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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무형유산

유네스코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문화유산’은 다양한 유형유산과 무형유산 모두를 포함한다.1
해양 영역, 즉 인간의 해상 활동과 관련된 유형유산에는 수중이나 간만대에서 발견되는 난파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공물, 수몰 유적 등 물리적 자료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수중문화유산’으로
2001년 유네스코 수중문화유산보호에 관한 협약에 정의되어 있다. 무형유산은 전통 공예 기술,

유엔 해양과학 10개년 계획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사회적 관습, 의식 및 제전, 구전 전통 및 표현 등 2003년 유네
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이하 ‘2003년 협약’)에 정의에 따라 현대 관습을 통해 전통
이 표현되고 유지되는 다섯 가지 영역을 포함한다.
2003년 협약 조문에 “이와 관련된 도구·물품·공예품 및 문화 공간”이 포함된 것처럼, 해양무

아테나 트라카다스

형유산에도 수중무형유산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형유산에는 “세대 간 전승되는...공

덴마크국립박물관 객원연구원 / 해양과학 10개년 헤리티지 네트워크 공동 의장

동체 및 집단이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및 역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역사적
측면도 있다.2 무형유산에는 연안지역과 조간대에 세워진 유산, 보존된 배·선박, 박물관의 유산,
연안지대 건축물(해상 공간), 전통 및 토착 지식 등이 포함된다.3
무형유산은 그 광범위한 구성요소 때문에 지속가능한 발전 요건에 상응하는 존재로 중요하
게 언급되고 있으며, 해양무형유산도 이에 해당된다.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어젠다
의 17개 목표(이하 ‘SDG’)에서 SDG14: 해양 생태계 보전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실현하고자 한다.4
2017년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엔 해양과학 10개년 계획(2021-30)(UN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1-30), 이하 ‘10개년 계획’)의 기반을 세웠다. 2018년
부터 2020년까지 10개년 계획은 준비단계를 거쳤고 2021년 올해 1월부터 실행단계에 접어들었
다. 10개년 계획의 원대한 목표는 SDG14 등 광범위한 SDG 목표에 대한 해결방안을 직접 제시
하는 과학 역량의 구축과 지식 창출이다. 10개년 계획은 전 세계 해양의 건전성을 연구하고 평가
하는 이해당사자를 지원하는 공동 프레임워크를 추진한다. 구상 단계부터 10개년 계획은 해양과
학이 연구되고 지식이 창출되는 방식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5
10개년 계획은 2030년까지 다음과 같은 사회적 성과를 달성하여 ‘우리가 가진 해양’에서 ‘우
리가 원하는 해양’으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1. 오염 원인이 확인되어 감소하거나 제거된 깨끗한 바다
2. 해양 생태계가 이해, 보호, 회복, 관리되는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바다
3. 지속가능한 식량 공급과 해양 경제를 지원하는 생산적인 바다
4. 사회가 해양 상태의 변화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바다
5. 해양 관련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생계가 보호되는 안전한 바다
6. 자료, 정보, 기술, 혁신에 대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바다
7. 인
 류 행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해서 사회가 바다를 이해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영감을
주고 참여하는 바다 6
해양문화유산은 점차 10개년 계획의 맥락에서 고려되고 있다. 2017년 제1차 UN 해양회의에
서 제안한 행동강령 ‘우리의 바다, 우리의 미래(Our Ocean, Our Future)’에서 당사국들은 “바다
가 우리 자연과 문화유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해당사자들에게 “
바다의 자연과 문화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통합 전략 개발”을 요청했다.7 이어 2018
년 6월 발표된 10개년 계획 로드맵 초안에서는 “‘해양과학’이 포괄적으로 해석되어 사회과학과
인간 영역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8
이 주장이 문화유산에서 의미하는 바는 10개년 계획의 준비단계 동안 기획 회의, 이해당사자
포럼, 지역 워크숍을 거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명확해졌다. 그 후 2020년 7월에 실행계획 2.0이

2020년 세네갈 롬풀 해변에서 배를 처음 바다에 띄우기 전 의례의 모습
© 아테나 트라카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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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
 전한 바다: 문화유산은 과거 재난의 영향 등 과거와 현재의 연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거주와 간섭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 위
험을 식별하고, 인간의 적응 사례를 제공하고, 회복력을 증진한다.
5.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수확하고 생산하는 바다: 문화유산은 재생과
관광을 통해 블루 경제에 크게 기여한다. 생산력 증대는 대체불가
한 문화유산을 손상하지 않고 강화한다.
6. 투
 명하고 접근 가능한 바다: 문화유산 정보는 인류가 바다, 대양과
맺은 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7. 영
 감을 주고 참여하는 바다: 문화유산 정보는 대중에게 매력적이
13

며, 다양한 해양학적 소양의 주제에 참여하게 한다.

노르웨이 구 스토르달 교회(로즈키르자) 복도 위에 걸려 있는
목조 모형 배 © 아테나 트라카다스

궁극적으로, 10개년 계획은 현대화와 기후변화에 맞서 지속가능
한 미래에 도달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하는 무형·토착·전통 문화 등의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중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문화유산이 우리의 연안, 바다, 대양의 지속가능성 해결에 대중을 참
여시키는 수단으로 인정받는 기회가 된다. 무형유산 꾸리에 이번 호
에서는 해양무형유산과 해양축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정체성과 지
속성을 증진하는 방법뿐 아니라, 지식과 전통의 존중 및 보존에 개인
과 공동체가 참여하는 방법으로써 둘을 살펴보려 한다. 10개년 계획
이탈리아 아말피 해안지방에서 어부가 나벳을 사용하여 어망을 수리하고 있는 모습
© 아테나 트라카다스

발표되었고 2020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비준되었다. 실행계획 2.0은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와 유네스코 아피아사무소가 개최한 ‘해

문화유산에 관해 “해양과학은 광범위한 영역이다. 자연과학과 사회과

양 리빙 헤리티지: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생활과 생태계 구축’ 회의

학, 지역 및 토착 지식을 포괄한다...”고 말한다. 해양무형유산의 포괄

에서 논의되었다.

적인 성격을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개년 계획 준비단계에서 문화유산 이해당사자에게 중요했던 사
항 중 하나는 10개년 계획의 7대 사회적 성과와 관련된 해양문화유

•“해양과학은 지역 및 토착 지식을 인정, 존중, 포함한다”고 명시.

산의 역할과 기여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이해당사자들은 유네스코

•“지역 및 토착 지식을 주요 지식 원천으로 포함하는” 해양과학의

2030 어젠다의 문화 주제 지표와 10개년 계획의 적절성을 언급하

변혁을 정의.

며 우리 바다와 대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문화의 필수적 역할이

•“지역 및 토착 지식 보유자를 참여시키고 협력하는” 10개년 계획

인정받도록 노력했다.11 10개년 계획의 협력기관이자 이해당사자인
해양과학 10개년 헤리티지 네트워크(Ocean Decade Heritage Net-

행동 기준을 인정.
•데이터 관리에서 “데이터 소스로는 토착 및 지역 지식 등 정량화하

work)12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을 제안했다.

기 어려운 통찰력...이 포함된다”라고 명시.9
1. 깨
 끗한 바다: 문화유산은 난파선, 채굴 쓰레기, 육지 오염원으로 인
또한 무형유산 영역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해안지대는 “인간과 해

한 유산 오염의 수준과 위험성을 잘 파악하여 깨끗한 바다에 기여

양의 상호작용 대다수가 집중되는 연안지역 등...현재 데이터가 부족

할 수 있다. 깨끗한 바다는 문화유산(수중유산 및 무형유산)의 오랜

한 지역”으로 특히 중요하게 언급된다. 인간 영역에 대한 많은 관심

보존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10

은 10개년 계획의 목표인 ‘우리가 원하는 바다’를 달성하기 위해 필
수적이다.
따라서 해양과학 연구 및 지식 창출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에서 10
개년 계획은 해양의 자연·문화 유산에 대한 과도한 집중을 개선하고

2. 건
 강하고 회복력 있는 바다: 문화유산은 얼마나 많은 연안지역과
해양 생태계가 현재 형태를 이뤘는지와 이들이 겪는 압박감을 이
해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 문화유산은 해양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무형·토착·전통 문화의 내재된 역할을 강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해

3. 예
 측 가능한 바다: ‘바다의 과거’, 즉 인간과 역사적 환경의 상호작

양무형유산은 이 지식 기반을 알리고 지원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용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행복과 생계를 위해 바다의 현재를 이해

발전을 위한 해결방안 모색에 도움이 된다. 이 주제는 2020년 10월

하고 변화와 그 여파를 예측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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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해양무형유산은 지역적, 세계적으로 지속가능
한 미래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참고 자료

1. UNESCO (n.d.). “What is meant by ‘cultural heritage’?” Available at https://bit.ly/3u0YXSy.
2. UNESCO (2003). “Text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ticle
2 §1. Available at https://ich.unesco.org/en/convention.
3. Castela, T. (2015). “Towards a Science of Sea Space.”
In F. Themudo Barata and J. Magalhães Rocha
(eds), Heritages and Memories from the Sea.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UNESCO Chair in
Intangible Heritage and Traditional Know-How:
Linking Heritage. 14-16 January 2015. Évora. Portugal.
Conference Proceedings (Évora): pp. 10–17.
4. UN (2015). SDG 14. Available at https://
sdgs.un.org/goals/goal14.
5. IOC/UNESCO (2020). Implementation Plan
Summary (August 2020): p. 6. Available at www.
oceandecadeheritage.org/wp-content/uploads/2
020/10/687-20-IOC-Decade-Implementation-Pl
an-Summary-compressed_1597065320-1.pdf.
6. IOC/UNESCO (2020). UN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1-30)
Implementation Plan Version 2.0 (July 2020). Available
at www.oceandecadeheritage.org/wp-content/
uploads/2020/09/Ocean-Decade-Implementation-Pla
n-Version-2-0-compressed_1599176045.pdf.
7. UN General Assembly (2017). “Our Ocean, Our
Future: Call for Action.” A/71/L.74, 30 June
2017: Annex §3 and §13.d. Available at https://

ichcourier.unesco-ichcap.org 

덴마크 로스킬레 해양유산 축제에서 겨울이 되기 전 말을 이용해
목선을 물 밖으로 끌어올리는 모습 © 아테나 트라카다스

digitallibrary.un.org/record/1290893?ln=en.
8. UNESCO (2018). Revised Roadmap for the UN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OC/
EC-LI/2, 18 June 2018: Annex 3, p. 5, §9. Available a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65141.
9. IOC/UNESCO, Implementation Plan
Version 2.0, pp. i, 1, 7, 17, 19
10. IOC/UNESCO, Implementation Plan Version 2.0, p. i.
11. UNESCO/WHC (2020). “Culture 2030
Indicators.” Available at https://whc.unesco.org/en/culture2030indicators.
12. www.oceandecadeheritage.org;
Twitter: @DecadeHeritage.
13. Modified from Trakadas, A., A. Firth, D. Gregory et
al. (2019). “The Ocean Decade Heritage Network:
Integrating Cultural Heritage within the UN
Decade of Ocean Science 2021–2030.” Journal
of Maritime Archaeology 14(2): 153–65.

VOLUME 47 ICH COURIER

7

판다누스 뱅크 블롱 미 프로그램:
재난 이후 바누아투 여성의 직조 공예 복원
바누아투 퍼더아트

바누아투 앰배(Ambae)섬: 11,000명이 넘는 앰배섬 토착 이주민들의 고향
2017년 4월, 앰배섬 롬벤벤(Lombenben)산 정상의 마나로(Manaro) 화산의 분화구에서 화산재와 가스가
뿜어나와 섬 대부분을 두꺼운 화산재로 뒤덮고 농지와 정원을 파괴하였다. 바누아투 정부는 앰배섬 주민
들에게 강제 대피명령을 내렸고 앰배섬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 가축, 농작물을 남겨두고 이웃 섬인 펜테
코스트(Pentecost), 메우(Maewo) 그리고 에스피리투 산토(Espiritu Santo)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그
영향은 파괴적이었다. 학교 교육은 엉망이 되었고 활기는 사라졌다. 많은 사람들은 재난 이후 트라우마
와 싸워야 했으며, 연고도 없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그리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애써야 했다.
6개월간의 대규모 이주 이후, 우리 ‘퍼더아트(Further Arts)’는 바누아투 문화센터(Vanuatu Cultural
Centre) 그리고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앰배섬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재난 이후 영향 평가를 시행했다. 우
리는 산토로 이주해 간 앰배섬 추장 위원회(Ambae Council of Chiefs)로부터 긴밀한 협력과 함께 문화
지식과 관습을 보존하기 위한 공동체 인터뷰 기록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번 영향 평가 결과를 통해 앰배섬 여성들이 난민 캠프의 생활 여건 속에서 그들의 문화유산과 관습,
특히 직조기술의 상실에 관한 우려 섞인 이야기가 자주 언급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앰배섬의 문화
유산은 위험에 처해 있었다. 우리는 호주평화갈등연구소(Peace and Conflict Studies Institute of Australia, PaCSIA)의 재정지원을 받아 그다음 해에 다시 앰배 이주 공동체로 돌아가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나
누고 그들의 직조 공예를 어떻게 지속하고 젊은 세대에게 기술을 전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모
색했다.
“우리는 산토에서 직조에 필요한 판다누스 잎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무척 슬펐습니다. 우리의 관습을
잃고 직조 방법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이 됐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 에스더 타리(Esther Tari), 앰배 남부 출신의 직조 공예가
2018년 이후, 퍼더아트는 ‘판다누스 뱅크 블롱 미(Pandanus Bank blong Mi)’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
여 회복력 강화와 평화 구축 그리고 이주한 앰배 직조 공예가와 예술가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
하였다. 산토의 퍼더아트 소속 현지 활동가인 리타 빌(Rita Bill)은 앰배 여성들이 임시 거주지에서도 직조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산토의 이주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의 연결을 추진하여 판다누스 잎을 제공하였
다. 또한 산마(Sanma) 주의 20여 공동체는 바로 직조에 사용할 수 있는 말린 판다누스 잎 여러 단을 기부
했다. 이처럼 우리는 산마 추장 위원회(Sanma Council of Chiefs)를 비롯해 산마의 주요 협력자들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 이러한 도움에 힘입어 인근 말레쿨라(Malekula)와 펜테코스트(Pentecost) 섬의 공동
체에게도 많은 판다누스 잎을 지원하였다.
판다누스 잎을 구할 수 있게 되자 이주 앰배 여성들은 직조 활동을 통해 경제적으로 더욱 자립할 수 있
었다. 그들의 공동 직조 활동은 평화를 구축하는 힘이 되어 분열되어 있던 이주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재난 이후 무력감, 범죄, 갈등 혹은 도박과 같은 부정적인 면들을
방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2020년 평화를 위한 직조 공예 워크숍에 참가한 북동 암배 지역의 직조 장인들과 참가자들 © 지나 카이팁렐, 퍼더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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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생산, 전시, 교육, 시장 기회 확대를 위한 안전한 제작 공간을

높여 그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결과적으로 정책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및 재난복구 프로그램 개발에도 기여를 했다. 예를 들어 피난처 클러

돗자리는 앰배 사람들의 생활 전반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남부

스터(Shelter Cluster)와 성 보호 클러스터(Gender and Protection

앰배 지역만 살펴보더라도 여러 목적(전통 의상, 결혼, 매장, 담요, 무

Cluster) 참여를 통해 국가의 ‘기후변화 및 재해 유발 변위에 대한

역, 일상적 용도)에 사용되는 9가지 돗자리 형태를 찾아볼 수 있을 정

국가 정책’(National Policy on Climate Change and Disaster-In-

도로 그 종류가 다양하다. 앰배의 각 부족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형태

duced Displacement) 및 ‘국가 재난 복구체계’(National Recovery

의 돗자리와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돗자리마다 전

Strategy)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승되어 오는 전통 지식(직조의 준비, 돗자리의 치수, 활용, 가치)을 보

또한, 퍼더아트는 예술 및 문화적 창조 활동 대한 지원과 관심, 인

2020 평화를 위한 직조 공예 워크숍에서 젊은 여성들에게

유하고 있다. 또한 부족들이 특정 돗자리를 만들 때 부르는 전통 노

식 제고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예술가들의 지원 활성

돗자리 직조 기술을 가르치는 여성들 © 지나 카이팁렐, 퍼더아트

래가 있으며,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디자인 및 문양을 만들어 염색

화를 통해 재난 피난민들을 위한 복지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

을 하는데 활용한다.

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돗자리의 독특한 패턴과 디자인은 직조 장인이 쉽사리 전승해 주
지 않는다. 젊은 직조가들은 특정 문양을 짜는 법을 배우기 전에 직조

예술을 통한 접근과 서술은 문화적 관습을 보호하고 활력을 불어
넣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에 관한 이야기와 그와 관련된 전통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권리를 먼저

판다누스 뱅크 블롱 미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퍼더아트는 앰배 공

얻어야 한다. 젊은 세대에게 이 모든 지식을 전달하여 전통을 보존하

동체, 특히 여성 직조가들의 이야기를 담은 4부작 비디오 시리즈를 제

고 보호하기 위해 지역 추장들과 공동체는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

작하였다. 이 시리즈는 2021년 온라인 매체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며,
활용 및 기록보관을 위해 관련 공동체와 결과물을 공유할 예정이다.

성과와 향후 계획

해당 프로그램과 다른 퍼더아트의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퍼

“이는 토착민들과 앰배 공동체 모두에게 중요한 이정표이다. 판다누

더아트 웹사이트나 페이스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북동 암배 지역의 한 여성이 마른 판다누스 잎사귀를 묶고 있다

2020 평화를 위한 직조 공예 워크숍에서 직물을 짜고 있는 젊은 여성들

스 잎을 통해 평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앰배 여성들은 고대에

www.furtherarts.org

© 지나 카이팁렐, 퍼더아트

© 지나 카이팁렐, 퍼더아트

섬 사이의 교류와 무역에 활용되었던 우리의 전통 돗자리를 보존하

www.facebook.com/FurtherArts

고 있다.”

비디오 다큐멘터리 “Home Away From Home”은 퍼더아트가
- 나다니엘(Nathaniel Jones) 존스 추장,

공동체에서 판다누스 돗자리 직조의 중요성
바나나나무 줄기에 디자인 문양을 세기는 모습 , 이는

판다누스 나무는 바누아투에서 가장 가치 있는 천연자원 중 하나이

직조된 판다누스 돗자리에 문양을 남기기 위해 염색

다. 바누아투의 직조 공예는 판다누스 잎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과정에서 사용된다 © 지나 카이팁렐, 퍼더아트

말바투마우리(Malvatumauri) 루간비유(Luganville) 추장 대표

2017년 화산폭발 이후 앰배에서 강제 대피한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더
상세히 담기 위해 제작한 것이다.
(https://youtu.be/kANt4xMXwn8)

언제, 어디에서 직조하는지 등을 알려주는 전통 신앙과 가치 체계를

퍼더아트는 앰배와 산토의 앰배 공동체와 함께 했던 작업들을 통

통해 전승되어왔다. 또한 직조는 앰배 사람들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

해 직조 공예가들과 예술가들이 재난 이후 공동체의 문화 회복력에

한 부분을 차지한다. 즉, 재난 이후 현재 상황에서 그들의 전통적인 생

주는 영향력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국가 포럼에서 목소리를

퍼더아트는 이러한 공동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호
주평화갈등연구소’에 감사드린다.

활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며 지속가능한 농촌 생계를 지탱하
는 중요한 원천이다.
판다누스 잎을 활용한 직조는 보에부돌루에(Boevudolue)라는 앰

염색이 완료된 직물 - 남부 암배에 사는 '트리샤'라는 소녀가 워크숍에서

배 섬 출신의 한 남자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전설에 따르면

직물을 만들고 염색하였다 © 지나 카이팁렐, 퍼더아트

보에부돌루에는 자신의 지위 상승을 염원하며 전통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제차에서 돼지를 잡는 의식을 치뤄야 했는데, 그때 돗자리
가 필요했다. 추장의 지위를 얻기 위해 그는 토만가가(Tomangaga)라
고 불리는 특별한 돗자리 형태의 직물을 몸에 걸쳐야 했으며, 돼지를
잡는 의식을 위해 타부케(Tavuke)라는 돗자리를 깔아야만 했다. 이것
이 판다누스 잎을 활용한 직조의 시초로 여겨진다.
2019년, 화산활동이 잠잠해지자 많은 앰배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후 퍼더아트의 리타(Rita)와 비비안 오베드
(Viviane Obed) 국장은 앰배 지역 공동체와 함께 협업하여 여성 공예
가와 예술가를 위한 워크숍 개최를 지원했다. 이 워크숍은 평화구축
증진과 이주로 인해 많은 것을 잃고 무기력해진 사람들에게 힘을 실
어주면서, 사회를 결속해 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 7일간의 워크
숍 기간 동안 토론의 주된 주제는 여성들이 공예품을 만드는데 사용
하는 판다누스 및 다른 현지 재료의 가치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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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사람들이 전통적인 정수 의식인 ‘멜라스티(Melasti)’를 위해 힌두교 사당을

해양 의례와
공동체 연행

해변으로 옮긴 뒤 침묵의 날인 ‘녀피(Nyepi)’를 축하하기 전에
휴식을 취하고 있다 © 디모스레그, kr.123rf.com

바다는 오랫동안 다양한 문화권에서 의례 생활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
그토록 의지해 온 바다와 인간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가 있다. ICH Courier 이번 호에서는
바다와 관련된 의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네 가지 해양 의례를 다루고자 한다.
특히 베트남, 타우마코, 한국 그리고 중국의 문화에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생명의 원천인 물과 관련된
성스러운 의례 속에서 공동체 연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고유한 특성을 살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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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공동체의 꺼우응으 축제:

꺼우응으 축제 소개

응으록(Ngư Lộc)은 베트남 중북부 타인호아성 하우록현 연안의 다섯

현대 생활의 전통적 믿음

크고 작은 북 24개가 울린다. 사제는 해신들을 제의에 모시기 위한 기
도를 올리고 중앙 제단에서 해신을 맞이한다. 두 가지 중요한 의례가

사(社) 중 하나이다. 이곳은 베트남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한 지역으로

중앙 제단과 용선에서 연행된다.

주요 생계 수단은 전통 낚시와 해산물 가공업이다. 주민들의 일상생

공동체의 중앙 제단에서는 행렬 참가자, 친목 단체, 관리들과 여러 집

안 지역의 관습 및 전통이 반영되어 있다. 꺼우는 ‘숭배’를, 응으는 ‘신

한다. 이른 새벽 가마 행렬이 타인까 사원에서 출발하여 ‘신성한’ 중

활은 독특한 꺼우응으(cầu ngư) 축제를 통해 오랫동안 유지해 온 연

안의 지도자들이 타인까(Thanh Ca) 사원에 모여 행렬 의례를 진행

레프엉타오

성한 고래’를 뜻하는데 어부들은 해신들이 지배하는 바다에서 언제나

앙 제단까지 이동한다. 사제는 정중하게 신들을 모시고 주민의 행복,

베트남민족인류학자협회

신성한 고래가 위험에 처한 인간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고래 사

행운, 학업과 일의 성공, 해상 안전과 대풍년을 기원한다. 의례를 마치

원과 꺼우응으 축제는 신성한 고래와 해신에 대한 어부의 공경을 보

고 난 뒤에는 여러 집안의 사람들과 손님들이 신에게 예를 올리고 공

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한 해를 기원하는 꺼우

물을 봉헌한다.

응으 축제는 베트남 어촌 공동체에서 가장 큰 축제로, 수많은 문화적

한편, 어장의 상징인 용선(롱쩌우)에서의 의례는 뱃사람들만이 참

가치가 융합되어 공동체의 신앙 활동과 민속 축제로 명맥을 이어오고

여할 수 있다. 참배자가 해신들에게 바치기 위한 공물을 봉헌선에 싣

있다. 꺼우응으 축제는 후기 레 왕조(1428-1789) 때 마을이 생긴 이후

고 나면 정해진 시간에 사제가 뱃머리 앞에 선다. 한 손으로는 의례를

로 열리기 시작하여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보존되었다.

연행하고 다른 한 손은 불을 피운 향 세 개를 들고 있는데, 이는 공중
에 쓰인 글자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사제는 향을 높이 들고 출항(出

가장 중요한 제물

航)서를 낭독한 후, 해변으로 행렬을 이끈다. 20명의 청년들이 용선

꺼우응으 축제는 다양한 제의, 공물 그리고 롱쩌우(long châu)라 불

을 들고 사제를 따르면, 마을 주민들은 행렬을 따라서 대로를 지나 마

리는 용선(龍船)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용선은 축제에서 가장 중요

을 끝으로 이동한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은 해변의 지정된 장소에서

한 공물로 어촌 공동체의 차별화된 특수성을 보여준다. 용선은 어장

해신들에게 바라는 소망을 전하며 용선을 불태우는 제차를 끝으로 의

을 상징하며 대나무, 색종이, 스티로폼 등을 이용하여 해신들의 권력

례를 마무리한다.

과 역할을 표현한다. 또한 평화와 행운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며 사람
들이 공물을 놓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 축제는 응으록 어부들의 독특한 문화와 신앙생활을 보여주기
때문에 종교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축제가 열

제례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선발된 선량하고 기술이 뛰어

리는 신성한 기간 동안 어촌 공동체에서는 낚시를 하지 않는다. 꺼우

난 이들이 약 한 달 동안 용선을 제작한다. 용선이 건조되면 행렬 의례

응으 축제는 어촌 공동체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들에게도 신앙생활에

를 시작하기 전에 배의 눈을 그릴 적절한 시간을 택한다. 눈을 그리는

서 영적 삶의 균형을 찾는 시간으로 여겨진다.

의식은 음력 2월 22일 새벽 1시에 연행하는데 이는 용선에 눈이 있어
야 바닷길을 정확히 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봉헌선의

축제의 핵심가치

신성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의식을 마치면 이제 용선은 인간

꺼우응으 축제는 연안 공동체의 전통문화 공간, 관습, 의례, 놀이뿐 아

처럼 영혼이 있다고 믿어진다.

니라 전통 지식을 부활·전승시킨다. 또한 바다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
가려는 인간의 열망을 표현한다. 더불어 온전히 보존하여 현재 삶 속

제의 연행

에서 되살려야 할 해양 신앙과 문화적 함축성도 나타난다. 꺼우응으

꺼우응으 축제는 제의와 축제, 두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그 중 제의가

축제의 뛰어난 특징은 (1) 고래와 해신 숭배의 신성함, (2) 종교 활동,

더 중요하고 의미있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의에 대해서

의례, 관습, 전통 공연, 음식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다층성, (3) 동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일한 거주지와 직업 측면에서 공동체의 단결성으로 볼 수 있다.

21일 아침 사제(보통 스님이나 무당)가 큰 북을 세 번 치면 뒤이어

해신에게 봉헌 될 대형 용선(롱쩌우)이 해변의 지정된 위치로 이동중이다
© 레프엉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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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우마코 해양 의례

더프섬으로도 알려진 타우마코(Taumako)는 남서 태평양의 솔로몬

줄을 물고기에 던져주기, 아이를 집 밖으로 처음 데리고 나가는 날, 어

제도 남동부에 위치한 테모투주(州)의 일부로 산타크루즈 제도의 폴

머니의 친족들과 소통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친정으로 아기를 데려

리네시아 섬들 중에 하나이다. 타우마코 사람들은 바에아카우·타우마

가는 것 등이 생애 주기에서 기념되는 주요 사건들이다.

코 언어를 사용하며 사모아 폴리네시아인에 속한다.
사이먼 테아베 살로푸카
바카발로협회 대표

아이의 목욕, 아이의 머리카락 자르기,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서 아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타우마코에는 신부대 의례 외에도 망자를 애도하는 의례도 연행
되고 있다. 또한 씨족과 부족 구성원들 사이에는 특정 신이나 토템과
관련이 있는 종교나 다신 숭배가 있고 이와 관련된 음식 섭취가 제한

현재까지도 고대 항해술을 연행하는 타우마코 사람들은 현지에

이에 대한 칭찬을 듣는 일 등도 의례에서 기념된다. 성년 의례의 음식

서 구할 수 있는 자재를 활용해 ‘테푸케(Tepuke)’라고 부르는 프로아

나누기, 춤, 노래는 태어난 아이가 완전히 성장하여 혼인이 가능한 나

타우마코의 전설적 조상인 ‘라타’는 타우마코에서 최초로 테푸케

(Proa) 세일링 카누를 건조하며 농업과 어업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이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출생의 위험에서 안전하게 벗어

카누를 건조하고 항해한 영웅이다. 전설에 의하면 테푸케를 건조하기

통해 삶을 영위해 오고 있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에서 살아가는 타우

났음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다.

위해 나무를 자르고 있는 라타를 테우베 새(비둘기)가 지켜보다가 둘

되기도 한다.

마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해상 운송과 해양 자원에 의존해 생계를

사회제도적인 관점에서 성년 의례의 두 번째 절차를 위한 음식 준

은 친구가 된다. 라타 이야기는 장편의 유쾌하고 흥미로운 이야기이

유지해 왔다. 섬과 해양 생태계에 대한 토착지식을 활용하여 음식과

비와 축하 행사는 신부대(신부를 데려오는 대가로 신랑집에서 신부집

다. 테푸케에는 선수부의 활대를 밟고 있는 테우베 새의 형상이 휘어

약으로 동·식물을 사용하고, 해양, 기후, 섬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상

에 넘겨주는 재화)를 내는 사람이 주관한다. 이는 성년을 맞은 아이의

진 곡선의 이미지로 담겨 있다. 이 이미지는 항해의 안내자이자 도우

의 연간 패턴과 계절 패턴에 의존해 오고 있다. 사람들이 자연과 맺고

가까운 친족들과 공개적으로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의례

미로서의 라타의 존재를 암시한다. 항해를 떠난 라타는 다시는 타우마

있는 긴밀한 관계는 항해와 일상생활에서 날씨와 다른 자연 현상에

의 두 번째 절차에는 귓볼 피어싱, 비중격 피어싱, 귓바퀴 상단의 피

코로 돌아오지 못한다. 라타가 불지 못하는 소라 껍질을 준 것에 화가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다른 섬의 사람들과 테푸케 카누를

어싱(첫째 아이인 경우), 콧구멍 상단 피어싱과 전통 춤추기가 있다.

난 숲의 여신 히노라가 테베니로 가는 통로를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이용한 거래를 통해 얻는 식량과 산타크루즈라고 불리는 붉은 깃털로

여자아이는 허리에 구슬 줄을 착용하고 처음 성인의 옷을 입는다. 성

타우마코에서 여성, 남성, 어린이가 함께 협력하여 테푸케 카누

된 화폐는 타우마코 사람들의 생계유지와 재산 축적의 수단이다. 또

년 의례 이전까지 청소년기에 적합한 옷을 입는 것은 성적 노출의 자

를 만들 때 라타의 이야기는 비로소 새로운 생명력을 얻어 사람들 사

한 테 알리키(Te Aliki)라고 부르는 부족 지도자들의 명망을 유지하는

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청소년기 아이들은 친족 관계에서의 역할 행

이에 전해진다. 타우마코 사람들은 ‘헤이헤이 라보이(Heihei lavoi)’

수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테푸케는 타우마코 사람들에게 사

동을 이해하고 친족에게 존경심을 표현하며 삼가야 하는 행동을 준수

라는 전통적 개념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

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필수적인 존재이다.

하는 등의 사회적 성숙을 보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 아이에게

아간다. 오늘날 타우마코에서는 테푸케 카누 건조 기술이 사라질 위

테푸케 카누를 이용해 얻은 음식은 성년 의례를 기념하는 전통 축

동시에 여러 번의 의례가 이루어지며 신부대를 낸 사람들은 함께 어

기에 처해 있다. 타우마코 항해자들은 다음 세대에 항해 지식을 전파

제가 열릴 때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타우마코의 행사 주최자

울려 밤새도록 전통 가무를 벌인다. 아이의 머리에 바른 심황은 존중

하여 이러한 지식을 영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새로운 테푸케를 건

들은 전통 연회와 가무를 벌여 성년 의례를 축하한다. 의례에서는 임

과 축제를 의미한다. 상어와 물고기를 잡기 위한 활과 화살, 베텔 열

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두 명의 노인 말고는 젊

신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개인의 생애 주기를 연대순으로 기념한

매를 재료로 만든 탕가 카무(Tanga Khamu)라는 전통 바구니를 소년

은 세대에게 테푸케 건조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기 때

다. 어머니의 첫 임신, 태어난 아기의 첫 울음, 떨어져 나온 아기의 탯

과 소녀에게 선물하는 것은 이들이 혼인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자립

문이다.

노를 만드는 모습 © 사이먼 테아베
살로푸카, 바카발로협회 대표

카누에 음식을 싣고 집으로 돌아오는 가족
© 사이먼 테아베 살로푸카, 바카발로협회 대표

벌레를 쫓고 부패를 막기 위해 흰색의 리무(해초)를
두드려 바카(테푸케)에 바를 반죽을 만들고 있는 아이들

망자의 애도 이후 타우마코의 여러 가구에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

© 사이먼 테아베 살로푸카, 바카발로협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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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칠머리당
영등굿
강소전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영등송별제 - 요왕맞이
제차의 한장면 © 강소전
영등송별제 - 초감제 제차의 한 장면 © 강소전

제주도의 영등굿

여러 신을 청하는 제차로 굿의 전반부를 이룬다. 요왕맞이는 바다를

동은 제주시 동북쪽에 있는 해안마을이다. 건들개라는 포구와 용천수

제주도의 영등굿은 음력 2월 초하루부터 보름 사이에 영등신을 맞이

관장하는 요왕(용왕, 龍王)과 배의 선왕(船王) 등을 맞이하여 기원하

를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이다. 이 마을은 본래 농업과 어업을 생업으

당의 제사일은 음력 2월 초하루와 14일이다. 초하루에는 ‘영등환

하고 보내는 과정에서 벌이는 굿이다. 영등신은 보통 ‘영등할망’으로

는 제차로 굿 후반부의 핵심적 순서이다. 지드림은 흰 한지에 여러 제

로 하여 살아온 곳이다. 해안마을이니 해녀의 물질과 어업활동이 특

영제’를 하고, 14일에는 ‘영등송별제’를 한다. 현재 영등환영제는 제주

불리며, 겨울에 북서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때 찾아와 땅과 바

물을 조금씩 뜯어 모아 정성스럽게 싼 뒤 요왕신과 물에 빠져 죽은 사

히 활발하였다.

시 수협어판장에서 작은 규모로 하며 반나절 정도 시간에 마친다. 무

다에 풍요를 가져다준다고 믿었다. 영등신이 들어올 때 영등환영제를

람의 넋에게 대접하기 위하여 바다에 던지는 의식이다. 씨드림은 해

칠머리당은 건입동의 본향당(本鄕堂)의 이름이다. 본향당은 한 마

속식 영등환영제를 하는 중간에 유교식 풍어제도 함께 치른다. 이에

지내고, 보름 뒤 영등신이 나갈 때에 맞춰 영등송별제를 지낸다. 현재

산물의 풍요를 기원하며 해녀들이 바다 주변을 돌아다니며 좁쌀을 뿌

을을 수호하는 신을 모시는 곳이다. 제사를 지내는 장소는 평평하고

견주어 영등송별제는 당에서 큰 규모로 진행된다. 영등굿의 여러 제

전승되는 양상을 보면 영등환영제에 견주어 영등송별제를 더 비중 있

리는 주술적 행위이다. 씨점은 씨가 과연 잘 뿌려져서 해산물의 상태

비교적 넓은 편이며, 위패로 삼은 세 개의 바위를 세워 놓고 돌담을

차를 하루 종일에 걸쳐 진행한다.

게 치르는 편이다. 제주도 내에서 대개 음력 2월 12일경부터 시작해서

가 어떠한가를 점쳐서 알아보는 제차이다. 씨드림과 씨점은 생업공동

두른 것 외에는 특별한 시설이 없다. 칠머리당은 원래 건입동의 속칭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지난 1980년에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71

15일까지의 기간에 영등굿이 집중되어 있다.

체가 지향하는 풍요를 상징하는 요소인 셈이다. 액막이는 한 해의 운

‘칠머리’라는 지역의 바닷가 언덕에 있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의 평

호로 지정되었다. 처음 지정할 때 명칭은 ‘제주칠머리당굿’이었으나,

영등굿은 현재 주로 해안 마을에서 해녀와 어부의 해상 안전과 해

수를 헤아리고 액(厄)을 막는 순서이다. 선왕풀이와 배방선은 굿을 마

평한 곳에 제장을 마련하고 주위에는 담을 두른 형태였다. 그러던 것

그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하려고 2006년에 ‘제주칠머리당영등굿’으로

산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역할을 한다. 제주도 내 여러 마을에서 비교

무리하면서 선왕을 대접하여 보내는 절차로 짚으로 만든 작은 모형

이 제주항의 확장공사와 주변 지역 개발 과정에서 현재의 사라봉 동

변경되었다. 영등굿의 기능보유자는 고(故) 안사인 심방에 이어 김윤

적 전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영등굿은 사실

배를 실제 바다에 띄워 보낸다.

쪽으로 옮기게 되었다.

수 심방이 맡았다. 한편 2009년에는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패로 삼았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농업과 어업을 포함한 생업의 풍요를 위해 행해지

영등굿은 가장 생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동체의 굿이었다고 할

신당에 모신 신은 도원수감찰지방관(都元帥監察地方官)과 요왕해

던 것으로, 마을 본향당의 제사를 지내는 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 있다. 영등굿은 바다로 둘러싸인 섬인 제주에서 바람을 삶 속에서

신부인(龍王海神夫人)이다. 당굿에서 무당의 당신 유래 설명에 의하

제주는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과 지질공원에 잇달아 선정될 정

굿이었다. 그러던 것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점 그 역할이나 기능이

이해하고 이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 제주도민들이 행하는 신앙이자 정

면 도원수감찰지방관은 강남천자국에서 솟아난 천하명장으로 나라

도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졌다. 그런 곳에서 오랜 세월 동안 자연환

사라지거나 좁혀져서 오늘날에는 영등굿이 공간적으로는 주로 해안

신문화이기도 하다. 더불어 새해 새 봄을 맞아 농업이나 어업 등의 생

의 병난(兵難)을 해결하는 공을 세운다. 나중에 용왕국에 들어가 요

경을 이해하고 적응하며 삶을 지속해 온 민속문화의 가치와 역량을

마을에 남아 있고, 내용은 해녀와 어부들을 위한 굿으로 변화된 것으

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신에게 올리는 주민들의 정성된 마음가짐이기

왕해신부인과 혼인하고 제주로 들어와 칠머리당의 신으로 자리 잡았

세계가 인정한 것이다. 영등굿이 다음 세대를 위한 인류 공동의 무형

로 파악된다. 근래에 영등굿은 당굿과 별개로 독자적인 면모를 보여

도 하다. 영등굿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칠머

다고 한다. 도원수감찰지방관은 마을 주민들의 삶과 생업 등 모든 사

문화유산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주기도 한다. 또한 지난날의 전통문화가 많이 사라지다 보니 점점 마

리당영등굿이다.

항을 관장한다. 요왕해신부인은 해녀와 어부, 타지에 나가 사는 자손

을굿으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영등굿은 초감제와 요왕맞이를 중심으로 지드림, 씨드림·씨점, 액
막이, 선왕풀이·배방선 등의 주요 제차(第次)로 구성된다. 초감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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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인정을 받았다.

들을 맡아 수호한다. 한편 여기에 더하여 영등대왕(靈登大王)과 해신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선왕(海神船王), 남당하르방과 남당할망을 모신다. 이들 역시 바다와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제주시 건입동 칠머리당의 영등굿이다. 건입

관련한 신이다. 세 개의 바위에 신명(神名)을 각각 둘씩 새겨 넣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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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은 고고학 유적, 기념물 그리고 유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

이와 관련된 용감한 무신인 신인 ‘옹야(Ong Yah)’ 이야기로 들어가

다. 여기에는 우리 조상으로부터 후손에게 전해진 의식, 의례, 공연예

보자. 옹야는 천신을 대신하여 하늘을 순찰하고 조난과 다른 재난으

술, 세계에 대한 신념, 입법 관행과 같은 전통 혹은 살아있는 표현이 포

로부터 선원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역 공동체는

함된다. 이러한 표현은 유형의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진

옹야의 배인 옹춘(Ong Chun, 왕선)이 폭풍이 이는 바다에서 피해를

화하는 살아있는 전통의 한 형태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대응하

입게 될 것을 걱정하여 매번 의식을 치를 때마다 새로운 배를 만들어

면서 재창조되고 적절하게 변화해 온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정

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3년마다 왕선을 새로 만

체성, 소속감 그리고 문화를 표현하는 포괄적이고 대표적이며 집단적

들어서 바다로 보낸다. 이때 전통 푸젠극(高甲戏)과 광대극(歌仔戏)

인 방식을 제공한다.

을 비롯해 용춤과 사자춤, 인형극이 포함된 공연이 행렬을 이끌며 행

송왕선(送王船)은 그러한 표현 중 하나로서 인간과 해양 사이에 존

해지는데 이는 왕선, 옹춘(옹야의 배)이 지나는 길을 정화한다는 의미

재하는 깊은 연결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행사이다. 2020년 12월

가 있다고 믿어진다. 공연은 항해에 나선 조상들의 역사적 기억을 상

7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송왕선은 푸젠(福建)성

기시키고, 해상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사회적 연대감을 재형성하여 집

남부에서 행해지는 일대 장관을 이루는 의식으로 중국 민난(闽南) 지

단행동을 통해 인간과 해양 간의 조화를 약속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역에서 유래했다. 현재는 샤먼만(厦门湾), 취안저우만(泉州湾)의 해

의식을 시작하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은 지역 사찰이나 부족 회관

안 지역 그리고 말레이시아 말라카 지역을 중심으로 연행되고 있다.

에 모여 옹야를 맞아들인다. 그리고 나무로 만든 등에 불을 밝히는 의

송왕선은 해안 공동체가 정교하게 장식된 전통 목선을 운반하며

식을 통해 선한 형제들을 불러낸다. 사람들은 초대받은 선한 형제들이

거리를 행진하는 의식으로 행렬이 끝나면 배를 불에 태워 바다로 보

왕선을 타고 와서 옹야의 평화를 위한 임무를 지원하고 덕행을 행한

낸다. 3년마다 가을에 북동 계절풍이 불면 행해지는 이 의식은 당대

다고 믿는다. 그들의 임무가 성공하면, 선한 형제들은 고통에서 벗어

(618-907 CE)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명대(1368-1644 CE)에 오늘날

나 부활하여 이승에서 인간으로 환생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의

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의식화된 사회관습은 재난을

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사후세계로 가는 길을 순조롭게 하

피하고, 평화를 바라며, 위험한 항해를 앞두고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

기 위해 필요한 ‘덕행’을 행한다. 그 덕행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

한 것이다.

하는 음식이나 의복을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덕행을 통해 선한 형제

매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태풍, 조난, 해적 그리고 해전과 같이

들이 공동체 내에서 다시 한번 의미가 있도록 돕는 행위의 일종이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위험에 대한 불안은 해양 공동체에 언제나 존재하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관련 해안 지역의 공동체 내에서 전승되는

고 있었다. 당시 해양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명 황제가 ‘호구등록’을

것으로 알려진 송왕선 의식은 ‘인간과 해양 간의 지속가능한 연대감’

통해 항해사를 징집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같은 걱정을 안고 있

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특정 문화공간에서 집단 행위로서

었다. 이는 푸젠 남부지역의 모든 가정에는 바다로 끌려가 위험한 대

반복적으로 의식이 이뤄지는 것은 조난과 같은 해상 재난에서 기인

만해협(台湾海峡)을 횡단해야만 했던 가족, 친구 혹은 친척이 있었다

하는 공동의 심리적 압박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또한 공동체

는 것을 의미했다.

연대를 강화하여 사회적 화합을 이루고, 공동체 간의 연결성을 재정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송왕선 의식은 황제의 형제들을 총칭하는 왕
예(王爺)라고 알려진 신적인 존재들에 대한 숭배와 관련이 있다고

립하는 것은 재난에 대한 후유증을 경감시켜 정신적인 안정을 제공
하는데 도움을 준다.

한다. 전설에 의하면 바다에서 표류를 하던 그들은 죽고 나서

이는 해양 실크로드를 따라 존재하는 공동체 간의 문화적 교류에

야 이승에서의 덕행과 용감한 희생에 대한 보답으로 ‘선

서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그것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또한

한 형제들’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다. 이들은 경계적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합하는 문화적 창조성을 반영한다.

존재들로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갇혀 이승을 떠

사실상 이 의식은 인간과 환경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과

나지 못한 채 영원히 떠돌아다니는 외롭

정에서 탄생했다. 전통 지식과 민속적 지혜를 전승하는 것은 이러한

고 쉴 곳 없는 영혼이라고 전해진다.

살아있는 해양 공동체의 세계관과 사회적 관습을 형성한다. 도시화와

왜냐하면 이 운명에서 벗어나

사회적 변화로 인해 공동체의 불안정성이 생겨나고 있는 오늘날, 송

기 위해 그들이 희생할 수

왕선 의식은 관용, 평화 그리고 화해를 증진한다. 또한 공동체와 개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의 삶에 풍요를 주며 인본주의를 촉진하고 생태보존과 환경의 지속가

송왕선(送王船) 의식:
인간과 해양 사이의 지속가능한 연결성

남아 있지 않기

능성에 이바지한다.

때문이다.
사라 워드
중국 다롄 해사대학교, 해양역사문화연구센터, 객원교수
베로니카 워커 바딜로
핀란드 헬싱키대학교 고고학과 박사 후 연구원

용춤을 비롯한 공연을 통해 왕선이 사원에서 바다로 이동하는
길을 열어준다 © 중국 다롄 해사대학교, 해양역사문화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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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공연예술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버크 와이버그
스위스공연예술아카이브 프로젝트 매니저

스위스공연예술아카이브(The Swiss Archive of the Performing Arts, 이하 ‘SAPA’)는 처음에 베른, 로잔 그리고
취리히에 개별적으로 설립되어 있던 3개의 아카이브를 2017년에 통합하면서 만들어졌다. SAPA 이전 기관들의 역
사를 살펴보면, 전승·발전을 통해 변화하는 무형문화유산과 마찬가지로 원형대로 보존될 수 없는 공연예술 분야의
기록을 위해 지속적으로 접근법을 개발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기록 보존을 위한 노력은 약 백 년 전 스
위스의 극장 문화에 관한 서적과 다른 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한 계획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무대 설계도와 모형과
같은 공연 자료를 수집하여 작은 박물관에 소장하였다. 1990년대 들어 현대 무용의 영상 녹화 활용이 증가하면서
2005년 취리히에 구(舊) 댄스미디어도서관(Dance Media Library)이 설립되었다.
공연예술 분야의 기록화 방법이 발전해 온 이 짧은 연대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SAPA의 설립은 보다 종합적인 기
록 유형으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융합하려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우리의 핵심 임
무는 기존의 흩어져 있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performing-arts.ch)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SAPA 설립 이전의 기관들은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에 있어서 뚜렷이 다른 접근법을 보였다. 예를 들어 전통적
인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 보유 현황에 따라 자료를 계층적으로 보여주었다면, 도메인 특정 정보를 저장
하기 위한 사용자 정의 필드를 갖춘 다양한 전문 데이터베이스도 있었다. 이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는 두 가
지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 내의 공연예술 작품이나 출연진과 관련된 기록, 유물을 기술한 것이
며, 나머지는 비록 우리가 기록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해당 분야의 작품과 출연진에 대해 기술한 것이다. 후
자의 정보 유형 중 일부는 19세기 후반 이후 스위스에서 공연된 6만여 작품에 대한 제작 설명과 출연자의 이름이
다. 데이터베이스의 이러한 기록물 정보는 3만여 개인 및 단체, 공연 장소에 대한 안정적인 식별자와 기본적인 사
실을 제공하는 파일 역할을 한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연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기록물 정보에 접근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되는 출
처(Provenance) 원칙의 보급에 의문을 제기하는 아카이브 공동체 내의 광범위한 움직임과 뜻을 같이했다. 기존 서
사물의 영구 보존에 대한 회의론과 기록물 보존 기구를 활용하려는 권력구조는 국제아카이브협회(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ICA)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준인 국제 보존 기록 기술 규칙(ISAD(G))을 대체할 새로운
기술적 표준 (Records-in-Context, 이하 ‘RiC’) 개발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이름이 보여주듯이 RiC는 독특한 식
별자를 활용함으로써 기록과 기록 작성자뿐만 아니라 주제와 관련된 다른 특성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준다.1
빅데이터 시각화 디지털 이미지 © kr.123rf.com 공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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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의 개발은 기록물 기술 표준의 상당한 발전을 의미하지만,

RiC의 개발자들이 의도한 대로 이 리좀형(다양한 주체가 커다란

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복합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프로젝트

아쉽게도 도메인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보존기록 기록물 기술

하나를 형성하는 것)의 구조는 출처 체계를 극복할 수 있는 데이

에서 점차 인기를 끌고 있지만, 문화 데이터에도 쉽게 활용될 수 있는

표준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박물관을 위해 개발된

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식 그래프의 내

소프트웨어이다.

문화유산 연계를 위한 개념모형(이하 ‘CIDOC CRM’) 표준과 그

재된 다차원성은 사실상 모든 것을 식별할 수 있고 따라서 다른

모든 관련 항목을 위한 지속적인 식별자와 플랫폼 독립 온톨로지

확장형인 서지 정보를 위한 데이터 모델인 FRBRoo와 조합했다.

공연 정보와도 연결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는 공연 장소

를 갖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의 선택은 FAIR 데이터 원리(검색 가능

특히 FRBRoo의 온톨로지(사물 간의 관계 및 여러 개념을 컴퓨

를 포함해 모든 것이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수 있듯이, 인간중심

성, 접근성, 상호 운용성, 재사용성)를 따르는 지속가능한 데이터 관

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는 개념, 연출, 그리고

주의를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리와 관련된다. 다른 전거 파일에 기술된 개인, 단체 혹은 장소와 같

실제 공연을 구별하는 공연 예술의 분류법을 제공하고 있어 공연

기존 데이터를 구조화된 데이터로 바꾸는 작업은 어렵고 힘든

은 항목은 이들과 광범위하게 연결되며 통제된 어휘에도 동일하게 적

예술의 기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CIDOC CRM와

과정이었다. 이 작업은 공연에 대한 다양한 유물들을 설명하고 출

용된다. 검색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가 우리는 위키미디어의 구조화

FRBRoo가 무형문화유산 데이터 기록에 특히 적합한 이유는 이

연진과 제작 과정과 관련된 기록물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는 모

된 데이터 플랫폼인 위키데이터에 많은 항목을 등록해야 했는데 이

전의 데이터 모델은 박물관이나 아카이브에 소장된 물리적 대상

델을 개발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이제까지 자유 텍스트 영역

는 문화유산 기구들을 연결하는 허브로서 점점 더 관련성이 높아지

에 대한 설명에 한정되어 대상을 이해하는 반면, 데이터를 생성

에 저장되어 있었던 정보는 표기된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리

고 있다. 빠진 항목이 위키데이터에 추가되고 나면 다른 사용자 혹은

변경한 활동을 통해 대상을 구성한다는 점이다.

되고 형식이 갖춰질 필요가 있었다. 결국 데이터를 유지, 편집하

봇(bot)에 의해 정보가 더 보강될 수 있다. 사용자들은 온톨로지의 질

고도의 복잡성이 요구되는 더 상세하고 사실적인 공연 예술

기 위한 인프라가 필요했다. 첫 단계에서는 단순히 시간과 인내가

의 언어인 SPARQL(Simple Protocol and RDF Query Language)

데이터 모델 개발 역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개발에 의해 뒷받침

필요했지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원 기술 프레임워크(Resource

인터페이스를 통해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여

되었다. 여전히 지배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통일된 항목을

Description Framework, RDF) 데이터를 이상적으로 저장하고

저작권 표시, 동일조건변경허락(CC BY-SA)의 라이선스 하에서 사용

가진 일련의 구조화된 데이터가 되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사

데이터 모델에 따라 사용자 지정 인터페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할 수 있다. 현재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가문

실상 점과 선으로 구성된 무한대의 네트워크로서 데이터를 담게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우리의 데이터베이스는 메타팩토리 지

화유산의 시청각 자료 보존을 위한 스위스 네트워크인 메모리아프

된다. 이들은 온톨로지에 의해서 의미상 범위가 정해질 뿐이다.

식 그래프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이는 주로 트리플스토

(Memoriav)와 그 데이터베이스(memobase.ch), 그리고 독일어 사

2

3

용 연구 공동체를 위한 핵심 정보 출처인 극무용연구소를 위한 공연
예술 전문정보서비스(Specialised Information Service, SIS)가 운영
하는 정보 사이트(performing-arts.eu)에 고품질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performing-arts.ch는 현재 진행형 프로젝트다. 우리는 더 많은 공
연 관련 정보를 찾아내고 더 많은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흡수하여 정보
의 다차원성을 확보할 것이다. 또한 지식 그래프 접근이 용이해질 수
있는 대안적 인터페이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함으로써 데이터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참고 자료
1. Bogdan-Florin Popovici, “A Broader Perspective on Records as Seen by Records-in-Contexts,” Comma 2016, no.
1–2 (January 2018): 189–98, doi:10.3828/comma.2016.19.
2. M
 artin Doerr, Patrick Le Boeuf, and Chryssoula Bekiari,
“FRBRoo, a Conceptual Model for Performing Arts,” in
2008 Annual Conference of CIDOC, Athens, 2008, 15–18.
3. F
 or the original data model, see Beat Estermann and
Christian Schneeberger, “Data Model for the Swiss Performing Arts Platform” (Draft Version 0.51, 2017), available at https://datahub.io/dataset/spa-data. The current
implementation is documented at https://sapa.github.io/
spa-specifications/.

모니터 화면 이미지
© performing-art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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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목 날염은 판목으로 직물에 문양을 찍어내는 기법이다. 문양을 인

그리고 잘라낸 판목들을 다시 3일간 땅콩기름에 담갔다가 완전히

쇄하기 위해 목판이나 동판에 잉크를 발라 직물에 찍는 것이다. 판목

말린다. 이 과정을 통해 판목은 더 단단해진다. 다음 과정은 줄과 같은

은 주문에 따라 만들어지며 문양을 정교하게 새겨 넣는다. 그리고 만

여러 도구로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는다. 라자스탄 지역에서 나는 카라

들어진 판목은 1∼6가지 색이 들어가는 문양의 디자인을 찍어내는데

(khaara)돌을 적셔서 윤이 나도록 판목을 문지른다. 완전히 매끈해졌

사용된다. 이러한 판목 제작은 인도에서 지난 300년간 이어오고 있다.

는지 자로 재면서 거듭 확인해야 한다. 판목이 약간이라도 거칠면 인

인도 구자라트(Gujarat)의 아흐메다바드(Ahmedabad)에서 약 33km

쇄할 때 문양이 제대로 찍히지 않기 때문이다. 문양을 새길 때는 먼저

정도 떨어져 있는 페타푸르(Pethapur)는 오랫동안 판목 제작에 종사

흰색 포스터 칼라를 판목에 바르고, 그 위에 연필이나 바늘로 새길 문

해 온 장인들의 공동체가 자리하고 있다. 페타푸르의 판목은 인도에

양을 그리는데 항상 이중선으로 그린다. 판목 위의 문양은 인쇄되었을

서 최고로 인정받고 있으며 2017년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

때 문양과 반대가 되는 것을 염두하여 새긴다. 판목에 문양을 그릴 때

샬리니 사비키

cation, GI) 585번을 획득했다. 나는 페타푸르를 방문하여 숙련된 장

는 기하학에 대한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지더스 스쿨 포르 엑셀런스의 교육자

인인 사티쉬 프라자파티(Satish Prajapati)와 판목 제작의 역사와 과정

페타푸르의
날염용 판목 제작

에 관해 즐겁게 이야기 나누었다.

문양은 남겨야 할 부분과 잘라 내거나 버려야 할 부분이 구분되도
록 색을 칠한다. 색을 칠한 부분은 남겨둔다. 판목은 끌, 송곳, 나무망

과거, 무늬 없는 옷을 입는 것을 지겨워했던 여성들은 팔찌를 물

치 등 여러 도구를 이용해 조각하며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낸다. 공예

감에 담갔다가 그것으로 옷감에 문양을 찍기 시작했다. 여기서 아이

가들이 직접 만든 도구들은 세밀하게 조각할 때 사용된다. 이 작업에

디어를 얻은 목수가 다양한 디자인의 판목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바

는 많은 인내와 기술이 필요하다.

로 이것이 판목 날염 기술의 시작이 되었다. 페타푸르의 판목은 가자

그리고 판목에는 공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뚫는데, 이는 인쇄할 때

사티쉬 프라자파티씨가

르 미스트리(Gajjar Mistry) 공동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프라자

색이 번져 문양이 뭉개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든 판목 프레임

파티 공동체의 하리반다스(Harjivandas)는 이 기술을 가자르 미스트

손잡이를 붙인다. 판목을 완성한 후 그 위에 잉크를 바르고 직물에 눌

리에서 배워 전문가가 되었다. 이후 그의 아들인 고빈달 프라자파티

러 문양을 찍어낸다.

© 샬리니 사비키

(Govindlal Prajapati)가 이를 이어받아 장인이 되었다. 현재 그는 판

준비된 판목은 아지라크(Ajrakh), 바틱(Batik), 상가네리(Sanganeri),

목 제작 기술에 있어서 인도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 바그(Bagh) 인쇄

쿳치(Kutchi), 바그루(Bagru), 다부(Dabu), 바그 지역과 염료인쇄업자

는 그의 노력으로 복원된 염색기술이다. 그는 바그 인쇄를 위해 수많

에게 팔린다.

은 판목을 제작했으며, 이 인쇄로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 수상하였다.

판목은 그 기능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판목으로

그의 아들인 사티쉬 프라자파티는 3대째 이 기술을 이어받아 판

윤곽선 인쇄용은 레크(rekh) 판목, 색을 채우는 데에 쓰이는 것은 다

목을 제작하고 있다. 그는 처음 그의 아버지에게서 기술을

타(datta) 판목, 4가지 색을 채우는 데에 쓰이는 것은 가다(gadda) 판

배웠는데, 21세에 처음 입문하여 현재 쿳치(Kutchi) 인쇄
용 판목 제작에서 27년의 경력을 쌓았다.

인쇄용 판은 동으로도 만든다. 동선은 판목 위의 홈에 끼워 넣는다.

사티쉬 프라자파티씨가 블록을

공예가들은 예전에는 튼튼하지만 비싼 쉬샴(Shee-

천위에 대고 누르는 모습

sham, 인도 장미목)으로 판목을 만들었다. 현재는 그

보통 판목 한 개로 5,000미터 정도의 직물을 인쇄할 수 있다. 판목

보다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흰개미의 피해

의 크기는 1x1인치에서 10x10인치까지 다양하다. 판목 한 개의 가격

도 받지 않는 사그완(티크목)으로 만들고 있다. 사그

도 크기, 디자인의 복잡한 정도 그리고 인쇄에 사용되는 색의 수에 따

완은 딱딱하지 않아서 조각하기도 더 쉽다.

라 300루피에서 25,000루피까지 다양하다.

© 샬리니 사비키

사티쉬 프라자파티씨가 만든 벽 프레임

판목은 사용하고 나면 그때마다 매번 잘 씻어서 실내에서 완전히

등 다양한 지역에서 나무를 구한다. 발사드 정글에

말려 손상되는 것을 막는다. 햇빛에 말리면 젖은 나무에 균열이 생긴

서 벌목이 이루어지면 그 나무는 경매에 부쳐진다.

다. 장인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활용하여 메헨디(mehendi (henna))
판목, 보석함, 선물상자, 문손잡이, 가구 그리고 장식품 등을 만든다.

에 사는 공예가들에게 판매한다. 공예가들은 다른

과거 페타푸르에는 판목 공예에 종사하는 사람이 약 300명 정도

도시로 이주해 간 페타푸르의 상인들의 집에서

있었지만, 지금은 젊은 세대가 이직하면서 그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목재를 얻기도 한다. 상인들의 집에는 티크로

있다. 그래서 현재 이곳에서 판목 제작에 종사하는 공예가는 약 20명

만든 기둥이 있는데, 공예가들은 이 나무 기

정도에 불과하다. 판목 제작에 들어가는 많은 공력 때문에 가격이 비

둥을 구입한다. 그들은 이 목재를 평평한 판

싸지자 사람들은 판목으로 인쇄된 직물을 사는 대신에 가격이 싼 스크

으로 잘라서 며칠 동안 물에 담가 놓는다.

린 인쇄 직물을 선호하게 되었다. 판목 날염 인쇄에 대한 수요는 국제

그다음 6~8개월간 완전히 마르도록 둔다.

시장에서 늘어나고 있지만 페타푸르에는 숙련된 장인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목재가 휘는 것을 방

판목을 활용한 제품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이 예술에 관심을 두고 배

© 샬리니 사비키

지할 수 있다. 이후 나무판을 작은 직사각

사티쉬 프라자파티씨가 만든 판목 프레임
© 샬리니 사비키

이것이 윤곽선용 레크 판목이다.

그들은 발사드(Valsad)와 간디담(Gandhidham)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일부 응찰자는 이를 페타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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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라 한다.

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려면 분명 시간이 필요하다.

형, 정사각형 혹은 타원형의 조각으로 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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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파미르 고원지대에서
일하고 있다!

2015년, ‘쿠호이 포미르’는 크리스텐센 기금(Christensen Fund)
과 공동으로 일일 생태교육 문화행사인 ‘야생 축제(Wildlife Festi-

이 동호회는 지역의 전통과 유·무형문화유산, 역사, 자연, 그리고
문화유물 보존을 위한 토론의 장이 되었다.

val)’를 열었다. 이 행사의 목적은 수집된 자연에 관한 조상들의 지식

이러한 장비와 자료 덕분에 학생들은 자연, 지역 역사 그리고 문화

을 젊은 세대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 생태문화 관광객들을 모으기

전문가에 대한 단편 영화 제작과 사진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위한 것이었다.

동호회 회원들과 학생들은 어린이용 전통놀이, 전통 지식 그리고 이

또한, 이 축제는 문화 연행자들과 종교인들의 공연 개최, 수공예와
돌에 그린 그림 전시회, 전통 놀이, 경기, 시인과 과학자들의 업적, 발

것을 기록하고, 스토리텔링을 하며, 다양한 학교 대회에도 적극적으
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쿠르본 알람쉐프 박사

표회 그리고 퀴즈를 통해 자연, 민요와 민속춤, 전통 요리에 담긴 행위

최근 우리 단체는 ‘파미르의 전통 다스타르칸(National Dastarkhan

타지키스탄

문화를 되살리기 위한 행사들도 함께 열린다. 축제는 전통적으로 멀

of Pamir)’을 국제 슬로우푸드협회(International Slow Food Asso-

리 떨어진 성스러운 장소에서 개최된다.

ciation)에 등록했다. 우리 연구자들은 파미르고원의 음식 문화 연구,

2018년, 타지크 의회의 환경 위원회는 ‘야생 축제’가 문화와 자연
에 관한 가장 훌륭한 행사임을 인정하여 ‘쿠호이 포미르’에 상금과 증
표를 수여했다.

구에 참여했다.
또한 국립문화정보연구소의 전문가들을 모아 세미나를 개최하여

민족문화 보존에 대한 ‘쿠호이 포미르’의 실질적인 활동이 인정되

우리 연구자들과 함께 무형문화유산 종목의 목록화를 수행할 방법을

어, 2016년 타지키스탄의 유네스코 클럽 가입자격을 얻었다. 이로써

논의하였다. 고르노바다흐샨 자치주(GBAO)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쿠호이 포미르’는 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유네스코 총회에서 인증받

서 온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하여 23명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우리는

은 타지키스탄 유일의 공공단체가 되었다.(7GA-2018 NGO-90403).

현재 현지 조사와 고르노바다흐샨 자치주의 무형문화유산 종목 및 유

파미르고원 주민들은 수 세기 동안 야생에서 살아오면서 환경, 기

물 카탈로그 편집에 필요한 기금을 찾고 있다.

후, 계절, 산악을 흐르는 강, 야생 동물 그리고 식물에 대한 전통 지식

또한 우리 단체는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지방정부와 함께 파미르

을 보유하고 있다. ‘쿠호이 포미르’는 한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의 전통 가옥, 치드(Chid)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추

교육부와 협력하여 4개 지역의 야생 동물 애호가들과 지역 문화를 위

진에 참여하고 있다.

한 동호회를 만들었다. 학교 동아리가 만들어져 젊은 세대는 민속 생
야생축제. 축제의 일반적인 주제는 사람, 문화, 자연으로 고대 요새 카흐카하(Kakh-Kakha) 근처에서 열렸다 © 쿠르본 알람쉐프

지역의 동식물 분포 데이터베이스 편찬, 그리고 전통 음식 조리법 연

태문화 지식을 되살리고, 지역의 생태 다양성과 생물문화 보호 문제
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파미르 고원지역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공간인 ‘치드’를 통해 여러
전통, 관습, 지식, 경험, 기예 그리고 관련 공예가 보존될 수 있었다.
치드는 필시 사원과도 같다. 그 안에는 건축, 민족학, 종교, 철학, 생

타지키스탄 고르노바다크샨 자치구(Gorno-Badakhshan Autono-

나 양말 제작 등 특정 공예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파

학교 동아리를 위한 교실에는 TV, 파라볼라 안테나, 노트북, 사진

mous Region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GBAO)에 위치한 파미

미르고원의 모든 주민은 농부이자 목축업자이며 사냥꾼, 건축가, 음

기를 비롯해 역사, 파미르 언어, 민족 문화, 생태문화와 다양성 그리

르고원이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스모일

악가, 가수, 무용수 혹은 전통문화의 전문가들이다. 이러한 풍부한 문

고 생태문화 관광에 관한 약 200여 종의 서적, 안내서 그리고 CD가

소모니(Ismoil Somoni) 정상까지 높이가 자그마치 7495ｍ에 이른다!

화가 쇠퇴해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자, 2014년에 지역의 과학자들과

제공되었다.

그 높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파미르고원은 거대한 만년 빙하와

언론인들은 파미르 산악지대 사람들의 문화유산과 그들의 인생철학

쿠호이 포미르 협회는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눈으로 덮인 깎아지른 듯한 능선의 산악지형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을 연구하고 기록하기 위해 ‘쿠호이 포미르(Kuhhoi Pomir)’라는 공

전통을 통해 야생 동물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해발 고도 5500m 지점에는 커다란 호수가 있다.

공단체를 조직했다.
수 세기 동안 파미르인들은 거친 자연에 많은 부분들을 의지하면

다양한 언어와 방언 그리고 단일한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현재 이

서 사회 경제적 삶을 영위해 왔기 때문에, 이 단체는 인간, 문화 그리

란 동부에서 문자를 쓰지 않는 가장 오래된 6가지 언어가 파미르고

고 자연이라는 개념적 삼각관계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또한 연구

원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지리적 특징이 언어

자들은 거주자들의 음식 문화, 의상, 주택 관리, 전통 의약, 환경에 대

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그 언어는 바로 슈그니(Shugni), 루

한 개념에 주목하였다.

샤니(Rushani), 바르탕기(Bartangi), 야즈굴라미(Yazgulami), 와키

이런 맥락에서 수 세기 동안 고원지대 사람들을 배고픔으로부터

(Wakhi), 이슈카쉬미(Ishkashimi)이며, 페르시아 방언 몇 가지 그리

벗어나게 해준 최초의 직업으로서 파미르고원의 전통 수렵 및 채집

고 키르기스어가 있다. 이러한 파미르인의 언어와 방언들은 지역 언어

문화와 그 특성을 연구한 것은 매우 흥미로웠다.

파미르 고원지대 사람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 출신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상생활에 의미를
더해줄 출산, 가족과 가정, 결혼, 축일, 등 다양한 종류의 관습 및 전
통과 함께한다.
산악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나무 컵과 숟가락 제작, 나막신 제작,
양피 코트 재봉, 신발 제작, 벽 건축, 카펫 직조 그리고 양모로 된 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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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들이 담겨있다.

촉구하는 축제를 개최한다 © 쿠르본 알람쉐프

파미르고원 사람들은 험난한 지형적 특징으로 독특한 생활방식,

뿐만 아니라 공식언어인 타지키어에도 영향이 남아있다.

태학, 위생, 역사. 가족, 가정 그리고 사회생활의 중요한 복합적인 요

전통 사냥에 관한 연구는 파미르고원의 6개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사냥 기술과 관련된 지식, 관행, 관습, 의례, 어린
이와 청소년들의 경기, 민속에 대해 기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파미르고원의 사냥 문화(The culture of hunting
in the Pamirs)’라는 책으로 출판되었으며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평가
를 받았다. 논문은 미디어와 학술잡지에 소개되었으며 문화적 측면에
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룬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졌다.

ichcourier.unesco-ichcap.org

ichcourier.unesco-ichca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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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10주년을 기념하며

2021년 협업• 콘텐츠 경쟁력이 무형유산 정보공유 플랫폼 ichLinks의 성공 관건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2021년 7월 1일

PLUS’, 그리고 최근 센터가 모아온 무형문화

‘참여주체들의 협업’, ‘독자를 유인할 콘텐츠 경쟁력’.

유산 종목들을 소개하고 싶다”고 했다. 마주

총장보는 “무형유산 실연자들과 다양한 매체

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센터는 지

유산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형유산 정보공유 플랫

키 빈 탐비 말레이시아 문화예술활동가협회

의 정보들이 선보여지는 인터렉티브한 디지털

난 10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

중인 무형유산정보공유플랫폼 ‘ichLinks’의

폼으로 야심차게 지난 3월 서비스를 개시한

대표 역시 “말레이시아 사라왁 ichLinks 포털

플랫폼을 만들어낸 것에 축하한다. 파트너 기

화유산 보호, 특히 국가와 지역, 공동체 간 교

개발은 지난 수년 동안 센터가 정보 역량에 있

ichLinks(www.ichlinks.com)의 성공은 바로

및 데이터베이스에 종목들을 더해갈 예정”이

관들의 협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

류와 협력을 통해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증진

어서 진화해왔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두 가지에 달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

라며 “무형유산 인적자원 개발과 함께 사라왁

며 “이제 시작한 이 플랫폼에 당신의 데이터를

이다.

의 공예 및 민속예술, 무형유산 교육과 훈련

공유해 주기를 바란다”며 청중들에게 부탁했

지난 5월 27일 한국시간 오후 2시부터 세

등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 플랫폼에

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도 축사를 전하

하는데 힘써왔다.

센터의 다른 주요 기능인 네트워킹의 측면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로고 © ICHCAP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센터가 이뤄온 성과

에서, 아태 지역 내 소지역 네트워킹의 성공

들은 이해당사자, 협력자, 기금 후원자 그리

적인 사례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COVID-19의 대유행으로 센터가 진

시간 동안 ichLinks 온라인 사업설명회가 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사라왁 주는 말레이시

며 “우리 시가 이렇게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고 그간 우리의 여정을 함께하며 도움을 주었

현재 리빙 헤리티지와 교육(Living Heritage

행하던 대부분의 네트워킹 회의를 온라인 화

렸다. 연사와 발표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ich- 아에서 가장 큰 주로, 해당 주정부는 주 안에

비롯해 예술·문화자산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던 많은 분의 협조가 있었기에 실현될 수 있었

in Education), 실크로드 리빙 헤리티지(Silk

상회의로 전환하며 불확실성의 시대에 무형

Links의 출발을 축하하며, 이 플랫폼의 성공

다양한 공동체들과 비영리단체들이 무형유산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전통과 문화를 기록하고

다. 주지하시듯이, 무형문화유산보호는 혼자

Roads Living Heritage) 그리고 해양 유산

유산 보호를 위한 새로운 네트워킹을 구축하

관건에 대해 이같이 조언했다. 이번 설명회에

을 보호,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전하고자 했던 선조들의 지혜 덕분”이라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많은 기관, 공동체, 단

(Maritime Heritage)에 대한 새롭고 흥미로

고 있다.

는 ichLinks에 참여하고 있는 5개국 협력기관

체 그리고 개인의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 실크로드 리빙

미래에 우리는 스스로가 어떤 난관에 직

외에도 문화정보공유 기관에 종사 중인 전문

활용해 자국 무형유산 정보 및 콘텐츠뿐만 아

계유산 해석 국제센터’와 함께 인류 문화 증

과거 수년 동안 인터넷은 우리의 현실 세

헤리티지네트워크의 창설은 2021년 10월 말

면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COVID-19 시대에

가들과 사전등록한 전 세계 29개국 120명의

니라 실제 무형유산을 실연하는 연행자, 공동

진을 위한 국제적 연대가 공고히 되길 바란

계와 더불어 발전해왔으며, 센터의 무형유산

에 서울(DDP)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향후 수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무

청중들이 함께 자리했다.

체,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업을 발전시키며 이

다”고 언급했다.

정보서비스 또한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발전

년 동안 높은 수준의 협력과 확장이 있을 것

형문화유산 보호와 전승의 위기를 현명하게

행사 1부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을 해 올 수 있었다. 센터 홈페이지는 아시아· 으로 기대된다.

극복하고 있듯이, 역내의 파트너와 협력자들

이하 센터)의 ichLinks 구축 취지 소개 ▲플랫

디지털 문화정보 공유의 국제적 사례로 주

확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

태평양지역과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최신 이

COVID-19 이전, 우리는 수많은 네트워킹

로부터 지금과 같은 지원을 받는다면 우리의

폼 시연·주요 콘텐츠 소개 ▲ichLinks 제작과

목을 받아온 유럽의 유로피아나, 미국의 스미

로 마련해 갈 계획이다. 금기형 센터 사무총

슈와 정책 정보를 사용자들에게 쉽게 전달할

회의를 통해 각국의 무형유산 전문가들과 소

노력은 머지않은 미래에 결실을 보게 될 것

정을 담은 영상 상영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스소니언의 경험과 조언은 ichLinks가 지속

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분산화, 개방성과 공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간

통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킹의 유

이다.

▲플랫폼에 참여 중인 1차 협력기관(베트남· 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짚어줬다. 유로

유, 지속가능성을 핵심가치로 지닌 ichLinks

지인 무형유산꾸리에의 소식들을 온라인에서

대관계 형성의 결과, 회의 참석자들이 센터에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지난 10년 동

카자흐스탄·말레이시아)의 이용 후기와 발전

피아나는 유럽의 문화정보 플랫폼으로 이곳

를 통해 우리가 꿈꾸는 시대의 무형유산은 소

만나 볼 수 있는 ‘무형유산꾸리에온라인’, 매

제공해 준 중요한 정보들을 회의 자료집으로

안 경험했던 성공을 거두도록 도와준 모든 분

방향 논의 ▲유럽과 미국의 문화분야 온라인

에서 5천만 개의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해

멸의 위기에 처한 유산이 아닌, 일상의 문화로

달 첫 번째와 세 번째 금요일에 최신 무형유

출간할 수 있었으며, 대부분은 다운로드가 가

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

정보공유 관련 기관(유로피아나, 스미스소니

리 베르바옌 유로피아나 재단 사무총장은 “유

서 살아 숨 쉴 것”이라고 희망했다. ichLinks

산 소식들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는 ‘ICH

능한 온라인 출판물로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러분의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언)의 경험과 제언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3부

로피아나 사업을 하는데 처음부터 진정성과

시스템의 자문을 맡고 있는 박기종 위원은

에서는 ichLinks 협력기관의 주요 역할과 2차

정확성에 많은 중점을 두었다. 단순한 포털이

ichLinks의 아카이브 유지 방식에 대해 “이

모집이 안내됐다.

아닌 하나의 매개체가 되려면 네트워킹이 중

플랫폼을 통해 무형유산의 생산물만이 아닌,

이 자리에서 ichLinks를 통해 정보공유에

요하다”며 “유로피아나에는 넓게 세 가지의

연관 공동체들의 세대 간 전승과 그 정신에

참여하고 있는 협력기관 관계자들은 공동의

행위 주체들이 있다. 기술운영을 하는 재단과

중점을 두고 있다”며 “유형적인 생산물뿐만

‘실크로드 리빙헤리티지 네트워크’ 창설 준비위원회 회의 개최

이처럼 협력기관 관계자들은 ichLinks를 “앞으로 우리 시에 자리 잡게 될 ‘유네스코 세

플랫폼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다.

센터는 앞으로 ichLinks의 파트너를 더욱

회 회의를 두 차례에 걸쳐 개최

는 새로운 네트워크 개발의 세부적인 내용을

무형유산플랫폼을 통해 자국의 무형유산을

수십 개국이 모인 포럼, 그리고 4000개 이상

아니라, 무형적인 정신, 그리고 기록까지 유

하였다.

정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올해 10월 28-30일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것에 나아가, 무형유산

의 기관 및 단체다. 유로피아나의 네트워킹은

무형 및 기록유산의 융합적인 측면에서 무형

준비위원회는 작년에 열린 실

간 공공외교주간에 서울에서 창립식과 기념

공동체들의 이익까지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

이 행위 주체들의 협업에 달려있다”고 했다.

유산의 변화를 기록하고 유지하고자 한다”고

크로드의 삶, 환경과 무형문화유

행사가 개최되기까지 제반 준비사업을 논의

대했다.

리차드 큐린 스미스소니언 민속생활문화유산

설명했다.

산(Life, Environment, and ICH

한 후, 준비위원회는 공식 네트워크 창립 이

부이 호아이 손 베트남 국립문화예술연구

along the Silk Roads)을 주제로

후 네트워크의 제반 중요 결정사항을 다루는

소 소장은 “ichLinks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려져 있는 것이 아닌, ‘디지털

한 웨비나와 실크로드 무형문화

조정위원회(Coordination Bureau)로 전환될

베트남의 축제, 의식, 예술과 관련한 새로운

포럼’처럼 인식되도록 하는 것

유산 네트워킹 전략 회의(Strate- 것이다. 네트워크는 2021년 10월 공식적인 출

데이터베이스와 콘텐츠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 중요하다”며 “구글과 비교

지난 3월 30일과 5월 26일, 유네스코아태

gic Meeting on Silk Roads ICH Network- 범에 즈음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할 예정

서”라며 “이 프로젝트는 베트남의 무형유산을

해 우리 웹사이트로 사용자들

무형유산센터(ICHCAP)는 국제중앙아시아학

ing) 이후 구성되었다. 작년의 행사를 통해 우

이므로 실크로드 지역의 무형유산 분야 이해

홍보하고 문화 및 창조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을 유인하게 할 이점이 무엇인

연구소(IICAS)와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K

리는 실크로드 네트워킹 시스템을 개발하여

당사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기대한다. ICH-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러스탐 무

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F, Korea-Central Asia Cooperation Forum

이 지역의 살아있는 유산을 증진하려는 계획

CAP은 네트워크가 창립식과 기념행사에 관

자파로브 카자흐스탄 국가무형유산위원회 부

이번 행사에 축사를 전한

Secretariat)과 공동으로 향후 구축될 실크로

을 세우게 되었다. 그 결과, ICHCAP과 우리

한 세부 프로그램이 준비되는 대로 주관기관

위원장은 “다양한 공동체들의 협력을 이끌어

국내외 인사들 역시 ichLinks

드 리빙헤리티지 네트워크(Silk Roads Living

의 협력자들은 올해 후반 새로운 네트워크 출

웹사이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관련 정보를

내고, 관련 공동체들과 지속적으로 상호소통

의 성장을 응원했다. 에르네스

Heritage Network)의 창설를 위한 준비위원

범을 앞두고 있다. 두 차례의 준비위원회 회의

공유할 예정이다.

하면서 이 플랫폼에 카자흐스탄의 로컬 무형

토 오토네 유네스코 문화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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