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234-1811

Volume 46

아태무형문화유산꾸리에

새해맞이
전통공연

4

8

Editorial Remarks

아태무형문화유산꾸리에

금기형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올해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창립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센터는 그동안 아

발행인

태무형유산꾸리에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제고하고 전 세계 독자들과 나누

금기형

고자 노력해왔습니다.

18

28

센터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향후 10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

편집자문위원

다. 아태지역의 무형유산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저변을 확장하여 무형문화유

아이굴 칼라포바

산 보호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센터는 올

엘리스 후퍼

해 아태무형유산꾸리에 온라인(ICH Courier Online) 웹사이트를 새롭게 개편했습니

함한희

다. 웹사이트에 테마별 기사보기 코너를 신설해 구독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정보를 접

수잔 오게

할 수 있도록 구독 편의성을 증대했습니다. 또한 새롭게 시도하는 온라인 구독 신청

편집장

코너를 통해 더 많은 구독자들과 아태지역의 무형유산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태무형유산꾸리에 제46호의 주제는 <새해를 맞이하는 아태지역의 전통 공연

차보영

예술>입니다. 아태지역의 공동체들은 지역과 종교별로 각기 다른 시기에 새해를 맞

목차
제46호
2021년 3월

4

22

전문가 논평

무형유산 보호활동

팡갈라이 또는 이갈:

투발루인의 풀라카 경작 지식

편집

무형유산 테마기행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일본, 네팔, 미크로네시

장연석

아 그리고 미얀마의 전통 공연을 소개합니다.

26



무형유산 공동체

8

토기즈쿠마라크:

현장리포트

카자흐스탄의 전통 보드게임과

무예 증진을 통한 무형유산 보호 노력:

교육적 잠재성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자인 / 인쇄
오늘도디자인 / Ok Min

문의
주소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28


민태혜, 조윤경

겠습니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10주년을 기념하며 앞으로의 새로운 10년을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무예 시범사업

12

번역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아태무형문화유산꾸리에는 앞으로도 무형유산 관
련 정보와 담론의 전달자로서 아태지역의 무형유산 정보를 소개하고자 최선을 다하

필리핀의 고대 무용 전통
전통 공연예술 보호 사례연구

이하며 춤과 노래 등 고유의 풍습을 통해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환영합니다. 이번 호



전화번호 063-230-9711

무형유산 파이오니어

무형유산 테마기행

다롄 해양대학교의

새해맞이 전통공연

중국 항해문화 보호 노력

일본 14

30

평화와 행복을 부르는 기린사자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활동

팩스 063-230-9700
이메일 ich.courier@gmail.com

네팔 16
누 다야 빈투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본지에 게재된 개인원고는 필자의 견해이며,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공식입장과

미크로네시아 18

다를 수 있습니다.

얍의 화려한 무용수들

ICH Courier는 ichcourier.unesco-ichcap.org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출처를 밝히고

미얀마 20
QR 코드를 인식하면

낫 까다우 아 다뾰루 예인:

ICH Courier 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미얀마의 전통 군무

무료로 재인쇄할 수 있습니다.

표지 이미지
전통 춤을 추고 있는 미크로네시아의 어린이들
© Don Rubinstein

ISSN: 2234-1811

팡갈라이 또는 이갈,
필리핀의 고대 무용 전통
전통 공연예술 보호 사례연구

술루 군도 지도 © Census of the Philippine Islands
1918 Geography, History And Climatology

리가야 페르난도 아밀방사
예술감독, 알룬알룬 댄스서클
Part I. 서론

변 국가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인류학자들의 낙원”이라 불릴

탐불리 문화단(1976)

아태지역에서 동남아시아는 문화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다양한

만한 이 거대한 지역은 물리적 환경과 사회, 정치, 문화 발전 단계만큼

© LFA photo collection

말레이 민족이 광범위하게 이웃을 이루어 살고 있으며 다채로운 전통

이나 다양한 춤 문화를 자랑한다.

공연예술 형식이 모여 있는 놀라운 곳이다. 공연예술 연구측면에서도

술루(Sulu)제도는 민다나오 섬 남서단에서 북동부-남동부에 걸쳐

형태와 형식, 장르, 시간이나 시대 그리고 지리적 자료에 이르기까지

뻗어 있다. 필리핀 남단과 보르네오 북동단을 연결하는 이 제도는 반

다룰 수 있는 주제가 다양하다.

짝이는 하얀 모래 해변으로 둘러싸인 거의 500개에 이르는 섬이 연

사람들은 공연예술을 통해 민족 정체성을 확고히 다진다. 이는 공
동체를 강화하고 통합하는 힘이 된다. 근엄함과 활기, 혹은 단순함과

이어 있으며 마치 술루해와 세레베스해를 분리하는 징검다리 돌처
럼 보인다.

복잡함에 상관없이 사람들은 볼거리로서 공연 예술 자체를 좋아한다.

항해하기 어려운 술루 해안가에서 셀레베스해 건너에 있는 인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일상적이고 가벼운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네시아 열도는 말레이반도 쪽으로 남동부에서 남서부로 원호를 그리

혹은 우아함과 교양으로서 애호를 드러내기도 한다.

고 있다. 기원후 100년 이후 이 광활한 해양 지역 일부 해안가의 무역

공연예술 전통은 지속성을 보여준다. 그것은 곧 역사이며 공연예
술 전통을 상실한다는 것은 바로 역사를 잃는 것이다. 다른 공연예술

거점은 대체로 인도 무역업자, 그리고 국제무역 활동을 촉진했던 유
랑 종교학자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아 힌두-불교 왕국으로 발전했다.

전통과 마찬가지로 춤은 소리 속에 정신을 담는 음악과 더불어 한 민

기원후 100년 무렵 전파된 인도 문화는 동남아시아에 등장하기 시

족의 정신을 움직임 속에 포착해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예술 형태

작한 수많은 왕국이 ‘인도화’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기원후 1300년

를 보호하기 위해 전통공연예술을 연구하고 기록해야 한다. 그 속에

이후 이들 동남 아시아 왕국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이슬람이 통

는 예술 자료, 구전 전통, 신앙 그리고 공연 예술 안에 구현되어 있는

제하는 무역망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선사시대부터

관습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통은 박물관 전시물이나 화석이

해상 교역을 했던 필리핀의 다른 지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내에서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라 성장하고 변화하는 유산으로서 육성되어야

술루제도는 그러한 해양 교류의 끝에 있었다. 술루 술탄의 지배 안에

만 하는 예술 형태이다.

서 19세기 초까지 술루제도는 보르네오 북서부 해안까지 미치는 광범

예술 형태를 보호한다는 의미는 새로움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거

위한 정치권의 중심이었다.

나 새로운 눈, 새로운 통찰력 그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것을 포함

술루제도의 역사와 지리 특성에서 볼 수 있듯이, 바실란(Basilan)

한다. 틀에서 벗어난 전통 무용은 춤의 진정한 혹은 기본적인 특징을

주에서는 판삭(pansak)으로 알려진 춤인 팡갈라이(혹은 이갈)가

유지하면서도 새롭고 현대적으로 보일 것이다. 현대적이라는 뜻이 전

2,000여 년에 걸쳐 이어져온 동남아시아 고전 무용 전통임은 분명

통적이거나 역사적인 춤의 형태를 보존하는 데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하다.

민다나오 주립대학교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는 현시대에 알맞은 형태로 재창조한다는 의미

아시아 무용사와 뗄 수 없는 팡갈라이는 현재 비록 소외되어 있기

봉가오 농구장에서

이다. 표현 형식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현재 대중이 원하는 것을 반영

는 하지만 필리핀의 고전적인 춤 형태에 가장 가깝다. 팡갈라이 혹은

한다는 것이다. 변형 혹은 변화는 춤의 형태에 새로움을 더하지만 완

이갈의 풍부한 자세와 몸짓 언어를 보면 초기 아시아 문명의 다양하고

전히 새로운 어떤 것을 ‘창조’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춤의 역동성을

지속적이며 성숙한 안무 전통과 강력한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춤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의 단편 혹은 뚜렷한 관점을 드러내는 유형적 기록, 회화, 태피스트리

무용수 리가야 아밀방사가
팡갈라이 동작을
시연하고 있다(1975)
© LFA photo collection

또는 앙코르나 아유타야 등지에서 볼 수있는 조각상들이 그 증거이다.

탈을 쓰고 안무을 시연하고 있는 알룬 알룬 댄스 서클 댄서들(2006) © AlunAlun Dance Circle photo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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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역사적, 지역적 연결성

이에 더해 오늘날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잘 훈련된 무용수와

필리핀은 아태지역에서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소위 “불의 고

연주자들이 연행하는 공연과 무용 역시 그 사실을 입증하는 살아있는

리” 지대에 속한다. 이 지역에는 말레이 민족이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유산이다. 팡갈라이는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인도와의 결속도 보여

필리핀은 역사, 지리, 생태, 혈통, 인종 그리고 문화를 통해 아시아 주

준다. 인도는 동남아시아 전 지역에 전해지는 고전 무용의 뿌리이다.

ichcourier.unesco-ichca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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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무용공연 연구와 전통

용을 해야 할까?’하는 걱정 말이다. 하지만 그러한 우려는 곧 근거 없

다. 기본적으로 순수한 춤, 그것은 이를 만들어낸 문화와 시대의 산물

장은 물론 마당, 놀이터, 병원, 쇼핑센터 로비 그리고 개인 주택 등지에

갈수록 무용 연구자들의 숫자는 매우 줄어들고 연구는 더욱 어려워지

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1975년과 1976년 마닐라에서 열린 공연은 기

이다. 이 형태 혹은 전통이 사라지면 원 창시자가 추었던 대로 춤을

서 다양한 관객에게 보여준다. 이 춤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고 있다. 여전히 기록자료, 특히 민속무용 전통과 관련한 성과물은 많

대 이상이었다.

추는 것은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처럼 살고 느끼는 것이 불가능

도 필리핀을 대표하는 다양한 행사 무대에서 의도적으로 공연되었다.

하기 때문이다. 모방 혹은 재창조된 춤은 형태적으로는 유사하겠지

2007년 ADC가 개최한 제1회 팡갈라이와 관련 춤 문화의 보존 및

PART IV. 무용에서 혁신과 출판

만 내적 의미는 남아 있지 않거나 그 안에 담긴 영혼이나 불꽃이 없

대중화에 관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이 행사의 성공은 필리핀 무용사

무용 연구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심지어 수년에 걸친 연구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는 예술, 기능, 역사적 관점에서 지역 역사와 문

을 것이다.

에 큰 도움이 되었다. 행사에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

와 관찰 그리고 동작 언어를 기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구

화적 맥락을 통해 춤을 완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밤

민족 무용의 시각적 영향만을 포장하거나 대중 엔터테인먼트로

전 전통, 신앙 관습을 포함해 관련된 예술자료와 음악도 연구해야 한

에 집에서 어두운 방 바닥에 촛불이나 등잔을 켜 놓고 벽에 드리워진

서 의도적으로 춤을 치장하는 행태는 개탄스럽다. 만약 그러한 행위

다. 전통무용의 가치는 무용의 내적 감정 혹은 영혼이라 할 수 있기

“그림자 연습”을 통해 기본적인 춤 자세와 몸짓을 배워야 했다. 당시

가 훈련이 부족한 무용수에 관심이 쏠리지 않도록 의도되었다면 더

때문이다.

타위타위에서는 수돗물과 마찬가지로 전기는 꿈과 같은 것이었기 때

욱 그러하다.

지 않다. 무용수와는 달리 연구자는 춤과 같은 살아있는 유산 그 너머
를 보기 위해서 자세와 몸짓 혹은 동작 언어 그 이상을 연구해야 한다.

1969년 필자가 처음 술루에 갔을 때, 타우 숙(Taw Sug), 사말(Sa-

문이다.

아 그리고 미국에서 온 자료제공자들은 무용 연구자, 교사 그리고 안
무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문화 공유 활동을 펼쳤다.
ADC는 전통적 구성에 서양 팝, 클래식 음악 등 다양한 형식의 음
악을 활용하여 현대적 주제를 지닌 새로운 안무를 만들었으며, 이를

공연 목적이 낯선 춤 전통을 되살리거나 보존하는 것이라면 춤이

통해 원칙에 입각하여 팡갈라이를 보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mal), 바자우(Badjaw) 그리고 자마 마푼(Jama Mapun)의 전통에 대

그 후 나는 강연과 시연을 위한 보조 교재로 손 연습을 비롯해 자

가진 동작 언어의 진정한 특성이 그대로 수용되어야 하며 변경되어

길을 열었다. ADC는 철저한 춤 지도, 현지 조사, 문화 교류 그리고 각

해 내가 가진 지식은 인쇄물이나 여기저기서 전해들은 정보 그리고

세와 동작을 연구하기 위한 막대그림을 고안해냈다. 내가 쓴 팡갈라

서는 안 된다. “회복을 위한 회복”은 기본적인 자세와 몸짓의 진실성

색한 공연을 꾸준히 선보임으로써 폭넓은 관객, 특히 젊은 층이 팡갈

유명한 현지 무용단이 마닐라에서 하는 알려진 공연 정도가 다였다.

이 책에서는 미적인 부분을 고려해 막대 그림을 그림자 모양이나 실

을 유지한다. 한편 “타당한 변형”은 비록 (우리 시대와) 연관성이 항

라이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

당시 거장이 연주하는 전통 공(Gong,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전해

루엣으로 표현했다. 기본적인 팡갈라이 혹은 이갈의 동작 패턴을 제

상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춤 전통의 미적 특질을 유지하는 안무 작품

내려오는 징과 유사한 형태의 금속 소재 전통 타악기)과 북 앙상블 반

대로 배운 학생은 “기억 안내자”로서 이 그림을 쉽게 활용하여 다양

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발한 고안 장치로서 자세와 몸짓을 사용한다.

PART VI. 결론

주에 맞춘 정통 팡갈라이 공연은 생생한 인상을 남겼다. 그리고 나에

한 자세, 몸짓, 발 동작 조합을 재창조할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음악, 혁신적인 의상 혹은 물건 그리고 특이하거나 외

세계화와 전통문화의 파편화는 국가, 지역 그리고 국제적 경계를 넘는

1979년 태국 치앙마이의 드라마예술대학에서 관찰 활동을 수행한

부에서 도입된 아이디어와 함께 춤을 포장하면 다르게 보일지 몰라

춤의 이동과 더불어 무용 분야에 더 많은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이후 마침내 연구 결과를 담은 저술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1969년

도 동작 언어는 옛 형태에 충실하다. 표현 양식을 재창조하는 것은 소

있다. 전통적인 춤 활동은 신체와 문화 환경을 맥락으로 해서 춤 연구

당시 술루 지역은 모로 민족해방전선(Moro National Liberation

이래 내 연구와 관련한 수많은 분야에서 1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

외된 전통 공연예술 형태를 전승하고 보호하는 데에 흥미로운 가능

에 대한 적절한 관심 속에 지속적으로 번창할 것이다. 춤은 신체의 움

Front, MNLF)의 근거지로, 분리주의자와 반군 간 분쟁 탓에 피폐해

진 방법론적 발전을 바탕으로 강의와 시연을 통해 같은 분야의 다른

성을 제공한다.

직임으로 포착한 언어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서술에 있어 정확성을

져 있었다. 1974년 8월 탐불리 문화극단(Tambuli Cultural Troupe,

연구자들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많은 자료를 만들어냈다. 필리피나

이하 TCT)을 조직했을 당시 나는 민다나오 지역에 속한 무슬림 자치

스 재단(Filipinas Foundation)에서 출간한 책 『팡갈라이, 전통춤과

PART V. 극장과 전통의 재창조

주 타위타위(Tawitawi)의 주도인 봉가오(Bongao)에 있었다. 그곳 민

관련 민속예술 표현』은 마닐라 비평가협회로부터 1983년 최우수 예

1978년 1월 인도의 라이푸르에서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 주장한다. 정보와 통신기술, 디지털 비디오, 컴퓨터 그리고 다른 전

다나오 주립대학 내 술루 기술해양학대학(Sulu College of Technol-

술도서상을 수상했다. 2005년에는 자매판인 『우킬(Ukkil), 술루제도

나는 필리핀 북민다나오 지방의 라나오 델 노르트(Lanao del Norte)

자 저장 장치를 활용하는 전지구적 개념의 시대에 문화 연구는 커다

ogy and Oceanography, MSU-SCTO) 교수이자 문화문제 특별 보

의 시각예술』이 아테네오 드 마닐라 대학출판사(Ateneo de Manila

주 일리간(Iligan) 시의 민다나오주립대학교 내에 일리간 기술연구소

란 과제와 책무에 직면하고 있다. 아시아의 탁월한 고대 예술 형태, 특

좌관으로 일했다.

University Press)에서 출간되었다.

(Iligan Institute of Technology, Mindanao State University, MSU-

히 전통무용의 사례에서 잘 볼 수 있듯 금방 사라져버리는 공연예술

게 술루제도 토착 무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내가 이 전
통무용을 연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기하기 위해 언어로 기록을 작성하는 데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마크 트웨인은 “진정한 예술을 찾으려면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라

“탐불리”는 필리핀 토종 물소 뿔로 만든 전통 악기 이름이다. TCT

나는 팡갈라이 혹은 이갈 전통이 필리핀에 전승되는 모든 민족무

IIT)에 합류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나는 지체하지 않고 드라마 클

을 보호하는 데 대한 걱정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무

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로 구성된 타위타위 주 최초의 극단이었다. 하

용 형태 중 동작 언어를 가장 풍부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

러스터와 함께 합창단, 콤보 같은 독립 조직에 학생과 몇몇 무용수를

책임한 일부 사람들로부터 의심스러운 자료 혹은 각주를 받아들이거

지만 극단은 사실상 아무 준비 없이 시작되었다. 유일한 자산은 젊은

다. 다른 표현양식이나 확고한 기술로 춤을 추는 형식과 마찬가지로

편성했다. 하지만 공연 형식은 옛 것 그대로 갈지 현대적으로 갈지 불

나 신뢰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많은 오해와 훼손 그리고 폐해가

단원들의 재능, 독창성 그리고 무한한 열정뿐이었다. 운영 자금이 없

이 전통은 규율, 전념 그리고 헌신을 필요로 한다. 팡갈라이는 선물 혹

확실했다.

발생한다. 이는 비난 받을 만한 상황이며 우리는 이러한 악순환의 일

었기 때문에 공연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상과 악기를 빌려야만 했다.

은 봉헌물이라는 의미이며 산스크리트어로는 춤의 사원이라는 말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재능과 기금을 장려하는 극단의 핵심 시스

부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한다.

SCTO 캠퍼스 학생들은 극단 구성원이 처한 애처로운 상황을

템이 만들어졌다. 곧바로 나는 단체에 종합공연예술길드(Integrated

아시아 각 지역이 무형유산을 보존하고 있는 인적자원들과 함께

한심하게 여겼다. 그들은 극단을 “탐불리”라는 이름 대신 “Tumble

Performing Arts Guild, IPAG)라는 명칭을 붙였다. 교수 한 분이 단

살아있는 공연예술 전통을 양성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이

Down(허물어져 간다)”이라고 조롱했다. 나는 극단 구성원을 격려하

체를 조직하고 빈틈없이 관리하도록 도와주었다. IPAG는 MSU-IIT의

필요하다. 현대적 재창조 만으로 동남아시아 고대 무용 전통이 가진

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목적이라는 점을 되풀이해서 말

상주 기업이 되었고, 극단의 대표 공연 형식으로 팡갈라이를 각색해

형태의 유연한 아름다움, 미묘한 뉘앙스, 심오하고 추상적인 감정 그

해주었다.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많은 상을 수상한 이 극단은 필리핀 예술과 문

리고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특징짓는 깊이와 규율, 기술을 전달하기

학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국내외에서 기부를 받게 되었다

는 쉽지 않다.

극단은 주로 지역 무용을 되살리고 촉진하며 관심을 지속하고, 이
춤 공연과 관련한 오해를 바로잡는 역할을 수행했다. 동시에 예술 창

20년 후 팡갈라이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에 영감을 받은 한 전문가

춤은 관객과 접촉을 통해 더욱 직접적이고 분명하며 개인적인 의

시자 혹은 전통 보유자로서 토착민의 존재를 부각시켰다. 나는 토착

단체가 알룬알룬 무용단(AlunAlun Dance Circle, Inc., ADC)을 설립

미를 전달하는 무언의 신체 언어이다. 춤은 우리 정체성과 정신의 우

민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가 문제 지역으로 알려진 타위타위에 대한

했다. 자원봉사 비영리단체인 이곳에서는 학과목과 안무수단으로서

아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세계와 아시아 국가들간 우호적인 공존

인상을 중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팡갈라이를 보호, 보존하고 홍보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

을 가능하게 하는 공감과 연계를 탄생시킨다. 춤 전통은 축복이다.

극단은 몇 가지 내 개인적인 우려에 답하는 시험장이었다. ‘내가

아밀방사 교습법(Amilbangsa Instruction Method, AIM)은

지금까지 관찰하고 배웠던 것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얼마나

ADC 스튜디오와 극단이 팡갈라이 워크숍과 공연을 하는 곳이라면

전해줄 수 있을까?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는 무용 전통의 정통

무용 동상에 관한 기록

어디에서든지 춤 훈련에 활용된다. ADC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고전

성 혹은 민속적 특성을 훼손하지 않고 얼마만큼 관대하게 예술적 허

© Ms.Ligaya Fernando-Amilbangsa Choreographer

전통에 가장 가까운 필리핀의 팡갈라이 춤 형식을 학교 강당, 마을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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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ial’이 로마신화에 등장하는 전쟁의 신 마르스(Mars)에서 유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예 시범사업이다.

비한 무예동작을 보여주었다. 실랏은 동물과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한 것처럼, ‘martial arts’(무예)는 흔히 ‘싸움’과 동일시 되곤 한다. 그

2019년 ICM은 브라질의 카포에이라(capoeira), 캄보디아의 보카

것이 특징이며 종종 짧은 막대기나 단검으로 무장하기도 했다. 우슈

러나 이는 잘못된 인식으로, 그 배경에는 미디어 및 오락산업과 결부

토(bokator), 중국의 우슈(wushu), 필리핀의 아르니스(arnis), 한국의

연행자들은 창이나 칼을 들고 곡예적인 기술을 뽐냈다. 택견의 독특

되어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격투기 스포츠가 미친 영향이 크다.

택견과 태권도, 말레이시아의 실랏(silat) 등 세계 각국 고유 무예 전

한 발과 손의 움직임, 그리고 흐르는 듯한 동작은 다른 어떤 무예와도

무예는 단순히 ‘싸움 기술’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넘어 인류의 중

문가들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시범단을 조직했다. 이들 모두는 자국의

달랐다. 뒤를 이어 태권도 공연자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완벽하게 발

요한 무형유산이다. 무예는 무용, 의식 그리고 민속놀이와 같은 수많

전문 무예 단체에서 활동하며 10년 이상 무예를 연마해온 전문가들이

차기 동작을 선보이면서 공연은 절정에 다다랐다.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은 비 격투 요소를 포함한다.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해 유네스코는 지

다. 이들을 필두로 하여 무예의 다양성과 무형유산으로서 진정한 가

시범단원들은 서로 다른 무예가 어우러지는 모습과 전투 장면을

난 수십 년에 걸쳐 여러 범주와 개념에 따라 몇몇 무예를 무형유산으

치를 표현하기 위해 여러 무예를 현지 수련자들이 직접 선보이며 협

함께 묘사하며 문화 간 교류와 조화로운 공존을 표현했다. 단순히 능

무예 시범사업

로 지정했다.

력하도록 했다.

숙하고 이목을 끄는 움직임과 기술뿐만 아니라 전통 복장, 의식, 기도

무예 증진을 통한
무형유산 보호 노력

최근 사례로는 2020년 12월 중국 태극권이 유네스코 무형유산

시범 공연은 예술과 문화축제, 스포츠 및 무예 경기대회, 전시회

그리고 음악과 같은 다양한 문화적 요소(cultural manifestations)를

대표목록에 공식 등재되며, 신체·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전통 관습

그리고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수많은 지방정부와 당국의 초청을 통해

함께 선보였다. 예를 들면 캄보디아 무예인 보카토(bokator) 선수들

으로서 태극권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대표목록 등재와 같은 제도적

성사되었다. 시범단은 이따금씩 화려한 무대에 올라 수천 명의 관객

은 크라마(krama, 목도리)를 허리에 두르고 상바(sangvar, 실크끈)를

이강혁

인 인정은 무예를 무형유산으로서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강화하

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고, 때로는 거리에 모여 있는 소수의 행인

머리와 양쪽 팔 이두근에 두르는데, 이러한 복장은 고대 크메르 군대

전문관,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고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발맞춰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들과 좀 더 친밀하게 교류하기도 했다. ICM은 이를 통해 무형유산 다

의 유니폼으로 알려져 있다.

(International Centre of Martial Arts for Youth Development and

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수단으로 여러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 무예

Engagement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ICM)는 무형유산에

의 잠재성을 재확인했다.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무형유산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다채로운

공연은 보카토 선수들이 무릎을 꿇고 짧은 의식을 치르는 것으로
문을 열었다. 카포에이라 공연자들이 합동으로 이 의식을 치르면서

시범 공연에서는 각 종목마다 한 쌍의 무예인들이 순서에 따라 준

시작하는데, 그들은 카포에이라를 상징하는 두 가지 악기인 아타바

태권도 시연 © ICM

무예시범단 단체사진 © I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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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3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86%

고 궁극적으로는 가치 있는 무형유산의 보유자로서 경력을 쌓을 것

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긍정적 응답이 97%가 넘었다. 특히 응답

이기 때문이다.

자 10명 중 7명이 앞으로 무예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무예 시범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ICM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

는 점은 주목할 만했다. 일부 교란 변수가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

해 무예 전승을 지원하고, 나아가 문화 다양성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

쳤을 수도 있지만 공연과 체험활동의 기획과 시행, 그것이 주는 영감

속해나갈 것이다.

은 기대 이상이었다.
대체로 이번 프로젝트는 무예 증진과 문화 다양성 유지에 강력하
고 지속적으로 기여함으로써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72
개 지역 축제에서 1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대상으로 세계 무예 유산의
가시성을 증진시키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더욱이 이번 공연
은 무형유산 보호 활동에서 향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어린이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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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향후 강사, 공연자, 학자로서, 그리

크(atabaque, 북)와 베림바우(berimbau, 활 모양의 타악기)를 연주했
다. 카포에이라는 포르투갈인들이 브라질로 끌고 온 아프리카 노예들
의 투쟁과 저항에서 유래한 무예로, 아프리카계 브라질인이 가진 정
체성의 정수가 악기 연주 안에 녹아있다. 특히 베림바우 소리는 아프
리카 노예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 짓고 한탄했던 소리에서 영
감을 얻었다고 알려져 있다.1,2 국가의 억압 하에서, 카포에이라는 전
형적인 격투 체계라기 보다는 중요한 음악적 요소와 연결되어 춤, 놀
이 그리고 의식이 혼합된 형태로 발전했다. ICM은 공연에서 무예인
들이 보여주는 역동적인 신체 표현뿐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함께 전달하며 관객들이 무예의 정수를 더욱 잘 이해하고 감
상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 팀은 각 무예마다 공연에 이어 관객들에게 핵심 동작과 무예
에 담긴 정신을 가르쳐주고 동작을 겨루어보도록 함으로써 관객과 소
통했다. 참가한 관객이 직접 무예를 배우고, 실천하며 널리 보급하도
록 동기를 부여하는 경험과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무예에 대한 대중
들의 인식과 경험을 확대하는 것은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을 보존하고
전파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는 무형유산 보호가 국제
사회를 포함한 수많은 이해당사자의 지원 하에서 이뤄지는 지속적인
전승에 달려있다는 개념과 일맥상통한다.3
이 프로젝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ICM은 공연 후에 조사를 시
행했다. 응답자의 인구학적 정보는 관객층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는데,
어린이와 노년층이 전체 응답자의 약 46%를 차지했다. 무형유산 전
카포에이라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 © I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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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how of lion and dragon dance at Vietnamese lunar new year festival organized at Vinschool,
Vinhomes Times City, Minh Khai street © hanoiphotography, kr.123rf.com 공유사진

새해맞이
전통공연
아태지역의 공동체들은 지역과 종교별로 각기 다른 시기에 새해를 맞이하며 춤과 노래
및 고유의 풍습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환영한다. 이번 호에서는 새로운 한해의 시작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일본, 네팔, 미크로네시아 그리고 미얀마의 전통공연 예술을 소개한다.

평화와 행복을
부르는 기린사자춤

사자춤은 사자 모양의 탈을 쓰고 하는 놀이로, 동아시아 각지에 분포

사자춤은 2인 1조로 구성되며, 한 사람이 사자 머리를 쓰고 앞발을

춤은 기본적으로 신과 관련된 행사이다. 지역의 남성들이 신사의

해 있다. 일본에는 7세기에 불교와 함께 종교적 놀이로서 전해진 것

연기하고, 다른 한 사람이 몸통을 덮는 천 안에 들어가 뒷다리를 연기

경내에서 춤을 춘다. 그 후 집집마다 돌면서 짧은 춤을 선보임으로써

으로 알려져 있다. 사자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어, 신들이 찾아오는

한다. 사자 머리는 사자가 모델이기는 하나 개와 비슷하고 처진 귀에

집안의 안전과 무병장수를 기원한다. 특히 어린 아이가 기린사자에게

길의 마(魔)를 물리치는 역할을 했다. 현재 사자춤은 경사를 축하하고

붉은 얼굴을 하고 있다. 몸통은 초록색 천으로 덮여 있는 경우가 많다.

머리를 물리면 병에 걸리지 않고 장수한다고 전해진다. 각 가정에서는

평화와 행복, 건강과 장수를 가져다 주는 놀이로서 사랑받고 있으며,

이것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사자춤의 사자다.

답례로 남성들에게 술이나 요리를 대접하고 잠시 담소를 나누며 시간

정월이나 축제 때 많이 공연되고 있다. 전국에 퍼진 것은 에도(江戸)

일본 돗토리 현(鳥取縣)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사자춤과는 많이 다

시대에 몇몇 예능 집단이 전국을 돌면서 사자춤이나 연극 등을 선보

른 특이한 사자춤이 전해진다. 바로 ‘기린사자춤’이다. ‘기린’은 일본

현지 주민들에게 있어서 사자춤이라고 하면 기린사자춤을 의미한

나카무라 야에

였던 것이 그 계기였다. 춤은 가볍고 곡예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의 맥주회사 이름으로도 유명하지만, 태평한 세상에 나타난다는 중국

다. ‘기린사자’로 불리게 된 것은 돗토리의 사자춤이 관광 자원이 되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학대학 융합일본지역학부

오락적 요소가 강하다.

의 상상 속의 성수(聖獣)다. 이 사자춤은 사자 머리가 기린 모양을 하

면서, 다른 사자춤과의 차별화 과정에서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어릴

고 있어 ‘기린사자’라 불린다.

때부터 이 사자를 보고 자란 지역 주민들에게 기린사자춤은 당연한

기린사자는 돗토리 시(鳥取市)를 중심으로 돗토리 현 동부에 148

을 보낸다. 엄숙하면서도 참으로 친근한 행사다.

존재였으며 동시에 마을의 독자적인 문화로 자부심을 느끼곤 했다.

개, 인접한 효고 현(兵庫縣) 북서부에도 14개 정도 존재한다. 돗토리

기린사자는 돗토리현의 소중한 관광자원이다. 소중한 문화유산인

는 일본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현(縣)으로, 현청(縣庁) 소재지인 돗토

기린사자를 통해 자신들의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러 공동체를

리 시의 인구는 20만 명도 안 된다. 과소화가 진행되는 작은 지방도

수평적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시에서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 성수는 마을 단위로 열리는 축

덕분으로 일본 정부가 지정하는 ‘일본유산’에 기린 사자춤이 포함됐

제에 등장해 평화와 행복을 부를 뿐 아니라 지역 활성화의 아이콘이

다. 또한 몇몇 사자춤이 지자체의 문화재에서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되고 있다.

로 승격된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기린사자는 영화에 ‘출연’하거나 해

기린사자의 가장 큰 특징은 외관에 있다.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지

외 공연을 하는 등 글로벌 무대에도 데뷔했다.

만 대체로 목각 머리에 하나의 큰 뿔과 큰 입이 있고, 얼굴은 길고 용

그러나 어느 공동체가 그러하듯이 무형유산을 전승하고 연행해야

을 닮았으며, 금빛으로 눈부시게 칠해져 있다. 몸통을 나타내는 선명

할 지역의 인재가 줄고 있다는 점은 돗토리 현의 큰 고민거리이다. 사

한 주홍색 천에는 검은 등골이 있어 색의 대비가 아름답다. 일반적인

자에게 머리를 깨물리는 아이들도 확연히 줄어들었다. 과거에는 젊은

사자가 해학적인 얼굴을 하고 있는 반면, 기린사자는 신성하고 용맹

남성에 국한됐던 조직의 문호가 여성, 어린이, 외부인에게도 열리게

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다.

되었지만, 대부분의 작은 공동체에서는 한정된 인원으로 조직을 유지

기린사자에는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성성(猩猩)이라고 불리는 중

하면서 난이도 높은 춤과 장단을 전승해야 한다. 그들의 고민은 이만

국의 상상 속의 동물도 등장한다. 성성이는 술을 매우 좋아하는 붉은

저만 큰 것이 아니다. 전국적인 인구 감소 상황에서 전통을 전승하는

괴수로, 일본의 전통예능인 노(能)에도 등장한다. 징과 북, 피리 장단

어려움은 지방 도시가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이 흐르는 가운데 성성이가 막대기를 조종하며 사자를 데리고 나타나
면 기린사자는 우아하고 중후한 춤을 신에게 바친다.
대부분의 전통예능은 기원이 불분명하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은
데 반해 기린사자춤의 기원은 비교적 명확하다. 초대 돗토리 번주(藩
主) 이케다 미쓰나카(池田光仲)는 조모가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
康)의 딸이었다. 때문에 도쿠가와 가문의 핏줄임을 과시하기 위해 이

한쌍의 기린사자

에야스를 모신 닛코도쇼구(日光東照宮)로부터 신령을 분령(分靈; 제

© Oyudana Lion dance preservation society

신(祭神)을 나누어 다른 신사에 모심)해 1650년에 현재의 돗토리도쇼
구(鳥取東照宮)를 세우게 했다. 이 신사에서 열린 축제의 성대한 행렬
에 기린사자가 등장했다는 사실이 오래된 자료에 기록으로 남아 있
다. 미쓰나카는 닛코도쇼구의 건물의 모티브 중 하나인 기린을 자신
의 권위의 상징으로 삼았던 것이다. 돗토리도쇼구로부터 시작된 기린
사자춤은 돗토리 각지의 신사로 퍼져 나갔다. 번(藩)의 권위의 상징이
원래부터 있었던 자연신앙, 지역의 수호신을 받드는 우지가미신앙(氏
神信仰)과 융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필자의 출신지인 오유다나(大湯棚) 지역은 산간 지역에 위치한 불
과 15채 정도의 가옥밖에 없는 작은 마을로 오와사미노미코토신사(大
和佐美命神社)가 있는데, 에도시대 중기(17~18세기 무렵)에 만들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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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린사자와 성성이

다고 전해지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 사자 머리가 현존하고 있으며, 춤

© Sakano Yasushi

과 함께 일찍이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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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 다야 빈투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나리자 마하라잔
연구자, 유네스코 무형유산 및 전통지식 체어

뒤에 깃발을 달고 카트만두 골목을 누비며
딤 바하를 연주하는 청년들
© 샤일레쉬 라잔다리(Shailesh Rajbhandari)

네팔은 113개의 민족 공동체와 93개의 언어 및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

되자 이 금으로 모든 사람의 빚을 갚아주었다. 그 후 네팔 삼밧(nepal

붙인 긴 장대)와 딤(dhime)이라고 하는 큰 북을 가져가며, 탐라카르

네팔 삼밧 누다 라스트리야 샤마로 사미티(Nepal Sambat Nhuda

들이 함께 살아가는 다양성의 나라이다. 언어 외에도 각 민족은 고유

samat)이라 불리는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이때가 서기 879년 10

(tamrakar, 구리세공사)와 샤캬(shakya, 금세공사)는 딤보다 작은 다

Rastriya Shamaro Samiti)가 행사를 조직한다.

한 생활방식, 식습관, 전통, 의식 그리고 축제를 가지고 있다. 네팔의

월 20일이었다. 현재는 네팔 삼밧력으로 1141년이다.

바하(dha baja)를 가지고 와서 스틱으로 연주한다. 일부 구티는 특정

새해 일주일 전 이들은 “나샤 됴(Nasha Dhyo)”에게 예배를 드리

면적은 약 147,000㎢이며, 다양한 기후와 토양뿐만 아니라 풍부한 생

새해 첫날 아침이 되면 카트만두 계곡과 계곡 외곽에 네와르 공동

달에만 연주되는 다파(dafa)를, 어떤 구티는 바수리(basuri, 플루트)를

는 의식에 모든 구티 회원을 초대한다. 참가자 전원은 제공되는 음식

물 다양성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네팔의 음식과 문화 그리

체가 살고 있는 도시와 마을, 동네 대부분이 행렬에 참여한다. 고대 거

갖고 온다. 구티는 행렬이 이어지는 동안 다른 의식이나 기념식에서

이나 간식을 먹는다. 행사 자체가 구티의 새해 행렬 참가를 독려하는

고 생활방식의 다양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지의 거리, 마당 그리고 광장은 북 치는 소리, 플루트 연주와 같은

사용했던 것과 같은 악기를 연주한다.

초대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통 구티 외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단체

네팔의 각 공동체에게는 저마다 고유한 새해와 새해를 맞이하는

전통 음악 그리고 사람들의 즉흥 춤으로 가득하다. 많은 젊은 참가자

네와르 새해 행사에서 중요한 부분이 된 빈투나 행렬은, 새해를 기

방법이 있다. 공식적으로 네팔은 국가나 공기관의 모든 공식 행사에

들을 포함해 다채로운 색상의 전통의상을 입은 대규모 군중을 행렬에

념하는 행렬로서는 네팔 삼밧력 1075년 네와르 시인 시디다스 마하주

행사를 위해 사람들은 거리와 광장을 청소하고 꾸민다. 길가를

비크람 삼밧(Bikram Sambat)력을 따르는데, 이에 의하면 새해는 4월

서 볼 수 있다. 그들은 깃발에 새해 소망과 더불어 악기로 대표되는 구

(Siddhidas Mahaju)의 100주년 기념일에 초사 파사(Chosa Pasa)에

따라 단상을 설치하고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 속한 사람들은 만다라

에 시작하며 현재는 비크람력으로 2077년이다.

티(guthi)의 이름을 적어서 들고 다닌다. 활기찬 음악과 춤 속에서 행

의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mandala)를 만드는 기술을 선보인다.

하지만 카트만두 계곡에 사는 토착민인 네와르(Newar) 공동체 역
시 자신들만의 새해와 그날을 축하하는 고유한 방법을 지켜오고 있다.

렬 주변은 “두 다야 빈투나(Nhū dãyā Bhintunā)!”라고 새해 인사를
외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를 만들어 악기를 들고 행렬에 참여한다.

그 이후 네팔 바샤 만카 칼라(Nepal Basha Manka Khala)가 네

아침 행렬은 8시경에 시작해서 한낮까지 이어진다. 저녁에는 모든

팔 삼밧력 1100년에 첫 집회를 시작했다. 이때 네팔은 왕의 직접 지배

가족이 마 푸자를 기념한다. 이때 가족 중 가장 연장자(특히 여성)가

그들의 새해는 그레고리력의 10월에 해당하며 이날은 티하르(tihar)

네와르 공동체에는 다양한 계급이 혼재해 있으며 각 계급은 자신

하에 일당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네팔 국민은 이에 저항해 완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만다라로 예배한다. 이는 사람들

로 알려진 5일 간의 축제 기간 중 네 번째 날이다. 네팔 힌두교와 불교

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전통악기를 가지고 있으며, 계급마다 지역을

전한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었다. 당시 국민들은 표현의 자유도, 언

의 영혼을 숭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들은 함께 모여 새해를 축하

공동체는 이 축제를 기념한다.

중심으로 기능하는 사회 조직인 ‘구티’를 형성한다. 구티는 젊은 세대

어의 자유도 없었다. 이 문화행사는 일당 통치에 반대하는 표현 수단

하고 전통 잔치를 즐긴다.

하지만 새해의 네 번째 날과 마 푸자(mha puja)는 불교도와 힌두

에게 악기를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사원, 의식 그리고 축제를 관리하

으로 받아들여졌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새해 축하 행사를 여

교도인 네와르 공동체에서만 기념한다. 전설에 따르면 새 시대의 시작

는 역할도 한다. 구티 혹은 단체는 자신들의 구티를 대표하는 악기를

전히 네와르 언어에 대한 인식 제고와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

과 관련해 산카르다르 사카(Sankhardar Sakwha)라는 상인이 등장한

들고 행렬을 따라 공연을 하며 도시 주변을 돈다.

다. 그는 들고 있던 자루 속에 가득했던 모래가 금으로 변한 것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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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농민 공동체는 두냐(dhunya, 깃발을 달고 야크 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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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와르 사람들의 새해맞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며 다양한
공연과 행사를 통해 한해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한다.

행렬이 지속된 지 40여 년이 지나면서 카트만두 계곡 모든 도시
와 마을은 자신들만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 카트만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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얍의 화려한
무용수들

미크로네시아연방(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중앙 캐롤라이

적을 기념하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가 안무를 짰다고 믿는다. 이전에

는 것도 이 첫 단계에 이루어진다. 춤 연습은 2~3주 정도 걸린다. “하

나 군도(Caroline Islands)의 작은 환초지대에는 수백 년 전부터 사람

는 섬 문화에 대한 문자 기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와 업

풀라프(haapulaf)”는 많은 관객 앞에서 춤을 공연할 준비가 거의 다

들이 거주하고있다. 미크로네시아는 수백개의 작은 산호 환초로 구성

적 혹은 재앙에 대한 설명은 종종 성가, 이야기 혹은 무용 같은 형식

되었을 때를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춤 동작과 성가가 조화를 이룬다.

된 고지대 섬들로 이루어져있으며, 코스레아(Kosrea), 폰페이(Pohn-

으로 기록되어 전달됐다.

본 공연에 앞서 최종 리허설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전공연에는 공동체

pei), 추욱(Chuuk) 그리고 얍(Yap) 4개의 지역으로 나뉜다.

전통 춤은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남성과 여성의 무용, 막대기나 몽

가 모두 참여한다. 하풀라프는 최종 수정과 깜짝 공연을 위한 모닥불

미크로네시아 연방 중에서도 얍 지역은 그 지형적인 특성때문에

둥이로 묘사하는 전투 춤 그리고 행진 춤으로 나눈다. 전투 춤과 행진

레리 레게탈

문화유산이 잘 유지 되고 있다. 이 지역은 산호 환초 규모가 보통 사방

춤은 남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특별 행사나 새해 같은 명절이 다가

본격 춤 공연이 있는 당일에 전체 섬 공동체는 의상, 신체 장식, 그

전문강사, Waa’gey

약 1마일 정도에 달하고, 인구는 평균 200명에 불과하다. 주변이 광활

오면 공동체 족장과 원로들이 그 기간에 공연할 춤을 연습하라고 공

리고 춤을 위한 장식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모으고 준비하느라 분주

한 태평양으로 둘러싸여 있는 탓에 지도 위에서 보면 섬들은 깊고 푸

동체에 알려준다.

하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무용수들이 히비스커스 잎사귀나 코코넛 잎

을 뜻한다. 이 행사는 보통 실제 행사 하루 전날 진행된다.

공연자들은 춤을 저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존재에게서 받은 선물

으로 만든 여성용 치마 같은 공연 의상을 다 함께 맞추어 입는 것이다.

그러나 섬 사람들의 삶은 다양하고 풍성한 활동으로 가득 차 있다.

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공연을 위해 영적 존재를 향해 춤을 “내려달라

또 강황 가루와 코코넛 오일을 몸에 바르고 꽃과 어린 코코넛 잎으로

그들의 주요 경제 활동은 어업으로, 낚시를 하거나 먼 바다로 배를 타

고” 요청한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면 춤을 다시 “돌려주는 것”을 적절

머리 장식품을 짠다. 이 단계는 “쉬(she)”라고 하는데 무대로 춤을 이

고 나간다. 카누를 만들고 정원을 가꾸는 것은 지역의 공동체 구성원

한 문화로 여겼다.

끌어가거나 중간에 끼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른 대양 위에 찍힌 하나의 점으로만 보인다.

들이 함께 영위하는 일상 중 하나이다. 또한 크리스마스와 새해 같은

일단 춤이 내려오면 공연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 단계가 필요

춤은 족장과 수호자들을 통해 공동체에 부여된 선물이기 때문에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교회에서 주최하는 저녁 행사에 전체 섬 공

하다. 우선 첫 단계(하이폴, haaipol)에서는 공연에 참가할 사람들이

춤을 선보이기 전에 이미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동체가 모여서 춤을 비롯해 다양한 공연 예술을 즐기기도 한다.

만나서 리드 무용수(타우푸, taupoo)를 정한다. 리드 무용수는 두명

들면, 공동체의 원로 한 명이 한쪽 손에 바구니를 들고 무대까지 춤을

이곳 섬에서 춤은 더 높은 존재 혹은 신이 조상에게 전해준 선물

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자세한 안무는 물론 춤에 따르는 성가에도

인도하는 것이다. 바구니 안에는 전통적인 선물 봉헌에 쓰이는 나뭇잎

로 여겨진다. 사람들은 섬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이나 누군가의 업

능숙한 전문가이다. 공연을 위한 개별 무용수가들을 조직하고 구성하

한 보따리가 들어있다. 나뭇잎은 무용수에게 다가올 악령이나 어둠의
기운 그리고 나쁜 감정을 몰아내는 데에 사용한다.
족장에게는 선물을 증정하는데, 이는 족장이 마을에서 춤을 공연
하며 무용수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시끄럽게 하는 것을 허락해 준 것
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다. 얍의 주요 섬에서는 족장에게 줄 커다란 원
반 모양의 스톤 머니를 춤을 추는 구역으로 가져온다.
춤을 추는 동안에는 어떤 관객이라도 그들 사이에 있는 무용수 앞
으로 걸어가는 것을 금기시 한다. 그러나 전통 선물을 가지고 올 것으
로 예상되는 사람은 예외다. 친척들은 공연을 잘했다고 느끼는 한 특

공연 중인 남성무용수들

정 무용수에게 먼저 선물을 보여주고, 그 다음 모든 공연자를 위해 그

© Don Rubinstein

앞에 선물을 놓아둔다.
춤의 마지막 단계가 끝나면 무용수들의 출신 마을은 마지막 쇼인
“쳉가그(chengag)”를 열거나 그들의 정당한 주인인 신에게 춤을 돌
려주는 의식을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음식과 음료를 모아서 마지막 축
제 행사를 준비한다. 이 춤은 처음부터 전부 다시 공연되며, 공연이 끝
나면 무용수들은 자신의 성과를 인정받고 마을 사람들은 준비한 진
수성찬을 즐긴다.

얍의 어린 무용수들
© Don Rubin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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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 까다우
아 뾰다우 예인
미얀마의 전통 군무

미얀마어로 예인 아카(yein aka)는 군무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미얀

리고 붉은색 숄을 가슴에 둘러 단단히 묶는다. 최근 아 뾰다우 무용수

가 높아지는 음악에 맞춰 더욱 빨리 춤을 춘다. 춤 동작과 음악은 광

마 무용에서 예인 아카는 단체와 솔로 무용수가 번갈아 추는 춤으로

들은 흰 상의와 붉은 전통 치마를 입지만 머리띠는 두르지 않는다. 늘

적인 수준까지 올라간다. 이 공연에서 영령을 위해 “Atulay yey te

사잉 와잉(hsaing waing)이라 불리는 미얀마 전통 오케스트라 반주

어뜨린 머리에는 꽃을 꽂는다.

yhain karpyaine yhain karpyaine hpell mwaerar shway kawjaw

에 맞추어 공연한다.

오프닝 무대에서는 전통 북 공연단의 연주와 함께 부처님께 기도

rawnhaaw lhoethtine”(금빛 카펫 위에 같이 앉아서)와 같은 특별한

미얀마에는 타기얀 예인(thagyan yein, 물 축제 춤), 낫 까다우 예

를 드리고 낫 까다우와 아 뾰다우를 중심으로 한 제의적 공연이 이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 이 노래와 음악은 황홀경을 연출하며 아 뾰

인(nat kadaw yein, 영령에게 기도하는 춤), 아 뾰다우 예인(a pyo-

진다. 전통적으로 낫 까다우 춤은 잣 쁘웨의 첫 번째 날 밤에 공연하고

다우 예인에서도 사용한다.

daw yein, 숙녀들의 춤), 시미 예인(simi yein, 촛불 춤)과 같은 다양

아 뾰다우 춤은 두 번째 밤에 공연했지만, 요즘은 춤 형식이 혼합되어

한 전통 춤이 존재한다.

군무로서 첫 번째 날 밤에 같이 추기도 한다.

낫 까다우 춤은 무용수들의 기예를 보여준다. 이 춤의 공연시간은
45분 가량 소요가 되며, 춤 안에 많은 안무가 들어가 있다. 관객의 관

군무 중에 낫 까다우 아 뾰다우 예인(yein, 단체 무용)은 매우 전

전통적으로 낫 까다우는 라마잉 낫(Lamaing Nat)과 토지의 수호

심을 끌기 위해 낫 까다우 춤은 처음에는 독무로 시작하지만 이후 아

통적인 춤이다. 이 춤은 미얀마의 전통 무용극이자 드라마 쇼로 알려

신에게 초록 코코넛 1개와 바나나 3송이 그리고 여러가지 액세서리를

뾰다우 춤과 낫 노래를 합쳐 군무로 발전했다. 현재 낫 까다우와 아

투투아웅

진 잣 쁘웨(zat pwe) 중 한 파트로 구성된다. 잣 쁘웨에서 낫 까다우

담은 쟁반(kadawpwe)을 바치며 춤을 춘다. 영령을 위무하는 것은 보

뾰다우 춤은 잣 쁘웨와 같은 특별한 의식의 첫 번째 밤에 공연한다.

연구관, 미얀마 종교문화부 고고학 및 국립박물관과

아카(aka, 춤)는 첫날밤에 공연하며, 아 뾰다우 아카는 두 번째 날 밤

통 전문적인 영매 무용수가 행한다. 낫(nat, 영령)에 대한 민요를 부르

양곤과 만달레이의 국립예술문화대학은 미얀마 전통무용의 보존,

에 공연한다. 낫 까다우 춤은 미얀마 전통 음악과 춤 중에서 가장 순

는 것은 잣 쁘웨를 시작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는 “낫 다바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낫 까다우 춤과 아 뾰다우 춤 또한 이

수하고 또한 가장 오래된 형태이다. 원래는 여성 무용수가 솔로로 추

(nat devas)의 제1과 제2단계에 존재하는 신”, 37명의 민족 낫(영령)인

대학들의 극예술학과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는 춤이었지만 지금은 아 뾰다우 춤으로서 군무로 공연한다. 이는 잣

사카(sakka)와 지역 수호신을 경배하는 제의 노래이다.

쁘웨가 공연되는 동안 사고 없이 순조롭게 흘러가기를 기원하는 위
무의 춤이다.

공연 도입부에서 춤 동작은 섬세하고 음악은 부드럽다. “밍갈라
르 야이 테 마 만 타잉(mingalar yay te mha man taing)”은 노래의

낫 까다우 무용수는 롱이(longyi)라고 부르는 붉은색 상의에 전통

도입부이다. 낫 까다우는 위무의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며 봉헌 쟁반을

치마를 입고 붉은 머리띠를 두르며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다. 그

들고 그 순서를 세 번 반복한다. 음성 명령에 따라 무용수들은 강도

낫 까다우 아 뾰다우 예인과 낫을 위한 특별 노래는 예배를 위해
서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독특한 문화유산으로서 보호, 전승되고 있
다.

낫 까다우 아 뾰다우 예인 © department of fine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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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발루인의
풀라카 경작 지식
혼 비케니베우 파에니우
투발루 전 국무총리, 농업경제학자

풀라카(pulaka) 경작 문화는 투발루인의 중요 무형유산 중 하나이다. 투발루어로 풀라카, 키리
바티어로는 바바이(babai), 피지에서는 비아(via)로 부르며 마샬 군도(Marshall Islands), 코스
라에(Kosrae), 폰페이(Pohnpei), 추욱(Chuuk) 그리고 얍(Yap)에서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풀라카의 학명은 시토르스페르마 차미노시스(Cytorsperma Chaminosis)이며 일반적으로는
‘습지 토란(giant swamp taro)’으로 알려져 있다. 풀라카는 환초지대 사람들이 토착 뿌리작물에

김매기와 수확 © Matini Vailopa

거름을 잘 주어 키운 이칼라오이 © Matini Vailopa

붙인 이름으로, 피지, 폰페이, 바누아투 같은 화산 지역에서도 발견된다. 특히 바누아투에서는 식
량이 부족한 시기에 풀라카를 식량 대신 먹기도 했다.
투발루를 대표하는 무형유산인 풀라카 경작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독특한
‘풀라카 구덩이’이다. 투발루의 8개 주요 섬의 주 거주지 인근이나 석호 주변 작은 섬에서 이 구덩
이를 찾아볼 수 있다. 산호섬 국가인 투발루는 5개의 산호환초와 4개의 지대가 높은 환초로 구성
되어 있다. 지대가 높은 환초에는 석호가 없지만 다른 곳에는 작은 섬으로 둘러싸인 석호가 있다.
산호섬 토양은 다공질이며 작물 재배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투발루인 조상들은 이 섬에
정착한 이래 지하수가 닿는 곳까지 깊이 구덩이를 팠다. 풀라카 구덩이는 약 10m 길이에 폭은
5~10m까지 크기가 다양하다. 어떤 경우에는 구덩이 깊이가 지표면에서 10m 정도까지 내려간다.
북쪽에서 세 번째에 위치한 섬인 니우타오(Niutao)에는 ‘테 펠라(te pela)’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
데 바로 전통적인 풀라카 재배지이다. 구덩이 깊이가 지표면에서 약 7~8m까지 내려가는 니우타
오의 다른 전통적인 구덩이와 달리, ‘테 펠라’ 깊이는 지표면에서 겨우 1m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투발루 조상들은 어떻게 이 구덩이에서 풀라카를 재배했던 것일까? 그들이 사용했
던 재배기술 혹은 어떤 방법으로 구덩이를 그렇게 깊이 팠는지를 뒷받침해주는 명확한 기록은 없
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는 풀라카 재배법을 살펴보면, 조상들이 어떻게 풀라카를 재배
에 적합한 구덩이 속 환경을 조성했는지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알 수 있다.
먼저 구덩이를 팔 때는 염분을 함유한 지하수가 나오는 위치까지 판 다음 흑토와 유기물 거름
을 바닥에 여러 겹 쌓는다. 유기 거름은 주로 녹색 잎, 썩은 코코넛 줄기와 잎으로 만든다. 수년이
지나면 이 유기물 거름은 풀라카를 재배하기에 매우 좋은 비옥한 토양이 된다. 경작 과정에서는
어떠한 비료도 사용하지 않는다.
최근 투발루 공동체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농업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이 진보

22 ICH COURIER VOLUME 46

이칼라오이 파종 © Matini Vailopa

ichcourier.unesco-ichcap.org

ichcourier.unesco-ichcap.org 

VOLUME 46 ICH COURIER

23

하면서 일부 섬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풀라카 구덩이를 지표면에서

파종에서 수확까지 작물 소유자는 새잎이 나오는 때에 맞추어 거

약 2m 깊이의 콘크리트 구덩이로 바꾸는 모험을 감행했다. 몇 달 후

름을 잘 주어야 한다. 그 기술은 집집마다 비밀이지만 일반적으로 풀

이 콘크리트 구덩이에 유기물 거름을 넣었는데, 변형한 콘크리트 구

라카 재배자는 새잎이 난 부분 정면의 땅 아래 약 40cm 주변에 초록

덩이는 풀라카 재배를 어느 정도 용이하게 했지만 풀라카 본 줄기의

색이나 갈색 나뭇잎 거름을 준다. 초록색과 갈색 거름을 선택하는 것

품질이 전통 구덩이에서 재배한 것과 동일할지 여부는 아직 검증되

역시 집집마다의 비법이 있다.

지 않았다.

이칼라오이의 알줄기 또는 덩이줄기가 약 30~50cm쯤 되면 작물

풀라카 재배는 중요한 전통 농업 기술이다. 투발루에서 이 기술은

주변에 갈색 코코넛 줄기로 지름 1~2m 정도의 울타리를 짜서 설치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기시하며 같은 집안 내 아버지에서

다. 이 작업이 끝난 후에는 울타리 안에서 거름을 준다. 지금까지 언

아들로 이어지는 것이 전통이다. 즉 각 가족이 그들만의 고유한 비법

급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풀라카 재배는 상당히 친환경적이며

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풀라카 재배 방법이나 형식이 매우 다양함

지속 가능한 경작법이다. 이 전통적인 재배기술은 강력하고 긍정적인

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풀라카 재배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지

회복력을 지니고 있다.

만 예전부터 풀라카 재배 ‘장인’이 자신의 재배 방식을 대중에게 알

끝으로 수확 방식에 대해 설명하면서 투발루의 무형유산인 풀라카

려줄 때조차도 사람들은 “장인들은 여전히 자신들만의 비법을 숨기

경작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칼라오이는 재배자가

고 있다”고 믿었다.

작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수확할 때까지 10년까지도 걸릴 수

여기서 제시하는 풀라카 재배에 관한 설명은 필자가 나의 아버지,

있다. 높이가 1~2m 가량 자라는 풀라카 덩이줄기는 중요한 전통 축제

형제들과 함께 해왔던 것이며 1980년부터 1984년까지 투발루 농업

에 출품한다. 숙련된 재배자는 썩은 부분이 없고 지름이 50cm 정도

감독으로 있으면서 투발루와 다른 지역 주요 풀라카 농부들로부터 습

되는 알줄기를 수확할 수 있다. 이칼라오이 외에 투아티티는 수확할

득했던 지식이다.

때 보통 높이가 약 60~70cm 지름은 50cm 정도 된다.
수확 적기는 잎이 3~4개 정도 남았을 때이다. 일반적으로 이칼라

풀라카 구덩이 © Matini Vailopa

풀라카 재배

오이 재배자는 작물 수확직전 거름 주는 것을 중지한다. 투아티티도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은 독자들에게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며 모든 사

잎이 3개가 남으면 수확할 시기가 된 것으로 본다. 재배자는 잎이 3개

람이 사용하는 재배기술은 아니다. 풀라카는 품종이 매우 다양하지만,

가 남아있는 작물을 찾느라 자신의 풀라카 재배구역을 돌아다닌다. 게

투발루에서는 크게 두 가지 계통으로 나눈다. (1) 이칼라오이(Ikalaoi)

으른 재배자는 그냥 경작지로 들어가 작물에 잎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와 (2) 투아티티(Tuatiti)이다. 이칼라오이는 투아티티와 마찬가지로

개의치 않고 수확하기도 하지만, 숙련되고 부지런한 재배자는 잎이 3

품종이 다양하다. 앞으로 설명할 이칼라오이 품종의 재배과정에 대한

개가 남은 다 자란 작물을 찾아 수확한다. 잎이 3개가 남은 수확 작물

설명은 다양한 이칼라오이 품종에 두루 적용된다.

은 ‘페케이(fekei, 굽기 전에 붉은색 토디(toddy)와 풀라카를 섞고 으

한편 투아티티는 풀라카를 재배하는 구역(공동체의 풀라카 구덩

깨어 구울 때 코코넛 크림을 섞음)라고 불리는 투발루 별미를 요리할

이에서 각 농부의 몫이 한 구역으로 간주됨)에 거름을 주기만 하면 된

때 사용된다. 전통적인 풀라카 수확 방법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대대

다. 1년 동안 자기 구역에 거름을 많이 덮을수록 투아티티는 점점 더

로 이어져 온 지속가능성의 한 사례이다.

크게 자란다고 한다. 하지만 유명한 풀라카 재배자들은 자신의 구역
에서 생산하는 이칼라오이의 숫자로 등급을 매긴다.
이칼라오이는 거름을 잘 준 티티 (titi: 지하수면까지 파 내려간 약

습지 토란 © ChekTek,

1ｍ의 원형 구덩이)에서 재배되는 주요 작물이다. 파종 단계를 살펴

www.shutterstock.com 공유사진

보면 먼저 티티 안에 유기질 나뭇잎 거름을 섞은 짙은 색 진흙 토양
을 거름으로 준다. 그 다음 ‘이칼라오이’를 심는다. 파종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칼라오이 새싹 또는 다 자란 작물에서 뿌리(풀라
카 작물의 식용 부분)를 잘라내고 줄기를 심는 것이다. 그 다음 지하
수면(보통은 단단한 바위 위의 지하수면)에서 유기질 거름 토양을 약
50cm 두께로 덮어준다. 그 후에는 뿌리를 심은 주변을 돌아가며 발
로 밟아 땅을 눌러 주어야 한다.
모양이 예쁜 이칼라오이(혹은 카울리 쿠오가. kauli kuoga)를 만
드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수확한 작물의 줄기를 지하
수면의 경암(암석을 강도에 따라 구분할 때 두 번째로 강한 강도의 암
석) 위에 단단하게 심는 것이다. 그리고 발로 땅을 꾹꾹 밟아주면 작
물이 항상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다. 이 방법을 통해 뿌리 중심부 지
거름을 잘 주어 키운 이칼라오이 © Matini Vail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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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칼라오이 파종과 수확 © Matini Vail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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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이 약 30~50cm 에 이르는 타원형의 예쁜 카울리 쿠오가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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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기즈쿠마라크
카자흐스탄 전통 보드게임의
교육적 잠재성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을 키우며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도록 만드는

크는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게임이다. 왜냐하면 요즘과 같은 팬데믹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인내와 지구력 같은 특성은 이 게임의 필

상황에서 이 게임은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거나 팀 활동을 해야 하는

수적인 요소이다. 토기즈쿠마라크는 개인의 사고력을 확대하고 계산

다른 전통 게임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기

능력을 강화한다. 보드를 앞에 둔 모든 게임 참가자들은 자신의 인지

때문이다. 토기즈쿠마라크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즐길 수 있

적 조합을 통해 멀리 보는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으며, 이는 젊은 세대에게 놀이 기술을 전승하는 새로운 방식을 촉진

토기즈쿠마라크를 할 경우 깊은 사고력 계발, 지적 대화, 윤리적 소통

한다. 온라인 토기즈쿠마라크 게임 개발자에 따르면 앱에서 전통게임

그리고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하는 토대를 갖출 수 있다.

이 가진 모든 특성을 보존하고 차원이 다른 어려운 과제를 제공하고
자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활성화와 보호 대책

교육에서 토기즈쿠마라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교육과정

잔술루 이사예바

토기즈쿠마라크는 소비에트연방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급

자체뿐만 아니라 문화인식 제고에도 이점이 있다. 안타깝게도 이미 많

컨설턴트,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속도로 인기를 끌었다. 2004년 카자흐스탄에서는 토기즈쿠마라크 연

은 전통게임이 사라졌으며 보통 사람들은 풍부한 문화유산, 특히 무

맹이 활동을 개시했으며 4년 후 국제 토기즈쿠마라크 연맹을 설립했

형유산에 대한 지식 또한 많지 않다. 2003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

다. 게임을 즐기는 인구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토기즈쿠마라크 전

호협약에 기반한 유네스코 계획 중 하나는 공식 및 비공식 교육을 통

문가에 의하면 이 보드게임은 세계 많은 국가에서 인기를 얻고 있으며,

한 무형유산 종목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것이다. 학교 교육과 토기즈

온라인 게임 가운데서도 선두 주자로 방문자 수가 매우 높다고 한다.

쿠마라크의 통합은 이러한 보호 대책을 활성화하는 데에 직접 기여하

토기즈쿠마라크 © Zhansulu Issayeva

현재 토기즈쿠마라크는 카자흐스탄의 중요한 정신강화 운동으로
자리잡았으며 여러 중앙아시아 정부가 국민스포츠로서 홍보하고 있

고, ‘무형유산에 대해서’ 가르치기보다는 ‘무형유산과 함께’ 가르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보드게임은 가족이나 친구와의 모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놀이이다. 여

바(Tuva)와 같은 러시아 일부 지역에 사는 키르키스인들 그리고 서몽

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는 정기적으로 지역 챔피언전이 열

보드게임의 장점은 비용이 적게 들고,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무엇

러 사람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재미있는 수단일 뿐만 아

골과 중국 북서부의 카자흐 소수민족도 이 게임을 한다.

린다. 남녀노소 모두 즐기며 시각 장애인용 게임도 제작되었다. 그럼

보다 중요한 것은 학습 과정이 재미있다는 것이다. 전통게임에 기초한

니라 재정계획의 기초 개념을 세우는 것부터 공동체의 공감대 형성에

토기즈쿠마라크는 게임을 하는 도중에 말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공

에도 불구하고 최근 카자흐스탄 연방 대통령은 “이 게임이 전 세계

학습은 참여적이고 상호적이며 교육적인 내용을 통해 젊은 세대가 문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

식적인 표기 방식을 쓰는데 이는 만칼라 계열 게임들 가운데 유일하

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아

화유산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과학적으로도 밝혀졌다.

게 변형된 형태이다. 전해 내려오는 것 중 가장 오래된 토기즈쿠마라

쉬운 점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게임을 학교 교육에 도입해 어

전통 보드게임은 교육적 활용면에서 큰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각

크 보드는 돌로 만들어졌으며, 그 시기는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

린 시절부터 토기즈쿠마라크를 통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

참고문헌

국가마다 그들의 다양한 문화에 담긴 의미와 문제해결 기술을 배울

다. 시간이 지나면서 돌로 만든 보드 대신 나무에 새기거나 플라스틱

다고 강조했다.

1. Election campaign chronicles. from News

수 있는 교육용 전통 보드 게임을 가지고 있다. 세계의 다양한 전통

으로 만든 보드를 사용한다.

2020년 12월 초, 마질리스(mazhilis, 카자흐스탄 하원)에서는 국

Materials. Available at https://liter.kz/wp-content/
uploads/2019/05/liter20190525.pdf

보드게임을 접하는것은 개인이 정신, 감정, 도덕, 사회면에서 여러가

이 게임은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인내심 훈련을

민스포츠를 학교 정규 체육 과목에 도입하는 수정안을 승인했다. 문

지 기술을 습득하는 데에 도움이 되며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을 넓히

위해 고안됐다. 게임을 하는데 드는 시간은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화체육부에 따르면 그들은 점차 국민스포츠를 학교 교육에 받아들이

는 것에도 도움을 준다. 이런 점에서 보드게임은 재미있으며 빨리 배

5시간 혹은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은 이 게임

고자 시도하고 있으며, 카자흐 쿠레시(kazakh kuresi), 토기즈쿠마라

울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가성비 좋은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하

을 신성하다고 여기며 민속신앙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숫자인 9를

크 그리고 아식 아투(asyk atu)가 우선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 외

지만 이미 몇몇 전통놀이가 놀이 기반 학습전략에 통합되었음에도 불

기본으로 삼는다. 어떤 사람들은 이 게임을 “목동의 대수학”이라고 부

에 어린이와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강좌와 활동을 제공하는 더 많

Education in, A., & the, P. Learning with intan-

구하고 오늘날 도시화와 디지털화의 영향으로 그 실천과 전승은 여전

른다. 언어적인 계산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은 새로운 국민체육예술센터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최근

gible heritage for a sustainable future: guidelines

새롭게 문을 연 아르가 알락(arga alak, 국민스포츠 센터)은 그 중 하

for educators in the Asia-Pacific region. In:

교육적 가치

나이다. 이 곳은 쉬기스(shygys, 어린이와 청년센터)를 기반으로 만

UNESCO. UNESCO Office Bangkok.

토기즈쿠마라크

토기즈쿠마라크는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활용성이 매우

들었다. 어린이들은 이 곳에서 토기즈쿠마라크 이외에도 다양한 체

4. Shotayev, Maxat (2015). Toğızqumalaq’s

중앙아시아 보드게임은 대개 만칼라(mancala) 계열에 속하는 것으로

높다. 많은 연구를 통해 학습 과정에 토기즈쿠마라크 활용 시 학생들

험을 할 수 있다.

실크로드를 거쳐 중앙아시아로 들어왔다. 이 게임에서 핵심 규칙은 참

이 수업 성취도가 더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토

가자 두 명이 번갈아 가며 전략게임을 진행하는 동안 각자 상대방의

기즈쿠마라크를 교과 외 활동 혹은 추가 교과과정으로 시행하여 학생

(mangala) 또는 괴쉬르메(göçürme)라고 불리는 터키

말을 잡아서 자기 편에 계속 쌓는 것이다. 게임 말은 작은 돌이나 콩

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수단으로 전통놀이를 활용함과 동시에 카자

의 전통게임이 2020년 12월 14~19일에 화상회의로

혹은 씨앗을 사용하며 땅이나 놀이판에 줄지어 만들어 놓은 구멍을

흐인들의 문화도 소개하고자 했다. 학생들에게 토기즈쿠마라크는 인

열린 제15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보드로 이용한다. 요즘에는 게임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보드를 쓴다.

기 있는 선택 과목 중 하나이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새롭게 등재

히 위험에 처해 있다.

토기즈쿠마라크와 키르기스스탄의 토구즈 코르골, 그리고 망갈라

토기즈쿠마라크(togyzkumalaq)는 만칼라 계열의 대표 게임으로

토기즈쿠마라크는 신세대 교육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되었다. 전통지식으로 대표목록에 등재된 것은

카자흐 전통 보드게임 중 매우 오래된 축에 속한다. 키르기스스탄에

게임 안에서 과제와 목표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즉 게임을 통해 참

향후 이 게임을 홍보하고 전승하는 데 있어 큰

서는 이 게임을 토구즈 코르굴(toguz korgool)로 부른다. 토기즈쿠마

가자들에게 의미 있는 결정을 하도록 가르칠 수 있다. 토기즈쿠마라크

의미를 가진다.

라크는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해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

는 기억력, 집중력, 창의성, 관찰력, 그리고 추론능력을 키운다. 이러한

탄 일부 지역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행해지며,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종류의 게임은 집중력에 문제가 있는 과잉행동 아동을 가르치는 데 특

육계에서는 토기즈쿠마라크의 또 다른 활용

알타이, 카카시아(Khakassia), 사카(Sakha), 타르타리아(Tartaria), 투

히 활용 가능하다. 게임을 통해 그들에게 침착성과 균형감을 길러주고,

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토기즈쿠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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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inebaugh, J. P. (2009). A board game education.
Lanham: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3. Pillai, J., Bangkok, U. O., Regional Bureau for

Compositions. Astana (Kazakhstan).
5. The Toguz Kumalak Federation of Kazakhstan
http://www.9kumalak.com/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개최된 야외 마스터
클래스에서 토기즈쿠마라크 게임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
© Togyzqumalaq Federation, UNESCO

최근 디지털 게임 보급이 증가하면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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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맞은편으로 보이는 다롄해양대학교의 전경
© 다롄 해양대학교

다롄 해양대학교의
중국의 항해문화
보호노력
사라 워드
객원교수,다롄해양대학교 해양고고고학과

1909년 설립된 다롄 해양대학교(Dalian Maritime University, 이하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에는 항해문화를 위협하는 수 많은 요

DMU)는 프로젝트 211 국립 핵심 대학교 및 국제해양기구(Interna-

소가 존재한다. 그 중 몇 가지를 들어보면 기술보유자의 노령화, 젊은

3) 다방면의 내륙과 해양의 항해문화 연구

류의 전통을 기록하여 보호•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결

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우수 센터이다. 항해사의 요

층의 관심 저하, 원료 부족과 산업화를 꼽을 수 있다. 따라서 항해 문

4) 학
 술대회, 공개 강연 그리고 인기 있는 방송을 포함하여 출판, 발표,

과는 40만 단어의 단행본, 10편의 논문, 8개의 정책보고서 그리고 헬

람이라고 불리는 DMU는 개교이래 중국 내 최대 항해사를 배출했다.

화를 보호하는 것은 곧 지식, 기술 그리고 의미를 현 세대에 전달하

DMU는 의심할 여지 없는 중국 해양 산업의 심장부이다.

는 일이다.

1

위한 정책의 모니터링, 제안 그리고, 적절한 범위내 제안의 수용

홍보 및 공공활동을 통한 연구결과 보급
5) 객원 연구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의 항해문화 보호 역량 구축을

2004년 중국이 2003 무형문화유산협약을 비준한 이후 세계화와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 중 양질의 교육(SDG4)이라는

사회 변화에 직면하면서 DMU는 중국의 항해문화를 보존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MHCR은 DMU의 항해대학과 협력한다. 지

는 급박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8년 해양역사문화연구센터(Centre

속적인 항해문화의 발전과 해석 그리고 이를 미래 세대에 전승하는데

for Maritime History and Culture Research, 이하 CMHCR)를 설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항해과학기술

립했다. 중국 항해문화보존을 담당하는 CMHCR은 지난 12년 동안 역

(Navigation Science and Technology)학부 과정은 과거 관습과 근

사, 고고학, 유산, 언어와 언어학, 번역과 해석, 해양기계공학, 항해과

대 관습을 조화롭게 교육한다. 즉 천체를 이용한 항해와 같은 과거 관

학 및 기술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21명 이상의 관련 전문가를 배출

습 유지와 범지구위성항법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

CMHCR의 중심 활동은 연구이다. 현재는 그 외 두 가지 중요한

하며 이 분야 연구의 본고장으로 성장했다.

tems, GNSS)의 활용처럼 현재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근대 관습의 전

보호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첫 번째는 중국 교통부가 지원하고

승 간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DMU식 접근법의 기본은 공동체와 지

CMHCR의 한 칭(HAN Qing) 국장이 주도하는 내륙수로 교통(In-

식 보유자는 곧 이의 보호와 전승에 있어 핵심적인 주체임을 이해하는

land Water Transport)이라는 2년짜리 프로젝트이다. 목적은 내륙수

것이다. 그들의 참여는 항해문화관습과 전통의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

로 항해문화와 유형적 표현을 목록화하고 조사하여 기록하는 것으로,

이 글에서는 항해문화 유산 보호를 선두에서 이끌어온 DMU의 중
요한 활동에 대해 설명하겠다.
먼저, 항해문화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다음 세대로 전승해
온 항해관습과 묘사, 표현, 지식 그리고 방법이 모두 담겨 있다. 항해

위한 국제협력, 학제 간 대화 그리고 지식 공유 촉진
6) 중국 항해문화의 중요성과 보호 필요성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홍

싱키대학교와 공동으로 준비한 특별 편집본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또
한 항해문화보호에 관해 문화 간 대화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 회의를
통해 편집본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dmu.edu.cn를 방
문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보 및 인식 제고 활동에 참여
7) 공동체의 완전한 동의와 참여를 통한 해양과 민족고고학분야 연구
등 여타의 적절한 보호 활동에 참여

참고문헌
1. Project 211 is a National Key Universities project
initiated in 1995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raise research standards at
high-level universities. The name for the project comes
from an abbreviation of the 21st century and 100 participating universities.

올해 후반까지 중요 공동저작 출판물이 출간될 예정이다.

문화는 공동체가 만들고 적용한 것이며 공동체에 정체성, 소속감 그

CMHCR 설립하면서 DMU는 다음의 목표와 목적을 설정하였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중국-해외 해양문화교류(Globalisation of Si-

리고 지속성을 제공한다. 항해문화의 중요성은 그것이 가진 유형적

1) 관련 공동체와 협력하여 개발한 항해문화 목록작성을 통한 항해

no-foreign Maritime Cultural Exchange, Ocean Cultures)의 세계

표현-예를 들면, 배, 난파선, 둑 등-이 아니라 항해문화를 통해 전승하

년에 시작한 중국 해양 항해 문화와 그 장구한 역사, 중국-해외 해양교

문화 보호

화에 대한 기록과 관련된 것이다. 이는 중국 최초의 프로젝트로, 3년

는 풍부한 지식과 기술에 있다.

2) 중국 항해문화 보호와 그 중요성에 대한 중국 내외의 인식 제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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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ICH Courier Online 웹페이지 전면 개편

2021년 상반기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자문위원회 개최

산 보호 활동과 노력을 전 세계 구독자들과 공

가들과 센터 직원들이 참가했다.

유하고자 한다.

본 자문회의에서는 2021년 센터

이번에 개편된 ICH Courier Online은 구독

사업 계획과 현안 과제에 대한 보

자의 사용 편의성에 맞춰 주요 무형유산 정보

고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자문위

를 직관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직

원들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 회의의 안건은 센터

관적인 내용 구성과 UI를 적용하여 정보를 쉽

의 국내 가시성 제고 및 대외 홍보

게 찾아볼 수 있다.

ICH Courier Online (https://ichcourier.unesco-ichcap.org)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특히 온라인 구독신청 기능을 새롭게 추

전략 방안으로, 올해 10주년을 맞

가하고 무형유산 테마별 보기 코너를 신설하

이하는 센터의 국내외 홍보 방법

여 무형유산정보에 더욱 편한 접근을 가능하

다각화와 외연 확장에 대해 활발

게 했다.

히 논의했다.

센터는 ICH Courier Online을 통해 구독

연 2회 소집되는 본 자문위원

자들이 무형유산에 더욱 쉽고 가깝게 다가올

회는 센터 활동에 대한 전략 제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와 같은 노력이 무형유

및 파트너십 강화에 역점을 두고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아태무형유

형유산분야 전문 잡지이다. 센터는 ICH Cou-

산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무형유

산꾸리에의 온라인 사이트 ICH Courier On-

rier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

산의 보호와 전승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

line을 전면 개편하여 3월부터 전 세계 구독자

유산 관련한 담론과 최신 뉴스를 전달하고, 아

다.

들에게 선보인다.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센

자문회의 진행 장면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터의 발전방안과 중장기적 목표
2021년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상반기

이번 회의에는 박해진(학고재 대표이사),

시아 태평양 지역 48개 유네스코 회원국의 다

자문위원회가 2월 2일(화) 화상으로 개최되

박상미(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등 2020년

아태무형유산꾸리에는 센터의 대표 사업

양한 무형유산을 소개하고 있다. 센터는 본 계

었다.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7명의 문화 분야 전문

으로 2011년부터 지난 10년간 발간되어온 무

간지를 통해 공동체와 관련 기관들의 무형유

와 주제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무형유산 정보공유 플랫폼 ichLinks 2차 협력기관 모집
『인류무형문화유산-세계의 전통무예를 만나다』 출판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이하 센터)는 아

들로부터 샘플 데이터를 접수하여 ichLinks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ichLinks에 참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유네스코국제무

는 모습 등 무형유산으로서 전통무예가 시대

시아 태평양 무형유산 정보공유 플랫폼 ‘ich- 에 탑재하고 아카이브 서비스 및 기획콘텐

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ichlinks.secretariat@

예센터(이하 ICM)와 공동으로 단행본 『인류

적·환경적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전

Links’(아이씨에이치링크스) 사업의 2차 협

츠 제작에 활용했다. 또한, 센터는 협력기

gmail.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사업에 대

무형문화유산-세계의 전통무예를 만나다』를

승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력기관을 모집 중이다.

관들의 참여기반 강화를 위해 재정적, 기술

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링크(https://www.

발간했다.

센터는 도서를 통해 독자들과 전통무예에

ichLinks는 아태지역 유네스코 회원국들

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협력기관 중 한 곳

unesco-ichcap.org/ichlinks/)에서

본 도서는 센터와 ICM이 공동 발간한 리

담긴 역사적 시대적 이야기를 공유하고, 이를

과 협력해 무형유산 데이터 및 콘텐츠 자료를

인 베트남 국립문화예술연구소 관계자는

수 있다.

빙헤리티지 시리즈 <전통무예>의 국문판으

통해 무형유산으로서 전통무예에 대한 인식

한데 모아 서비스하는 디지털 공유 플랫폼이 “문화유산 자원의 보

로,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전통무예의 보호·증

을 제고하고자 한다. 동시에 유네스코가 강조

다. ichLinks의 협력기관은 센터와 함께 무형

호와 활용에서 정보

진을 위한 양 기관의 공동 협력의 결실이다.

하는 ‘문화 다양성’을 유지하며 그 가치를 가

유산 관련 데이터와 콘텐츠를 공유, 축적, 활

통신기술 및 장비와

시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용하는 이 플랫폼의 핵심 운영 주체다.

관련한 제약이 있었

본 도서는 인도의 실람밤, 스페인의 레온
식 레슬링, 터키의 크르크프나르 오일레슬링

본 도서는 국내외 무형유산 관련 기관 등

센터는 지난해 아태지역 내 무형유산 정보

등 세계 곳곳에서 전승되고 있는 전통무예를

에 배포 예정이며, 센터 웹사이트(www.ich-

자료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을 중심

사업참여와

무형유산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cap.org)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으로 1차 협력기관을 선정했다. 해당 협력기

통해 널리 베트남 무

는데, 이번 ichLinks
지원을

2000년대 초반까지 베트남에서 인기를 누리

관은 말레이시아 문화예술활동가협회(MAC- 형유산을

던 전통무예 박호(bach ho)의 급격한 쇠퇴와

PA), 몽골 국립문화유산센터(NCCH), 베트남

도 공동체들에 그 이

제2의 전성기를 위한 베트남 무예인들의 노

국립문화예술연구소(VICAS), 우즈베키스탄

익을 돌릴 수 있게 되

력, 그리고 아프리카의 카포에이라(capoeira)

국립문화연구소, 카자흐스탄 문화예술위원회

고, 문화창조산업에

단행본 『인류무형문화유산-세계의 전통무예를

가 포르투갈 식민지 시대 브라질에 유입되어

로 총 다섯 곳이다.

서 더 많은 협력과

만나다』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카포에이라(capoeira) 호다(roda)로 발전되

1차 협력기관 선정 후 센터는 협력기관

확인할

알리면서

동반 관계를 구축할

ichLinks 포털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ICH Courier Online
아태지역의 무형유산을
더 가까이 만나는 방법
구독신청 : https://ichcourier.unesco-ichcap.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