것이 자연스럽고 영적인 세계와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데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공연이 아직도 존재하는지 궁금했다.
1996 년 3 월에 한 교사가 "매우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하면서 보러 가자고 초대해서
하루 여행을 떠났다. 잠시 운전 한 후에 우리는 들판과 붉은 흙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도
착했다. 나는 곧 대산면 성남의 고창 농악단이 문굿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
루 동안에 나는 문굿(mun-gut), 우물굿(saem-gut), 당산굿(dangsan-gut) 을 비롯한 환상적이고 감정
을 움직이는 공연을 많이 보았다. 이 달에만 30년에 걸쳐 고창농악이 문굿를 처음으로 재현
한 것을 보았습니다.
큰 기쁨과 존경심으로 고창농악의 활동과 성장에 대한 책을 읽었다. 이명훈 회장처럼
농악이 사람공동체, 자연 환경, 그리고 영적인 세계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한국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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