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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과
‘전통 지식 정보 공유’에 있어서
박물관의 역할 변화:
어느 사회에서나 박물관은 중요한 기관으로 여겨진다. 박물관은 많은 나라에서 그들의 가치 있는 지식과

피지 사례연구

유물의 저장소다. 어떤 사람들은 박물관을 위안, 문화적 성찰 그리고 영감을 찾는 곳으로 보며, 또 다른 사
람들은 학교에 비유하여 과거, 문화, 전통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여기기도 한다. 일부는 이곳
을 과거의 수호자로 간주하기도 하는데 이는 박물관이 이전 시대를 살았던 한 집단의 사람들이 사용했고

타리시 부니딜로

현재까지 전승되어 온 유물들을 보호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신들의 조상이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조교수, 하와이대학교

이어갈 새로운 세대에게 유산을 남겨주었다고 믿는것이다.
흔히 박물관이 학교와 같은 기관과 기능적 측면에서 유사성을 가진다고 여겨지나, 박물관은 다른 기관
들이 할 수 없는 서비스를 지역 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¹ 이 글은 오세아니아의 박
물관이 방문객에게 다가가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원주민들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스토리텔링과 그것들을 융합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가
상 박물관과 온라인 팟캐스트는 중요한 기후변화 정보를 공동체에 전달하는 효과적인 디지털 매체로 자리
잡았다. 본문에서는 피지 박물관과 저자가 만든 정보 공유 플랫폼인 “닥터 티와 탈라노아(Talanoa With
Dr T)” 온라인 팟캐스트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히리니 미드(Hirini Mead)에 따르면, 토착 박물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² 하나는 선사시대부터
피지 박물관의 가상 박물관 페이지

근대에 이르기까지 한 민족의 이야기를 담은 단일 목적의 박물관이다. 다른 하나는 뉴질랜드에서 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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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ae)라고 하는 다기능 부족 문화센터이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의 응아티 아와(Ngati Awa)족의 경우,
박물관의 기능을 하게 될 본관 건물 옆에 도서관, 연구소, 마을 회관 그리고 행사장 등이 지어지는 것을 당
연하게 생각한다. 미드는 또한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역사적 유물의 저장소였으며 종교적, 문화적 관습을
위한 의식 장소의 기능을 했던 솔로몬제도의 관습 가옥을 강조했다.3
오늘날 청년과 연장자, 도시민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가상 스토리텔링을 통해 그들의 문화와 유산을
배울 수 있는 ‘가상 마래’와 ‘디지털 관습 가옥’이 있다. 또한 피지에서 만들어진 가상 박물관과 온라인 팟캐
스트는 무형유산으로서 전통 지식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나아갈 길
현재의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여 전 세계 박물관과 문화센터는 문을 닫았고, 세계의 많은 지역 사회
역시 이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등 다양한 보건정책을 시행하고 있
다. 그 결과, 공동체 간의 모임은 크게 위축되고, 이는 가족과 부족 간의 지식 공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태평양 지역의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상 박물관은 현재 운영되고 있다. 많은 가족이 봉쇄
중에도 안정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모든 가상 박물관과 관련 소장품
에 큰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가상 박물관은 많은 사람이 재난 극복에 관한 토착 지식과 관련
된 아카이브 자료, 사진, 시청각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피지 박물관(Fiji Museum)의 ‘가상 박
물관’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방문객들은 선정된 유물과 전시를 볼 수 있다. 그들은 또한 페이스북, 인스타
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러한 유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그 결과, 온라인 방문객들은 이들
유물과 관련된 개인적인 이야기와 기억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피지와 해외의 피지인들 사이에서 온라인
“탈라노아” 혹은 스토리텔링 공간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스토리텔링 공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체 모임
금지와 같은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시기에 아주 중요하다. 이러한 ‘가상 모임’은 섬
생활과 해수면 상승이나 지구 온난화와 같은 그들이 직면한 일상의 문제와 관련된 의미 있는 논의로 이어
지는 토착 지식 공유를 주제로 토론할 기회를 만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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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연장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보게 되면 허리케인이 올 것을 예상했고, 지역 공동체가
목전에 임박한 재난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공유했다. 그녀는 피지와 해외 참가자들
에게 간단한 형식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인
터뷰에 앞으로도 다시 출연할 것을 약속하며 깊은 관심을 표했다.
지리학, 지질학 그리고 고고학계의 저명한 학자인 패트릭 눈(Patrick Nunn) 교수 역시
이 플랫폼에서 그의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그는 피지의 구전 역사를 기록하여 전통 지식과
구전 역사의 힘을 강조했다. 최근 그와의 대담에서, 그는 로마비티(Lomaviti)주에 있는 오
발라우(Ovalau)섬과 모투리키(Moturiki)섬 사이에 가라앉은 섬인 ‘부니 이비 레부(Vuniivi-levu)’라고 불리는 장소에 관해 이야기했다. 지질학자로서 그는 해양 아래의 판 구조 운
동으로 인해 이 섬이 대륙붕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했다. 현재 이 섬은 어디에도 없다. 하지
만 그가 인근 모투리키섬에 대한 구전 역사를 조사했을 때, 섬사람들은 여전히 잃어버린 섬
과 관련된 구전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카다부(Kadavu)섬에서도 그는 아직도
존재하는 가라앉은 휴화산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했다. 그는 이타우케 사람들에게 구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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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중요성과 영원히 사라져 버릴 위험에 처한 이 역사의 기록 필요성을 상기시켜주었다.
닥터 티와 탈라노아 프로그램은 피지 내 주류 연구에서 공동체 준위까지 정보 공유를 가
능하게 했다. 이타우케(iTaukei)어를 사용함으로써 중요한 기후변화 정보가 지역 공동체에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정보는 특히 이주 및 재해 경감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상당
히 중요하다. ‘가상 박물관’과 ‘온라인 프로그램’은 잘 연구된 자료의 공유를 보장하는 효과
적인 공동체 지원활동으로서 피지의 이타우케 공동체에 이득이 되는, 가장 중요하게는 생
명을 구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패트릭 눈 교수가 언급한 오발라우와
모투리키 섬 지도 © Kumar, Roselyn &
Nunn, Patrick & Nakoro, Elia. (2021).
Identifying 3000-Year Old Human

박물관은 역량 강화의 공간이자 귀중한 토착 지식의 저장고이다. 땅, 바다, 하늘과 연계
되어 있는 구전 전통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다. 피지 박물관의 경우, 가상 박물관의 관람객들
이 전시를 통해 문화적 지식을 탐험하고 즐길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 이어지는 토론이 전시

Interaction Spheres in Central Fiji

의 부가가치를 높여주었다고 디지털 공유의 이점을 피력한 바 있다. 박물관 관계자들은 이

through Lapita Ceramic Sand-Temper

온라인 공간에서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Analyses. Geosciences. 11. 238.
10.3390/geosciences11060238.

공유와 학습의 ‘가상 공간’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
는 또 다른 사례로 온라인 프로그램 ‘닥터 티와 탈라노아’를 들 수 있다. 작가이자 콘텐츠 크
리에이터인 저자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던 시점인 2020년 4월에 이 온라인 프로
그램을 만들었다. 피지의 어린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1차 봉쇄 기간에 저자는 자신의 페
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이타우케(iTaukei, 토착 피지어)어로 하는 스토리텔링 세션을 열
었다. 이 프로그램은 페이스북을 통해 4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모았으며 회원 수는 계속 증
가하고 있다.
저자는 이런 힘든 시기에 피지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 감화를 주는 이야기를 함
께 나눌 게스트를 초청한다. 피지, 특히 외곽 도서 지역에서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의 압박
과 그 영향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녀는 이 플랫폼에 학자와 환경운동가는 물론 기후
변화 전문가도 초청하여 그들의 연구 자료를 공유했다. 게다가 초청연사들 역시 관련 기후

3,050-2,500년 전 존재했던 라피타 문명을

변화 정보가 피지 전역의 모든 가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이타우케어(보사 바카 바우, Vosa

보여주는 피지 본도 지도의 발견. 비티
레부와 바누아 레부 섬에서 발견되는 라피타

Vaka Bau)를 사용했다.

유적을 밑줄로 표현함 © Nunn, Patrick.

사우스퍼시픽 대학교(University of the South Pacific)의 로시아나 라기(Rosiana

6 ICH COURIER VOLUME 48

(2007). Echoes from a distance: research

Lagi) 박사는 피지의 기후변화 옹호론자로 이 플랫폼에 두 번이나 초청되었다. 라기 박사

into the Lapita occupation of the Rove

는 빵나무 열매의 과잉 생산을 관찰함으로써 허리케인을 예측하는 전통 지식을 강조했다.

Peninsula, southwest Viti Levu, Fi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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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가옥에서 사만 춤을 연행할 소년들
© Gaura Mancacaritadipura

무형유산 보호와
쓰나미 극복:

유네스코의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무형유산 보호 그 자

산된다. 집이 사라져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은 50만 명에 이르렀다. 유

이 심각한 수준으로 지속되는 경우가 잦아서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

체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장

엔에서는 이 사건을 역사상 가장 심각한 자연재해로 본다. 같은 지진

향을 미친다.1)

점도 누릴 수 있다. 본 글은 2004년 12월 끔찍한 쓰나미가 강타한 인

의 여파로 발생한 여러 해일은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환인도양 전역의

이 과정에서 비영리단체 신성한다리재단(Sacred Bridge Founda-

도네시아 아체주의 전통 공연 예술을 통해 어떻게 무형유산의 전승

해안을 할퀴었다. 이 쓰나미는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냈을 뿐 아

tion)이 무형유산을 활용하여 쓰나미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과 보호 활동이 아이들의 마음과 열정을 회복시켰는지 그 과정을 살

니라, 무수한 무형유산 공동체와 관습을 무너뜨렸다.

등으로 고통받는 많은 아체 주민의 회복을 돕는 프로젝트를 유네스

해일이 발생한 직후 인도네시아와 해외에서 파견된 구조팀은 먼

코 자카르타 사무소[당시, 히말출리 구룽(Himalchuli Gurung)], 인도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서부 시간 7시 59분 북수마트라 서

저 인명 구조와 수십만 명에 이르는 피해 주민의 치료, 거처 마련, 음

네시아의 아체재건복원본부 및 문화관광부와 함께 시작했다. 동시에

부 해안 해저 30km 지점(북위 3.316°, 동경 95.854°)에서 리히터 규

식 제공에 집중했다. 이후 가족, 집, 직장을 잃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

이 프로젝트는 쓰나미로 손상된 아체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무형유

가우라 만카카리타디푸라

모 9.3의 거대한 지진이 발생했다. 뒤이어 발생한 지진 해일은 무려

애(PTSD)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고민했다. “물

산 전승을 되살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이런 비극을 경험한 곳 중 ‘

전문가위원회 위원, 인도네시아 유산도시네트워크

30m 높이에 초속 100m, 시속 360km의 속도로 아체주 해안 지대를

리적 개입에 의한 재건과 복원은 쓰나미로부터 사회가 회복될 수 있

쓰나미를 넘어서’와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된 바 있는데, 그중에

강타했다. 이 거대하고 강력한 파도로 주민과 가축이 물에 잠겼고, 광

는 전반적인 틀만을 제공했다. 복구 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였

서도 시리아재단(Syria Foundation)의 림 사크르(Reme Sakr)가 추

활한 면적의 주택, 농지, 상업 지구가 초토화되었다. 대형 발전선박

던 피해 주민의 마음, 영혼, 정신의 회복은 문화가 가진 치유 능력을

진한 프로젝트가 주목할 만하다. 이 프로젝트는 내전으로 외상을 입

문화가 가진 치유의 힘

펴보려고 한다.

PLTD 아풍 1호는 내륙 5km 지점까지 떠밀려왔고 현재는 박물관으

통해 가능했다.”

은 사람의 회복을 위해 시리아의 전통 공예와 인형극을 활용했다. 시

로 남아 있다. 인도양에서 333,000km 의 물이 육지로 들어온 것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스트레스 강도가 매우 높고, 충격적이거

로 추정된다. 하지만 13세기경 반다아체 중심부에 세워진 바이투라만

나 괴로운 상황을 겪은 후에 나타나는 불안 장애이다. 외상 후 스트레

신성한다리재단은 199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창설된 비영

(Baiturrahman) 사원은 살아남았다. 사원 주변의 수 킬로미터에 이르

스 장애가 있는 사람은 종종 악몽이나 회상을 통해 그 트라우마 상황

리 문화 기관이다. 창설이래 신성한다리재단은 다른 배경과 전문 지

는 지역이 쓰나미로 초토화되었기에 이는 실로 기적이었다.

을 다시 겪게 되며, 고독, 짜증, 죄책감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불면

식을 가진 다양한 세대를 배출한 본부가 되었다. 재단의 창립 회원으

증 등의 수면 장애가 생기고 집중력이 저하되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

로는 역사학자 우마르 카얌(Umar Kayam), 이슬람 학자 누르홀리시

3

이 자연재해로 아체주에서 주민 23만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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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이후로 젊은 활기를 되찾았고 보통의 어린이처
럼 다시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끝났지만 아체주의 전통 예술은 주, 지방, 시 정부
의 지원으로 계속 전승되었다. 아체주의 무형유산 보호 및 전승 활동
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1. UNESCO (2007), “Rising Above the Tsunami” [video],
https://unesco.org/archives/multimedia/document-3418.
2. Ms. Linda Posadas, speech on behalf of the Directo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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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ianturi, Boo-boo, SBF
4. UNESCO (2007), “Rising Above the Tsunami” [video],
https://unesco.org/archives/multimedia/document-3418.
5. L
 iputan6, “Menari untuk Menghilangkan Trauma Tsunami” [Indonesian], 10 May 2006. www.liputan6.com/news/
read/122591/menari-untuk-menghilangkan-trauma-tsunami.

사만을 공연하는 초등학생들 © Centre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ulture, Indonesia

기숙사 계단에서 사만놀이를 하는 소년들
© Centre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ulture, Indonesia

마드지드(Nurcholish Madjid), 사회학자 스티븐 힐(Stephen Hill),

년과 성인 남성들의 사만(saman)과 세우다티(seudati) 춤, 소녀와 성

작곡가 겸 음악가 스토무 야마시타(Stomu Yamash’ta), 건축가 로

인 여성들의 라투자로(ratoe jaro)와 타리푸캇(tari pukat) 춤이 연행

비 술라르토(Roby Soelarto), 민족 음악학자 프랑키 라덴(Franki Ra-

되었다.

den), 인류학자 토니 루단샤(Tony Rudyansyah), 경제학자 세라노 시

이 프로젝트는 아체의 어린이, 특히 쓰나미로 상처를 입은 아이들

안투리(Serrano Sianturi) 등이 있다. 신성한다리재단은 예술이 보편

에게 위에 언급한 아체 전통 공연 예술을 교육하고, 반주 음악에 담긴

적인 언어라고 믿고 예술을 통해 삶을 축복한다. 2000년에 유네스코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2006년 5월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문화 협력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특별한 개성을 지닌 예술가 등을 소

아체 어린이 40명과 현지 예술가 12명이 자카르타를 방문해서 현장

개하는 전시회와 콘서트를 개최한다.

클리닉의 다양한 결과물을 공연하고 발표하며 프로젝트의 피날레를

‘쓰나미를 넘어서[Rising Above the Tsunami(RAT-1)]’ 프로젝

장식했다. 이 공연은 2006년 5월 9일 문화관광부 발라이룽 삽타 페소

트는 아체 지역의 예술과 문화를 통한 심리 치료 프로그램으로 “문화

나(Balairung Sapta Pesona) 대강당에서 개최되었고, 당시 문화관광

를 활용하여 아체 어린이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

부 장관이었던 제로 와칙(Jero Wacik)도 참석했다.4 이 공연은 아체의

으로 한다.2 라노 시안투리(Rano Sianturi)가 도입한 이 프로젝트는

전통문화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비공식적으로 전수되는 방식,

2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는 2005년 2월부터 5월까지, 2단계는 2005년

즉 장인으로부터 아이들에게 전수되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12월 26일부터 2006년 2월 12일까지 시행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인

스티븐 힐 유네스코 자카르타 사무총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린다

‘수업 클리닉(teaching clinic)’은 2006년 1월 21일부터 반다아체

포사다스의 연설문에서 ‘쓰나미를 넘어서’ 프로젝트에 깊은 감사를

울리카렝 티카르판단에서 열렸다. 프로젝트의 훈련 내용은 유튜브

표했다. 제로 와칙 문화관광부 장관 역시 개회사에서 깊은 감사의 마

(https://youtu.be/sly0KFnAtiI)에서 볼 수 있다.

음을 전했다. 리푸탄6(Liputan6)는 2006년 5월 10일 다음과 같이 보

3

아체주는 구전 전통, 공연 예술, 관습 및 전통, 자연과 우주에 대

도했다.

한 지식, 전통 공예 기술 등 5개 영역의 풍성한 무형유산을 보유한 지

아이들이 세우다티 춤 교육에 참가했다. 노래 가사가 종교적 성격을

역이다. 사만(saman) 춤은 아체 무형유산 중 하나로 2011년 긴급보

띤 이 춤은 아이들의 에너지를 활용했고 집중력을 요구했다. 따라서

호목록으로 등재되었다. ‘쓰나미를 넘어서’ 프로젝트에서 아체 문화

댄서들은 다른 것을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5

의 장인이 가르치고 이들의 지도에 따라 라파이(rapa’i) 타악 공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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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logy and world change concept.
© choat, kr.123rf.com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
최근, 허리케인 아이다(Ida)가 캐리비안 국가들과 미국 남부, 북동부 주를 강타했다. 재앙 수준의
홍수는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졌다. 대자연은 인간을 작게 만들지만, 동시에 인간은 그 자연으로부터
위기를 극복하는 힘을 얻는다. 이번 호에서는 구전전통과 전통 지식에 집중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태평양, 일본, 인도, 그리고 태국의 사례를 통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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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지되고 있는 곳에서 재난 위기 경감에 대한 무형문화유산의 영

들 사이의 인식이었다(사진 2). 2008년 이후 바누아투의 세계유산 관

향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2004년 인도양에 쓰나미가 덮쳤을 때 사상

리 과정에서 관리자들은 공동체의 생계와 유·무형 유산을 통합하는

자 수를 엄청나게 줄였던 인도네시아의 시메울루에(Simeulue) 섬사

유산의 지속가능성 모델을 개발해왔다. 바로 “사람, 장소 그리고 이야

람들과 그들의 스몽(smong) 전통이나, 2007년 솔로몬제도에 쓰나미

기”라고 하는 모델이다(사진 3). 환경, 경관, 유물(“장소”)과 같은 물질

크리스토퍼 발라드

가 닥쳤을 때 심보(Simbo) 섬사람들이 지니고 있었던 유사한 지식이

적 세계는 그에 대한 무형적 서사와 지식을 통해 의미가 만들어진다(“

부교수, 호주국립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이 두 경우 모두, 이러한 형태의 지역적 지식

이야기”). 그리고 이 지식은 공동체와 개인들(“사람”) 사이에서 발전

이 없었던 이주 공동체에서 사상자 수는 비극적일 정도로 더 많았다.

하고 소통된다. 이 세 가지 유산의 양상과 공연, 표현 혹은 생산을 통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 속에서 전통 의례와 의식의 회복을

한 표출 양상 모두를 의식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성공적인 유산 전승

목격했듯이, 무형문화유산은 또한 공동의 목적을 지닌 공동체로 다시

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바누아투 모델과 같은 어떤 것이 무

한번 화합하도록 도와주는, 삶을 긍정하는 의식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시무시한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우리가 무형문화유산과 재난에 접근

회복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예는 재난 이후 수익을 창출하

하는 방식에 필수적인 플랫폼이 될 것이다.

“자연” 재해와 무형유산

는 비교적 신속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재난 속에서도 필요한 재료
읽기 자료

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비록 재해 관리에 있어서 무형문화유산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높

C. Ballard, M. Wilson, Y. Nojima, R. Matanik, and R. Shing

아지고 있지만, 재난이 무형문화유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2020). “Disaster as Opportunity? Cyclone Pam and the

잘 알려지지 않으며 기록도 잘되어 있지 않다. 재난 이후 수요평가

Transmission of Cultural Heritage,” Anthropological Forum,

(Post-Disaster Needs Assessments)와 여타 조사연구체계에서는 유

30:1–2, 91–107, https://doi.org/10.1080/00664677.2019.1647825.

형유산에 대한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재난과 무형유산
의 영향 혹은 상실과의 정확한 관련성에 대한 지식 기반은 매우 한정
적인 상황이다. 부분적으로 무형문화유산 종목과 연행자에 대한 적절
한 사전 목록 작업의 부족과 재난 계획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과소평

NOTES

가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이 시간에 따라 전승되는

1. M. Wilson, and C. Ballard (2017). “Safeguarding and

방식과 어떻게 그것이 재난에 노출되거나 취약해지는지에 대한 일반

Mobilis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Context of

사진 1. 사이클론 팜으로 기반이 무너진 추장 로이 마타의 영역

사진 2. 사이클론 팜 이후 추장 로이 마타의 영역을

적 모델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만약 우리가 무형문화유

Natural and Human-induced Hazards,” Desk Study. Paris:

© Chris Ballard

정화하고 재봉헌 하는 추장 무르무르 © Chris Ballard

산을 근본적으로 역동적인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것이 전승되는 방

UNESCO. https://ich.unesco.org/doc/src/38266-EN.pdf.

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2. UNESCO (2019). “Expert Meeting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Emergencies,” Report, 16 October 2019. Paris:

자연적 위험 요소(지진이나 가뭄 등)와 재난(이러한 위험 요소가 사람

EN.pdf)를 포함한 일련의 이니셔티브를 요구해 왔다. 이를 통해 위기

5등급에 해당하는 사이클론 팜(Cyclone Pam)이 바누아투의 세계

과 사회적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 간의 차이는 적어도 1970년대 이래

상황에 처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운영 원칙과 양식의 초안을

문화유산 ‘추장 로이 마타의 영역(Chief Roi Mata’s Domain)’을 강

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왔다. 어떤 재난도 완전히 자연적인 것은 없다.

마련하였으며 이는 2020년 총회에서 마침내 채택되었다(https://ich.

타했을 때, 사이클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전통 유적지

하지만 위험 요소는 사람들이 이러한 위험 요소의 영향에 노출되는

unesco.org/en/operational-principles-and-modalities-in-emer-

의 대부분은 훼손되지 않았지만, 현대적 관광 인프라 대부분은 파괴되

for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Emergen-

방식과 위험 사건에 대응하고 미래의 재난에 대비하는 공동체와 국가

gencies-01143). 재난 위기 경감과 무형문화유산의 기초(Basics in

었다(사진 1). 하지만 유형유산에 한정된 이러한 물리적 피해보다 더

cies.” Paris: UNESCO. https://ich.unesco.org/en/opera-

역량의 측면에 비추어 취약한 부분을 파고든다. 자연적 위험 요소 혹

Disaster Risk Reduction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063)

중요한 것은, 사이클론 역시 전통적인 재해 경감 전략과 무형유산으

tional-principles-and-modalities-in-emergencies-01143.

은 원자력 공해와 같은 인위적 위험 요소와 관련된 재난은 유행성 질

와 재난 위기 경감과 무형문화유산 목록의 통합(Integrating Disaster

로서 전승 상황을 성찰할 기회를 의미한다는 공동체 내 유산 관리자

병, 무력 분쟁과 더불어 위기 상황으로 분류된다. 문화유산의 맥락에

Risk Reduction into ICH Inventorying, U064)이라는 두 개의 교육

서 볼 때, 이 모든 상황이 공통으로 내비치는 부분은 위기 상황이 문화

모듈이 개발되어 2021년 필리핀과 온두라스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시

와 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위기 상황의 영향에 대응하여 그것을 제한

범적으로 운용되었다.

할 수 있는 문화와 유산의 역량이라는 이중적 측면이다.

3. UNESCO (2019). “Operational Principles and Modalities

People, Place, Story: A Framework for Knowledge Transmission, and Safeguarding

무형문화유산은 재난 관리 주기의 매 단계, 즉 재난을 대비하고 그

2016년 이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는 매년

에 대처하며 나아가 재난에서 회복하는 데에 있어서 종종 제대로 인

열리는 회의에서 무형문화유산과 위기 상황 간의 관계에 깊은 관심

정받지 못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 차원에서 재난 위험 관리

을 가질 것을 주장해왔다. 위원회는 자연재해와 인재의 맥락에서 본

혹은 완화에 중요한 지식과 관습은 소수 전문가의 역할이나 기관에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동원(Safeguarding and Mobilising Intangi-

집중되어 있다기보다 대개 공동체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유지된다.

ble Cultural Heritage in the Context of Natural and Human-in-

예를 들어, 사이클론에 의한 피해를 피할 수 있는 정착지를 정할 때,

duced Hazards)에 관한 기초자료연구(2017, https://ich.unesco.

경관, 생태계 그리고 기후에 대한 지역적 이해는 그러한 피해의 위험

org/doc/src/38266-EN.pdf)와 위기 상황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에

을 줄이는 데에 이용된다. 특정 관습은 일상생활에 내재되어 대대로

관한 전문가 회의(Expert Meeting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이어진다. 그리고 재난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습득된 지식은 구전 전

in Emergencies, 2019, https://ich.unesco.org/doc/src/46083-

통과 암호처럼 담겨 있는 경고를 통해 전승된다. 무형문화유산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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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

Articulation →

Transmission →

Safeguarding

people

Individuals, communities,
agents, transmitters, transactors,
institutions, states

Performance, expression,
language, practice,
mobilisation, production

Space:
Intra-group, external, exchange,
trade, theft, conquest

place

Material or tangible settings,
sites, environments, resources,
settlements, objects, artefacts

Local,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strategies to
enhance the viability of the
forms, articulation and
transmission of culture.

Story

Immaterial or intangible,
Knowledge, narrative,
tradition

Modality

Time:
Inter-generational,
monumental, archival, memory

사진 3. 사람, 장소 그리고 이야기: 지식전승과 보호를 위한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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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은 어떻게
재해 경감에 기여하는가?
부서진 문화회관 잔해가 있는 곳에서 추는 우라하마 지역의 카나쓰류
시시오도리 (이와테현 오푸나토, 2011년 6월) © Satoru Hyoki

히로키 타카쿠라
교수, 도호쿠 대학교

불운을 방지하기 위해 마을에서
행해지는 닝교사마(지푸라기 인형) 의례
(미야기현 니야마하마, 2012년 2월)
© Hiroki Takakura
피해를 입은 집주인과 인터뷰를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 거처로서, 여신을 모시는 이동이 가능한

나누고 있는 인류학자 © Hiroki Okada

사당인 미코시 (미야기현 카사노, 2012년 7월) © Tsutomu Inazawa

재난과 ICH

사회문화적 관점

mechanisms)의 본질이다. 사회문화적 과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정

가 반복적 시간에 대한 개념을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재난 이전의 생

재난과 무형문화유산(ICH)의 관계는 재난과 유형의 문화유산과의 관

사회과학자들은 재난 경감을 위한 사회문화적 대책을 연구해왔다. 예

책 분야에서 재난 취약성과 회복력에 있어 문화의 역할에 대한 논쟁

활로 되돌아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주장한다. 히로키 타카쿠라

계와 유사하면서도 다를 수 있다.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을 공연예

를 들어 토착적 지식에 관한 연구는 주로 2004년 수마트라-안다만

을 끌어낸다. 사람들은 위험에 대한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라 스스로

(Hiroki Takakura) 역시 의례는 참가자들에게 특정 공동체의 구조화

술, 축제 그리고 의식과 같이 세대 간에 전승되어 온 전통 혹은 살아

(Sumatra-Andaman)의 지진과 인도양에서 발생한 쓰나미를 계기로

위험을 더 악화시킬 수도 혹은 위협을 피할 수도 있다.

된 역사적-문화적 깊이감을 제공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기존의

있는 표현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무형유산에 대한 정의는 네 가지 특

이루어졌다. UNDRR은 효과적인 재난 위기 경감 수단으로써 재난 전

징을 갖고 있다. 바로 전통과 현대, 포괄성, 대표성 그리고 공동체 기

후 단계에서 토착적, 지역적 지식에 대해 알아둘 것을 적극적으로 권

일본의 3.11 동일본 대지진과 지역 공연문화

롭게 교체할 수 있는, “지금 여기서”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적 연대

반이다. 자연재해는 유형의 유물과 기념물을 파괴하고 사람들, 장소

고했다. 현대적 사고는 토착적 지식과 재난 위험 경감 사이의 어떠한

3.11 동일본 대지진 참사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점 중 하나

방식을 제공한다.

그리고 무형유산과 관련된 공동체에 타격을 가하며 지식, 기능 그리

관련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일 수 있다. 그러나 특정 토착 지식은 재난

는 공동체 회복의 상징인 지역 공연예술과 축제 행사에 대한 보도와

이러한 연구들은 무형유산이 지역의 애도 계획, 연대 그리고 미래

고 기술을 단절시킨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무형유산과 유형유산에

과 분명 관련이 있고 그러한 지식은 바로 문화적 특수성으로 볼 수 있

인류학적 관심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심의 한 가지 이

에 대한 대안적 비전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생존자들의

가해지는 재해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위험 경감과 관련된 지역의 지식을 조사했으며

유는 역사적 전통을 지닌 해안가 소공동체의 지리적 위치이며 또 다

고통과 곤경을 완화하고 그들이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회복할 수 있

살아있는 유산을 사람들, 장소 그리고 공동체와 연결하는 것은 무형

고유문화를 넘어 그것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숙고해왔다. 그 성공

른 하나는 공연예술이 지닌 애도와 관련된 종교적 기능이었다. 인류

도록 해준다. 이는 재난 위기 경감에 기여하는 무형유산만의 독특한

유산이 재해의 영향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적 방식으

적인 사례가 바로 쓰나미 텐덴코(tsunami tendenko)이다. 이는 쓰나

학자 이사오 하야시(Isao Hayashi)에 따르면 쓰나미로 고통받고 대

방식이다. 무형유산은 결코 전능한 것이 아니지만 공동체를 기반으로

로 이어질 수 있다.

미가 덮쳤을 때 자신을 구하기 위해, 심지어 가족을 떠나는 대가를 치

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희생자들의 장례식 후 특정 정

살아가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주도권을 환기하도록 해주는 강력한 도

재해 경감과 위기 감소에 있어서 문화의 역할은 최근의 재난 정

르더라도, 고지대로 달아나라는 긴급한 충고를 전하는 일본의 지역 구

해진 날짜에, 대재앙이 난지 수개월 만에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

구이다. 문화 정책 입안자는 재난 정책 입안자들과 함께 지역적 맥락

책에서 비롯된 생각이다.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ited Nations

전 전통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사람의 생존을 보장하려는

기 위한 민속 공연을 했다. 이는 현지 불교식으로 행해졌다. 아키코 이

에서 재난 위기 경감을 위한 무형유산의 실질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UNDRR)은 공동체의 재난 위

것이다. 이 구전 전통은 재난 방지 문화의 한 부분으로 여겨질 수 있다.

주카(Akiko Iizuka) 박사와 플로렌스 라우르낫(Florence Lahournat)

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 경감을 위한 관리역량 강화를 증진하고 있다[효고 행동계획(HFA,

정치사회학자 다니엘 알드리히(Daniel Aldrich)와 다른 여러 학

박사는 지역민과 재난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비지역민과의 유대감을

Hyogo Framework for Action)].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통합적, 포

자는 일관되게 재난 경감에 있어서 비물질적, 사회적 인프라 혹은 사

증진하면서 생존자들의 심리 회복에 미치는 무형유산의 영향과 정체

용적, 경제적, 법적, 구조적, 보건 그리고 문화적 수단을 통한 재난

회 자본의 중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들은 더 나은 사회 자본이 더 큰 회

성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무형유산의 통합적 특성을 깨달았다.

위기 경감을 지지한다[센다이 강령(SFDRR, Sendai Framework for

복력을 가져온다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위한 행동과 협

다른 학자들은 비상시 대안적 시간의 회상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

Disaster Risk Reduction)]. 재난 위기 경감을 위한 문화적 대책은 무

력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규범 그리고 신뢰와 같은 사회 조직의 특징

해 말해왔다. 생존자들은 피난민으로서 낯선 어려움에 직면하며 생계

엇이며, 무형유산은 어떻게 재해 경감에 기여하는가? 나는 이 문제에

을 설명한다. 대표적인 재난 인류학자인 앤소니 올리버-스미스(An-

수단도 상실한다. 이러한 어려움의 한 가지 이유는 정부와 NGO가 되

관한 최근의 학문적 발전을 검토하고 일본에서 발생했던 3.11 동일본

thony Oliver-Smith)는 재난은 혼란에 맞서는 사회의 저항력을 관찰

돌릴 수 없는 시간의 축에서 정책 옵션을 두고 대안을 선택하라고 강

대지진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확인했다.

할 드문 기회를 제공한다고 한다. 이 사회 저항력은 사회 구조(social

요하기 때문이다. 사회학자 교코 우에다(Kyoko Ueda)는 축제적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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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다르반스의
살아있는 유산—

인도에서 방글라데시에 걸쳐 10,200㎢에 이르는 맹그로브숲으로 이

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지역의 신을 숭배한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전

본비비(Bonbibi, 숲의 여인)는 오랜 전통을 지닌 아주 매력적인

루어져 있는 순다르반스(Sundarbans)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삼각주

설은 전통 노래, 연극, 춤 그리고 사회 관습을 통해 형성되고 발전해왔

지역 민속극이다. 본비비는 지역의 신으로 숲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

이자 맹그로브숲 생태계이다. 강과 작은 만으로 나뉘어 있는 이곳은,

다. 순다르반스의 무형문화유산에는 주무르(Jhumur, 생활상을 반영

람들의 중요한 수호자이며 꿀, 목재, 물고기를 얻은 후 안전한 귀가를

다양하지만 소멸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서식처이다. 특히, 가장 잘 알

한 노래와 춤), 본비비르 팔라(Bonbibir Pala, 연극) 그리고 바티얄리

위해 기도드리는 여신이다. 집마다 본비비 신상이 모셔져 있으며 숲

려진 이 지역의 멸종위기종은 바로 벵골호랑이다. 순다르반스는 그

(Bhatiyali, 강의 노래)가 포함된다. 이들 민속 형태는 지역의 삶의 방

속에도 수많은 작은 사원들이 있다. 숲에서 사는 사람들의 유일한 보

독특한 생태계로 인해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및 세계유산으로 지

식에 필수적이며 이를 분명히 드러낸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벵갈호랑

호자로서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들도 똑같은 헌신과 복종으로 여신

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또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숲에 의지해 살

이는 종종 이국적이고 아름다우며 위험한 상징적 캐릭터로 등장한다.

을 공경하며, 그들의 생존의 토대인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관계를 만

아가고 있다. 18세기 후반 식민시기부터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더 많

주무르(Jhumur)는 식민시기에 초타낙푸르(Chhotanagpur)고원

들어낸다. 따라서 이 전통은 혼합적 성격을 지닌 벵갈 민속종교로 여

은 농장과 통조림 제조업을 위한 항구도시 개발 욕구 등 여러 요인에

지대에서 온 이주민들의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공연예술이다. 이는 숲

겨진다. 이 연극은 본비비와 그녀의 남동생 샤잔갈리(Shahjangali)

마두라 두타

따른 대규모 맹그로브숲 파괴와 인구 유입이 있었다. 또한 인도 독립

의 힘에 대한 지역 신앙체계를 전달하고, 원주민들의 고난을 표현하

가 어떻게 순다르반스에 와서 통치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다크신 레

연구조사 및 국제협력 담당,

이 이루어지던 시기 분열이 지속되는 동안 상당수의 피난민이 이주

며, 자연재해, 조수 그리고 호랑이의 공격과 관련된 자연과의 일상적

이(Dakshin Ray, 호랑이신)와 그의 어머니 나라이야니(Narayani)와

컨택트베이스(Contact Base, NGO)

해 들어왔다.

상호작용을 이야기한다. 주무르는 다양한 정부 행사와 관광리조트에

같은 토착신을 누르고 우위를 점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서 이들의 문화를 보여주는 공연이 되었다. 또한 농촌의 여성들에게

본비비의 자비와 친절함을 확인시켜주고, 숲속의 모든 사람과 생명이

생계 수단을 제공한다.

숲의 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신성한 규칙을

자연재해 대응

여러 세대 동안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순다르반스를 자신들의
신성한 거주지이자 지속가능한 생계수단 공급처로 여긴다. 비록 산림
자원-어로, 꿀 채집, 게, 새우잡이, 땔감-을 얻으러 가는 길에 호랑이,

바티얄리(Bhatiyali)는 먹고살기 위해 폭풍우, 태풍, 거친 날씨 그

수립함으로써 섬세한 생태적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악어, 뱀 등의 먹이가 될지도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말이다.

리고 호랑이의 공격을 버텨야 하는 선원과 어부들의 삶을 표현하는 전

마을 사람들은 또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불공평하게 숲을 이용하

숲 주변 지역 사람들은 자신들 소유의 농지가 없어 숲에서 나오는 산

통 민속음악이다. 바티얄리의 노래에는 선원들이 지나다니는 강, 개울

면 본비비의 벌을 받는다고 믿는다. 이 공연은 정교하고 다채로우며

물에 의지하여 극도의 빈곤 속에 살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그리고 섬의 이름과 특성, 높고 낮은 조수 그리고 그들이 매일 맞닥뜨

극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고, 주무르(Jhumur)와 바티얄리(Bhatiyali)

의례적 관습에 반영된 자연에 대한 뿌리 깊은 숭배 관계를 발전시켜

리는 삶의 위험들이 자주 등장한다. 이 노래는 대개 노를 젓는 리듬에

에서 유래한 노래로 가득하다. 최근 이 민속극은 순다르반스를 방문

왔다. 지역 민속에서는 지역민을 보호하고 그들이 믿음과 희망 속에

맞춰 잔잔한 곡조를 지니고 있다.

하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유명해졌다. 정부는 예술가들로 하여금 사회
적 메시지를 보급하고, 사람들에게 태풍, 홍수 그리고 자연재해로부
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
본비비 연극 ©
Banglanatak dot com

공하도록 하고 있다.
순다르반스는 오랫동안 자연 보호자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훼손되
기 쉬운 생태는 호랑이 밀렵, 맹그로브 채벌, 불법 어로, 인간에 의한
토지 침식 등 심각한 자연 자원 개발, 수질을 오염시키고 수중생물의
삶을 방해하는 모터보트 사용의 증가, 상류 제방 건축으로 인한 담수
공급 감소, 수중 염분 증가, 인근 도시와 마을에서 배출되는 오수에 의
한 오염은 물론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것
들은 이 지역의 생리, 생활방식 그리고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이 지역은 여러 차례의 파괴적인 사이클론과
조수 상승-2009년 아일라(Aila), 2019년 파니(Fani)와 불불(Bulbul),
2020년 암판(Amphan), 2021년 야스(Yaas)-을 겪었다. 이로 인해 인
명 및 멸종위기종의 피해, 경작지 손실 등 심각한 피해를 봤으며 더 나
아가 이 지역 주민들은 빈곤으로 내몰렸다. 떠나가는 사람들이 늘어가
고 그 결과 이 지역의 독특한 무형유산이 연행자 수의 감소로 위협받
고 있다. 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지역 전설에 관한 연극들이 소
멸되고 있다. 이들 연극에서 바티얄리에 나오는 대부분의 레퍼토리가
지속적으로 연행되어 왔다. 순다르반스의 무형유산과 자연유산 보존
은 거주자들의 생활양식, 변화하는 환경 그리고 그 속에서 맞닥뜨리는
도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지역의 민속문화는 사람들에게 적응
력과 회복력을 제공한다. 따라서 살아있는 유산은 순다르반스의 생명
력을 보존하기 위해 보호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주무르를 연행하는 부족 여인
© Banglanatak dot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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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쓰나미와
살아남은 바다 집시 공동체의
그 후 16년

팡응아주 수린 군도에 사는

오늘날 세계 각국이 지진, 화산 폭발, 강력한 폭풍, 홍수, 해수면 상승,

이 문제는 모든 면에서 원주민 집단의 토착 생활양식, 문화, 생계

바다 집시 노인이 출입구를

가뭄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에 영향을 끼쳤다. 그로 인해 바다 유목민들이 전통문화와 생활방식

사실이다. 우리가 사는 지구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 알고

을 고수하는 데 있어 법률이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

있으며, 기후 변화는 해마다 더 많은 자연재해를 촉발시킬 뿐만 아니

었다. 소수민족과 원주민 집단들은 불안정한 상태로 자신들의 권리를

라 그로 인한 새로운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재난은 사람

박탈당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소외되었다. 그들은 소유 증서나

들의 집과 땅, 지역 자원, 생계 수단 상실로 이어지고, 재난이 발생하

허가증도 없이 불법적인 취약 집단이 되었다.

통해 보고 있는 모습.
© Photo by Paskorn
Jumlongrach

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생활터전을 옮겨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는 아주 오랫동안 쌓여오다가 2004년 아시아를 휩쓴

2004년 인도양 지진과 쓰나미를 미리 예견한 것으로 유명한 태

지진과 쓰나미 이후 한층 크게 폭발했다. 피해를 입은 토착 공동체들

국 남부지방의 토착 바다 집시(‘차오레이’, ‘바다 유목민’, ‘바다의 사

이 함께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에 해결책을 요구했다. 그들은 공동체

람들’이라고도 한다) 공동체를 예로 들어보자. 쓰나미가 그들이 살던

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제안 내용을 조정해 그들의 문제를 널리 알

아룬스와스디 부리닷퐁

마을을 휩쓸고 갔지만 부족민 대부분은 피해 지역에서 무사히 피신했

리는 한편 태국 정부에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대학원생, 아시안기술연구소

다. 그렇지만 쓰나미 이후 46개 바다 집시 공동체는 토지권을 둘러싼

있기를 희망하며 ‘쓰나미 피해 공동체 네트워크’를 발족했다. 많은 연

논쟁, 민족 차별, 급속도로 전통 어업을 대체하는 관광산업은 물론 세

구에 의하면 그들이 직면한 문제는 아홉 가지였다. 가장 중요한 주거

계적으로 증가하는 복잡한 위험 등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그들의 전

불안정 문제를 비롯해 종교적 공간(묘지와 의식을 치를 신성한 장소

통적인 생활방식을 위협하는 더 큰 파도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등), 바다 어업권, 교육, 민족적 편견, 아동과 청소년, 고유한 언어와 문

태국에는 56개의 소수민족과 원주민 집단이 있다. 북부와 서부의

화에 대한 자부심 결여, 보건과 위생, 대다수의 신분증 미소유 등이다.

고산족과 남부 안다만 해안의 라농, 팡응아, 푸껫, 끄라비, 사뚠 등 5

근래 들어 문화경관과 자연자산 보전에 지역공동체가 참여해야

개 주에 거주하는 차오레이를 포함해 그들의 수는 600만 명을 넘어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지역공동체는 정

선다. 안다만해 동쪽 해안의 여러 섬과 연안지방은 모켄, 모글란, 우락

부나 관광객, 자연보호 활동가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던 사

라워이 등 독특한 부족 집단의 근거지로, 이들은 총 46개 공동체를 이

람들이므로 특별한 지식과 기술, 전통을 토대로 해당 장소 관리에 많

룬 약 14,000명의 원주민이다. 이 바다 거주자들이 300년 넘게 이 일

은 기여를 할 수 있다. 국가 차원의 관광 및 개발 목표를 달성하면서

대에서 생활하며 생활양식과 지혜, 전통, 문화를 대대로 전승해 왔음

도 토착 공동체와 환경에도 득이 되는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 것은

을 입증하는 여러 증거가 존재한다.

이 지역은 물론 세계 다른 여러 지역에서 재난 이후 복구 계획의 큰 주

대부분의 소수민족 집단은 천연자원 중심으로 생활을 영위한다.
그들은 주로 안다만해에 의지해 생계를 이어가며, 개중 일부는 수 주

안점이 되었고, 이는 각국 정부와 정책결정자들 앞에 놓인 중대한 과
제라 할 수 있다.

씩 바다에서 스킨다이빙으로 작살 낚시를 한다. 일부 집단은 안다만해
에서 라탄과 철사를 엮어 만든 올가미를 이용해 어업을 함으로써 정
착민에 가까운 생활을 한다. 그들의 전통적인 어업 방식은 생태계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들이 살아가는 땅은 조상의 묘
지이자 영적인 성지로서 그들과 철학적으로 이어져 있다. 따라서 그
들의 믿음과 전통, 문화, 지혜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자연과 깊은
유대를 맺고 있으며, 이는 태국 사회의 다른 부분들과 차별화되는 그
들만의 삶의 철학과 생활방식을 반영한다.
모켄족은 2004년 인도양 지진과 쓰나미 당시 부족 전체가 고지대
로 피신하여 재앙을 무사히 넘긴 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들
은 바닷물이 빠지는 것을 보고 큰 해일이 올 것을 미리 알았는데, 예
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자장가에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었기에 모두가
그 일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1988년부터 정부가 관광진흥 정책을 택하면서 투자자들과 사업가
들이 투기와 향후 수익 목적으로 바닷가 토지 매입에 뛰어들었다. 관
광업 호황과 더불어 새로운 개발에 대한 갈증으로 인해 차오레이는
그들 조상의 고향, 배, 사당이 있는 땅에 흥미를 가진 개발업자들과 대
립하는 입장에 놓였다. 토지 소유권 일부는 불법적으로 발행되거나
원주민 거주지와 중복되었다. 게다가 정부가 육지와 해상에 국립공원

20 ICH COURIER VOLUME 48

ichcourier.unesco-ichcap.org

과 자연보호구역을 공표함에 따라 오래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살고 있

관광객들을 환영하며 춤을 추는 어린 바다 집시들.

던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어장과 토지 사용이 불가피하게 제한되었다.

© TransboarderNews, 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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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문화연행 기록자료의
디지털 큐레이션과 이용
닉 티버거

세계 언어의 4분의 1이 넘는 언어의 본거지인 태평양은 언어를 기록

다 한들 녹음했던 테이프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테이프에 녹음했

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에 좋은 장소이다. 사실 이러한 기록들이

다면, 그 테이프를 어떻게 마을에서 재생할 수 있을까?

학계를 넘어 문화적 또는 역사적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이 상황이 바로 2002년 일단의 호주 언어학자들과 음악학자들

기록의 작성과 설명은 인문학자들에게 항상 우선순위는 아니었고, 일

이 직면한 문제였다. 확인 결과 과거 태평양 주변 국가들에서 녹음

반적으로 아카이빙을 위한 좋은 해결책을 제공하지도 않는다. 많은 문

된 수많은 아날로그 테이프가 대부분 주인을 잃은 채 사무실이나 가

화 관련 기관과 연구자들은 녹음 자료를 기록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정에 방치되어 있었고, 정작 녹음된 목소리의 주인이나 그 가족은 해

하지만 연구자들은 아카이빙을 위해 기록자료들을 준비하는 과정에

당 테이프를 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학자들은 학계 안팎의 다

서나 그것들이 얼마나 많이(또는 적게) 적절하게 설명되었는지, 또는

양한 이용자에게 연구 결과를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태

녹취록이 작성되었는지, 번역되었는지 깨닫게 된다.

평양지역 사멸위기 문화 디지털 자료 기록원(Pacific and Regional

학계의 많은 연구자는 논문, 노트, 이미지, 녹음 자료 등 연구 과정

Archive for Digital Sources in Endangered Cultures, 이하 ‘PARA-

에서 방대한 양의 기록들을 수집했으나, 자신들의 경력 끝에서 대외적

DISEC’)이라는 연구 저장소(repository)를 개설했다. 전 세계 수많은

아만다 해리스

으로 이를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곤 한다. 이에 따라 시드니 대학,

소수 언어의 녹음 파일과 녹취록, 그리고 독특한 문화적 표현에 해당

소장, 파라디섹 시드니 지부

멜버른 대학, 호주 국립대학 간의 협업을 통해 태평양 지역 사멸위기

하는 노래와 이야기가 주로 저장되어 있다.

소장, 파라디섹

문화 디지털 자료 기록원(Pacific and Regional Archive for Digital

이곳의 연구 자료는 대개 다른 기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

Sources in Endangered Cultures, 이하 ‘PARADISEC’) 프로젝트를

의 구전 전통으로, 학술 연구 이상의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기록

2002년 시작하였다. PARADISEC은 아날로그 테이프 컬렉션을 디지

물은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이지만, 기록된 사람과 그 후손에게는 특

털화하고, 대중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메타데이터(맥락정보)를

별한 의미가 있는 문화적 자료이기도 하다. 따라서 외부 연구자인 우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테이프들은 은퇴했거나 이미 이 세

리는 이 자료를 귀중하게 다루고 함께 작업한 사람들의 자료 접근성

상을 떠난 연구자들의 것이었고, 프로젝트가 아니었다면 집이나 도서

을 보장해야 할 특별한 책무가 있다.

관에 보관되었을 자료들이다. 그 내용을 찾기도, 접근하기도 어려웠을

전 세계적으로 7,000여 개의 언어가 있지만 대부분 기록이 거의

것이라는 점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지난 18년 동안 우리는 1,280

남아 있지 않다. 이러한 언어로 이루어진 연행을 연구한 언어학자, 음

개의 언어, 125테라바이트에 달하는 14,000시간의 음원을 추가했고,

악학자, 인류학자가 양질의 녹음 기록물을 제작하는 경우도 종종 있

1

이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

다. 하지만 이 희귀 기록물을 저장할 디지털 저장소가 없다면 기록 분
실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언어 수호’도 ‘음악 수

소멸위기 언어 기록자료의 소멸 위기

호’도 아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언어와 연행을 보여

당신이 바누아투의 130가지 언어 중 하나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40

주는 기록을 지키려는 것이다. 남아 있는 기록은 대개 인터넷에서도

년 전 낯선 사람이 마을로 찾아와서 당신 가족의 대화와 노래를 기록

배제되는 미미한 주변부의 목소리에 존재감을 부여한다.

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당신이 아는 한 모국어가

1990년대까지 PARADISEC의 희귀 기록 대부분은 아날로그 테이

담긴 다른 옛 기록물은 없으므로 당신은 그 기록을 찾고 싶어한다. 그

프에 저장되었다. 릴이나 카세트 형태의 아날로그 테이프는 몇 년 안

렇다면 먼저 그때 방문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서 연락을 취해야

에 재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2 테이프 재생 장

한다. 만약 그 사람이 마을에서 보낸 시간에 관해 책을 출간했다면 인

치가 없다는 것은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터넷 검색으로 이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책을 출간하지 않

이 문제는 오픈릴 테이프의 경우 특히 두드러지지만, 카세트테이프도

았다면 그 사람을 찾기는 더 어려워진다. 게다가 설령 그 사람을 찾는

마찬가지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테이프 자체가 점점 낡아서

2016년 PARADISEC이 디지털화 한 테이프를 보고 있는
바누아투의 암봉 톰슨과 아살 라자레 © Nick Thieb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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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을 다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새로운 지식이 컬렉션에 반영된다. 아카이브는 결코 연구의 종점이

아날로그 테이프도 취약하지만 디지털 기록은 그보다도 더 쉽게

아니며, 기록된 당사자들과 미래 연구자들과의 지속적이고 쌍방적인

손상될 수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현재로서는 아날로그 오디오

관계 속에 이러한 자료를 반복해서 재입력한다. 아카이브를 구축하려

를 보존하는 수단으로 디지털 기록이 권장되고 있다. 확장자나 소

는 노력이 없다면 프로젝트가 끝나는 순간 그 프로젝트에서 생성된

프트웨어가 변경된 탓에 10년 전에 만든 디지털 파일도 열 수 없었

자료는 이용이 어려워진다.

3

던 경험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불완전하나마 이 문제

파일 수집, 품질 보증, 사용자 관리, 연구 자료 컬렉션 이용(특히 미

를 해결할 방법은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확장자로 모든 파일을 변환

디어 기록, 녹취록 및 언어/음악 현장 연구 자료) 등 프로세스 대부분

하는 것이고, 이때 기존에 정해진 표준을 따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은 자동화되어 있다. 우리는 홈페이지를 통해 데이터 관리와 파일명

wav, txt, xml, tif 파일을 아카이빙하면서 전달용으로 mp3, pdf, jpg

설정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며 정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같은 저해상도 사본도 저장한다.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여러 장소에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는 현장 연구 단계부터 아카이빙 작업을

백업용 사본을 만들어 둔다. 2019년 우리는 PARADISEC이 모든 필

구상해야 하며 적절한 툴을 사용해서 결과물을 아카이빙하고 전용 포

수 표준을 준수했음을 의미하는 세계과학데이터시스템(World Data

맷에 갇히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System, www.icsu-wds.org)의 데이터 인증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일단 파일이 컬렉션에 저장되면 디지털 객체 식별자(DOI)를 부

2013년 PARADISEC의 컬렉션은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호주의

여하고 PARADISEC 시스템에서 접속 조건을 시행한다. 목록에 등록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된 각 사용자가 일련의 조건을 수락하면5 파일 위탁자가 자료의 사용
방식을 명시한다. 등록 사용자는 ‘공개(open)’로 설정된 항목의 파일

프로젝트 마무리 계획

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제한(closed)’ 상태 항목은 접속에 제약이 있

PARADISEC은 그간 많은 찬사를 받았지만, 대학에서나 국가 전체에

음을 의미하지만 위탁자가 그 항목에 대해 등록 사용자에게 개별적

서나 연구 인프라 환경에 머물러 있어 연구 성과물에 대한 장기적 큐

으로 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또한 컬렉션이 구성 중일 때는 ‘비공개

레이션은 제공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특정 유형의 연구 데이터

(private)’로 지정해서 메타데이터까지 비공개로 전환하며, 비공개 상

를 설명하고 큐레이션하는 시스템을 개척했으며, 이러한 방식을 다른

태가 종료될 때까지는 DOI가 부여되지 않는다.

바누아투의 이라코 마을에서 라즈베리파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기록자료를
지역 무선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모바일 장치로 보고 있는 모습 © Nick Thieberger

유형의 데이터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PARADISEC의

현재 PARADISEC의 시스템이 노후화되고 있어 옥스퍼드공동파

데이터베이스는 메타데이터 입력을 관리하고, 입력 자료가 파일명 설

일레이아웃(OCFL, https://ocfl.io)을 사용하여 파일과 연구객체크

정, 메타데이터 조건, 파일 유형, 고유 식별자, 디지털 객체 식별자 할

레이트(RO-Crate, http://www.researchobject.org/ro-crate)를 저

당 등 자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각 항목에 대한 전체 설명이

장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방식은 기존에 메타데이터 파일

그 데이터를 보관하는 디렉터리의 파일에 기록되므로 이는 목록 작성

에 있던 것과 동일한 유형의 설명을 제공하지만 현재 표준을 준수하

소프트웨어와 상관없이 자체 설명적인 컬렉션이며, 컬렉션 자체에서

는 포맷으로 제공된다. OCFL과 RO-Crate에는 많이 사용하는 제이

NOTES

전체 컬렉션의 목록이 재구성될 수 있다. 각 항목은 컬렉션 수준과 항

슨(JSON) 기술이 적용되어 기존의 루비온레일즈(Ruby on Rails) 시

1. UNESCO National Committee of Australia, “Pacific and

목 수준의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며 이 메타데이터는 목록 내용이 수정

스템보다 우리의 향후 개발 단계에 보다 유용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

Regional Archive for Digital Sources in Endangered Cultures

되어 저장될 때마다 업데이트된다.

한 표준 방식을 사용하는 시범 모델(https://mod.paradisec.org.au)

(PARADISEC),” Memory of the World #42, www.amw.org.au/

을 구축함으로써 자체 보유한 컬렉션이 실행 가능하고 유익한 방향으

register/listings/pacific-and-regional-archive-digital-sourc-

로 나아갈 것임을 확고히 했다.

es-endangered-cultures-paradisec.

PARADISEC은 이러한 자체 설명 디렉터리 컬렉션에서 임의의 하
위 집합을 만들 수 있어 메타데이터를 분실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기

2. National Film and Sound Archive of Australia (2017). “Dead-

적으로 태평양 지역의 문화센터나 박물관에 파일을 제공한다. 하드디
스크에 담기만 해도 파일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목록이 없으면 파일

결론

line 2025: Collections at Risk,” www.nfsa.gov.au/collection/

탐색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무척 어려워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ARADISEC은 연구 데이터에 대한 책임감 있는 큐레이션이 이러한

curated/deadline-2025-0.

우리는 하드디스크를 탐색해 해당 파일에 관한 HTML 목록을 작성해

자료에 대한 광범위한 공동체의 관심에도 기민하게 대응하는 방식으

3.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ound and Audio-visual Archives

서 로컬 뷰어를 생성하는 앱을 개발했다. PARADISEC이 미디어 플

로 이뤄지는 모범 사례를 제시한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일차

(2009). “Guidelines on the Production and Preservation of

레이어, 이미지 뷰어 등 온라인 목록에서 제공하는 동일한 서비스도

데이터 생성부터 파일명 설정, (파일 수명 최적화를 위한) 데이터 포

Digital Audio Objects,” www.iasa-web.org/tc04/audio-pres-

이 로컬 뷰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하위 컬렉션 집합과 목록은

맷 선정을 거쳐 저장소 저장에 이르는 업무 주기를 구축했다. 문화유

ervation.

소규모 무선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라즈베리파이(Raspberry Pi) 단말

산 기록을 제공하는 이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언

기에 저장할 수 있어서 모바일 장치로도 접속할 수 있다.

어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아직도 발굴해야 할 기록이 많이 남

4

PARADISEC의 아카이브는 복제와 인용이 가능한 고정된 형태의
연구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 즉, 이곳에서 연

아 있지만, 우리에겐 확실한 기반과 안정적인 시스템이 있기에 앞으
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Data Loader,” https://language-archives.services/about/data-loader.
5. P
 ARADISEC, “Conditions of Access,” www.paradisec.org.au/

구 자료는 획기적인 방식으로 재사용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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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
 rc Centre of Excellence for the Dynamics of Language,

deposit/access-conditions/.

ichcourier.unesco-ichcap.org

ichcourier.unesco-ichcap.org 

VOLUME 48 ICH COURIER

25

사르다르
직조인들의 증언

토착 기술과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가내에서 여성들을 통해 세대를

직면해 있다. 사회적 변화로 인해 직조 및 기타 문화 전통(과거의 이

거쳐 전승된다. 네팔 동부 평원지대의 코시 타푸 야생동물보호구역

야기)이 대체되고 있다. 나는 라이(Rai) 직조공동체 출신으로 직조가

(Koshi Tappu Wildlife Reserve) 주변에는 200여 가구의 사르다르

여성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수입원이 아니

인이 살고 있다. 그들은 수입 대부분을 이 야생동물보호구역의 자연

다. 이는 자신이 미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들이 이를 존중할

자원에서 얻는다. 그들은 대부분 부들(Pater)과 같은 습지대 풀을 채

때 만들어지는 표현의 근원이자 만족감이다. 사람들은 창작자도 존

집하는데, 마룻바닥에 까는 매트인 ‘차타이스(chatais)’를 짜는 데 사

중한다. 지역 공예는 그들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직조는 풀을 만들

용한다. 사람들은 이 매트를 매주 열리는 시장에 내다 판다. 이를 통해

어 내는 숲, 고지대 그리고 습지대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위한 선물이

마야 라이

추가적인 수입을 얻지만, 생계를 꾸리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사르다르

자 봉헌물이다. 지역의 지식과 공예기술은 수 세대에 걸쳐 자연으로

이사, 네팔 매듭공예 센터

인들은 수 세대에 걸쳐 이 직조기술을 사용해왔다. 매트짜기는 생계

부터 배운 결과다. 부정할 수 없는 환경과의 연대감과 지혜를 이야기

비를 버는 부차적인 수단이기는 하지만 단지 이 때문에 직조를 하는

해주는, 공동체에 숨어있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많은 이야기가 있다.

것은 아니다. 직조는 하나의 공동작업 과정이다. 즉 마을의 모든 사람

따라서 사르다르인들이 지속적으로 자연의 수호자가 되도록 독려하

이 함께한다. 고용과 수익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는 것이 시급하다.

은 직조가 여성들의 힘과 지도력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전통 대나무 베틀로 직조를 짜는 여인
© Maya Rai

거의 모든 사르다르인의 가정에는 전통 대나무 직조기가 있다. 가

직조는 공동체 문화유산의 일부로서, 여성들의 삶 속에 상징적으

족 구성원들, 특히 여성들은 이를 이용해 직조한다. 날실은 손으로 꼰

로나 현실적으로 깊이 얽혀있는, 세대 간에 전승되어 온 토착 지식이

황마 섬유질로, 씨실은 부들의 섬유질로 만든다. 사르다르인들은 도

자 기술이다. 전지구적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시에서 멀리 떨어져 산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 깊이 뿌리내린 채 자

점차 사라지고 있는 전통 기술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사르

신들의 문화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오래된 방식에 둘러싸여 다른

다르인들은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생태계와 조

삶을 산다. 현대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과거와 현실을 통합하는 일

화를 이루는 그들의 유산, 신앙체계, 공동체 대한 관심이 안정을 유지

은 사르다르인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움직임이다. 하지만 미래 세대를

하는 힘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창의적 기술, 자연과의 연관성 그리고

위해 사르다르 유산의 발전을 촉진할 새로운 전통과 기술에 길을 열

그들을 조상들과 연결해주는 이야기를 찬양한다. 이러한 문화는 직조

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현대사회에서 그들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가 자연을 배우고 이해하고 존중

보호하기 위해 사르다르인들은 과거의 전통을 공동체의 생계와 행복

하며, 여성들의 창의적 능력을

을 향상시킬 적절한 기술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변

외부인으로서 우리는 전환기 문화의 어려움을 이해해야 한다. 혁

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신과 신중한 계획을 통해 과거의 지혜는 생태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준

더 나은 자연 자원 관리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발전된 직조기술은

다. 코시 타푸 주변 지역

사르다르인들이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을 만들어 줄 지속성의 끈이

에서 살아가는 사르다

될 수 있을 것이다.

르인들은 환경뿐만 아
니라 지역 공예의 보
호자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직
조 공예기술을 통해
지역

환경자원과

돈독한 관계를 형
성하는 데에 기여하
고 있다.
코시 타푸 야생동
물보호구역은 공동체
인식과 경제자원 접
근에 있어서 도전에
전통 대나무 베틀로 직조를 짜는 사르다르 남성 © Maya Rai

줄을 꼬는 사르다르 여인
© Maya R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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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홍콩에서 선보인
"사 카부키란(전원에서)" 연출 공연
© AlunAlun Dance Circle
photo collection

알룬알룬 무용단
(AlunAlun
Dance Circle):

상서로운 출발

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먼저 회원들은 춤의 형

공연을 절정으로 막을 내렸다. 또한, 2000년 상업적, 성적으로 착취당

1995년, 팡갈라이(pangalay) 춤 지도자 리가야 페르난도 아밀방사

식과 토착적 근원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둘째, 훌륭한 팡갈라

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투쟁하는 아동 권익 보호자, 2012년과 2014년

(Ligaya Fernando-Amilbangsa)는 가르치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녀

이 무용수가 되기 위해서는 6세 이하이든 60세 이상이든 모든 회원

마닐라 보이스타운 콤플렉스(Manila Boys’ Town Complex)의 방치,

는 전통무용을 배우는 학생들의 근면성 부족으로 열정을 잃어버렸다.

은 끈기가 있어야 한다. 각 회원은 춤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을 발견

학대, 착취 혹은 유기로 인해 고통받은 어린이와 노년층, 2017~2018

장래가 촉망되는 무용수들이 수업을 요청했지만, 그녀를 설득할 수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호흡을 통해 단체로 보조를 맞추어 공연할 수

년 마닐라 톤도(Tondo)의 학교를 그만둔 어린이들과 같이 사회에서

없었다. 하지만 1999년 1월, 그녀는 다시 가르치기로 하고 오랫동안

있어야 한다.

소외된 단체들을 대상으로 팡갈라이 훈련이 진행된 바 있다. ADC 교

수많은 신청자를 모집했다. 그 후 마닐라(Mega Manila)의 안티폴로

ADC 회원들은 어린이 인권을 위한 운동가, 인권운동가, 도시빈민,

사들 역시 2003년과 2015~19년에 마리키나(Marikina)시에서 초등학

(Antipolo)시 교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매주 공동체 무용 워크숍을

대학생,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유엔 대표, 외교단, 병원의 환자, 심장

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었다. 2019년에는 학술단체를 위한

시작했다. 매주 열리는 이 수업의 참가자에게 있어서 춤 장인의 수업,

마비 생존자, 학대받았던 아동, 해외 이주노동자, 쇼핑몰 고객 등 다

워크숍이 딜리만 필리핀국립대학교(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특히 밀레니엄 새해 전날에 열렸던 수업은 신남 그 자체였다.

양한 관객 앞에서 공연을 하였는데, 팡갈라이는 회원들의 헌신에 대

Diliman)와 마닐라 라살 대학교(De La Salle University Manila)에

2000년, 팡갈라이와 술루제도(Sulu Archipelago)의 다른 전통춤

한 보답으로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이 되었다. 미술관, 박물관 체육

서 개최되었다.

이 가지는 흥분은 스승 리가야 문하의 학생들이 극단 예술감독인 그

관, 운동장, 강당, 주차장, 쇼핑몰, 정원, 거리, 담장이 둘러쳐진 공간,

들의 멘토와 함께 알룬알룬 무용단(AlunAlun Dance Circle, ADC)을

시청, 마을 광장, 교회, 회의실, 무도회장, 식당 그리고 교실 등 어디에

팬데믹에서 얻은 교훈

공식적으로 설립하는 데에 자극이 되었다. ADC는 팡갈라이를 보존,

서든 공연자들은 춤 공연을 했다. 이 춤의 전통적 특성을 잃지만 않는

팡갈라이 수업은 2020년 4월부터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원격 강좌

로살리 S. 마틸락

보호하고 홍보하기 위해 조직된 비영리 단체이다. 스승 리가야에 따

다면 민속 노래, 팝 음악, 록, 힙합, 클래식, 재즈 그리고 전통 쿨린당간

에서는 질병에 대한 면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팡갈라이 명상호흡의

이사, 알룬알룬 무용단

르면 “팡갈라이는 필리핀의 모든 무용 중에서 가장 풍부한 동작언어

(kulintangan) 앙상블, 교향악단, 실내악, 민요 가수, 오페라가수, 합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ADC는 2020년 8월 아세안 정보 캠페인을 위

를 지니고 있으며 아시아의 무용 문화와 생생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

창단 등의 라이브 음악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음악에 맞추어 무용수

한 안전 수칙에 관한 춤 비디오를 공동 제작했다. 팬데믹에 따른 제한

다.” 사마(Sama)인 사이에는 이갈(igal)로, 야칸(Yakan)인에는 판삭

들은 호흡의 리듬에 따라 춤을 추었다.

을 계기로 ADC는 2020년 12월 ‘팡갈라왕 육토(Pangalawang Yug-

팡갈라이 실천
(Pangalay Praxis)의 22년

(Pansak)으로 알려진 팡갈라이는 필리핀에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들

이제 세계가 무대가 되었다. 대표적으로, 2006년 타이페이에서 열

to): 콘시예르토 응 팡갈라이(Konsiyerto ng Pangalay), 툴라(Tula),

어오기 전 술루 제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따라서 식민시대 이

린 제4회 아시아 공연예술 페스티벌, 2007년 프랑스-필리핀 수교 60

살리나윗 앗 무시카(Salinawit at Musika)[제2장: 팡갈라이 콘서트,

전의 춤 형태는 300여 년간의 식민통치와 서구문화 영향으로 침식당

주년 기념 공연, 그리고 2009년 하노이에서 열린 필리핀 독립 111주

시, 노래와 음악 각색]’의 초연을 시작으로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생들

했던 고대 필리핀인의 정체성의 핵심이다.

년 행사,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열린 수상 교향악 콘서트의 아

의 온라인 원격교육을 위한 가상 콘서트를 개최하게 되었다.

ADC는 공연, 연구 그리고 교육연수를 통해 팡갈라이를 고전무용
의 한 형식으로 정착시킴으로써 전통을 보존하고자 한다. 1969년 이

시아 투어 그리고 2017년 홍콩에서 열린 국제무용페스티벌에서 팡갈
라이를 공연하였다.

온라인 플랫폼은 지리적 장벽을 무너뜨렸고 ADC가 필리핀과 해
외의 팡갈라이 애호가들, 학생들 그리고 무용수들과 연결될 수 있게
하였다. 고된 시간 역시 기회가 되었다. 어려운 도전을 피할 수 없는

후 아밀방사가 연구해 온 이 무용의 풍부한 동작언어는 아밀방사 교
습법(Amilbangsa Insturction Method, AIM)을 통해 명문화되었다.

가르침에서 얻은 교훈

불확실한 미래에 ADC는 분명 팡갈라이와 관련된 예술적 표현을 생

이 지도안은 자연 속의 파도와 생물의 움직임에 영감을 받은 이 춤의

AIM은 심지어 무용에 대한 어떠한 배경도 없는 사람들도 팡갈라이를

생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호흡과 명상적 특성에 토대를 두고 있다.

공연할 수 있게끔 했다. ADC는 청년, 노인, 여성 그리고 다른 민간 영
역에서 이를 진흥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다. 2008년 보홀(Bohol)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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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에서 얻은 교훈

마리보족(Maribojoc)의 푼타 크루즈(Punta Cruz) 마을 사람들이 무

ADC 회원들은 팡갈라이를 추고자 하는 열정과 문화유산을 보호해

용 워크숍에 참가하였다. 이 워크숍은 공동체의 역사를 담은 무용극

ichcourier.unesco-ichcap.org

ichcourier.unesco-ichcap.org 

VOLUME 48 ICH COURIER

29

2021년 하반기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자문위원회 개최

무형유산보호 소지역회의를 통한 향후 협력 방안 모색

2021년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하반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유네스코아태무형

월 10일 개최하였다. 컨퍼런스의 경우, 당초

자문위원회가 8월 19일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유산센터는 지역권 소지역회의들을 개최하였

2020년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이번 회의에는 센터 사업 보고와 함께 사

다. 동남아시아 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온라인

인하여 올해로 연기되었다. 남아시아는 2003

업별 자문, 유네스코의 신규 중장기전략(41

이라는 공간은 동북아시아와 남아시아의 많

협약 인가NGO인 인도의 방글라나탁닷컴과

C/4)에 따른 센터 향후 전략에 관한 논의가

은 이해관계자들을 물리적 제약 없는 논의의

함께 ‘무형유산의 지속가능발전을 통한 창의

이루어졌다. 온라인과 서면으로 8명의 자문위

장을 열어주었다.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

경제 강화’에 대하여 14일부터 3일간 논의를

원과 센터 임직원들이 참가하여 전반적인 사

협약 체제 하, 센터는 소지역별 2-3년을 주기

진행하였다. 중앙아시아 4개국과의 협력을 위

항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공유되었다.

로 협력회의를 개최해 왔다. 소지역회의는 무

해 다음 달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유네스코

특히, 자문위원들은 외연 확장과 홍보 전

형유산 보호를 위한 담론을 주도하고, 다양한

알마티사무소와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교육

략을 강조하였는데, 사업 결과물에 대한 가시

층위의 전문가들과 국내외에서 지속가능한

의 통합적 접근’을 주제로 온라인 회의가 예

성 제고를 위하여 네트워크 간 협력 강화, 섹

공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운

정되어있다.

터 간 융합, 기술의 적용 방안 등에 대해 자

영되고 있다.

문이 이루어졌다. 센터는 향후 중장기전략
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

2021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하반기 자문위원회 © ICHCAP

이다.

소지역회의는 지역적 상황을 반영한 신규

센터와 싱가포르 국립문화유산위원회는

프로젝트 개발의 기초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무형문화유산 보

는 바, 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과 선언문이

호와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유네스코 북경

담고 있는 방향성은 향후 협력사업에 반영할

사무소, 유네스코 몽골국가위원회와는 ‘동북

예정이다.

2021 남아시아 소지역회의 © ICHCAP

아 공유무형유산 탐구 및 보호’ 컨퍼런스를 9

실크로드 리빙헤리티지 네트워크 공식 출범 안내 (10.28.)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이하, 센터)는 협

문화유산 활동을 통해 고대로부터 번영과 화

회원)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였으며, 유네스

력 기관인 국제중앙아시아학연구소(IICAS)와

해의 촉매자로 기능했던 실크로드 지역의 지

코의 ‘문화간 화합을 위한 10년(International

공동주관하고 한-중앙아협력포험 사무국(KF)

속가능발전을 견인하자는 목표에서 출범한다.

Decade for the Rapprochement of Cultures,

공동 주최하여 2021년 10월 28~29일, <실크로

센터는 지난 10년간의 중앙아시아 무형유

2013~2022)’ 프로그램에 맞춰 네트워크를 추

및 지역 수준에서 무형유산을

유산의 보호 효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 협약 추

드 리빙헤리티지 네트워크>의 공식 출범을 알

산 협력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진하고 운영하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을 강조

보호하기 위한 유용한 체계로

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역량 강화를 구상한

리는 행사를 서울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그 기반을 다져온 네트워크는 창설 준비위원

한다.

기능하지만, 각각의 고유한 상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2021 무형문화유산과 지속가능발전 온라인 워크숍 개최

실크로드 리빙헤리티지 네트워크는 21세

회를 구성하여 5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네트

실크로드 리빙헤리티지 네트워크의 창립

황에 따라 협약의 개념과 프로

무형유산 분야의 젊은 전문가와 실무자 네

기 문화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주는 무형

워크의 전반적인 운영방안(정관, 기관 협력,

회원국으로는 한국,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

세스를 맥락별로 분류하는 것

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아제르

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어느 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인도 아메다바드

바이잔, 이란, 몽골, 터키 등 실크로드 지

역이든 신진 유산 전문가들은

대학교는 2003년 무형유산보호협약의 개념과

역 9개국이 참가하며, 실크로드 지역 전

협약과 협약을 통해 얻을 수 있

원칙의 인식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9월 27일부

문가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위원 13인)

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

터 10월 11일까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온

가 조직되며, 네트워크 사무국은 센터에

야 한다. 또한 다양한 공동체와

라인 워크숍은 강의, 세미나, 토론 및 실습이

위치한다.

협력하는 데 있어 윤리원칙을

결합된 집중 2주 과정으로 구성된다. 본 워크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포함하여 무형유산 보호와 관

숍의 참가자들은 ‘무형문화유산 및 창조산업:

열리는 KF 공공외교주간과 함께 네트워

련된 광범위한 사회 및 문화

4차 산업시대 무형문화유산의 재발견’이라는

크의 공식 출범식을 시작으로 2021 운영

적 이슈를 탐구해야 한다. 또한

주제로 올해 개최되는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

위원회 회의와 일반 대중의 참여를 위

2030의제에서 설명한 바와 같

에도 참가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최종 과제로

한 학술 포럼 및 온라인 사진전이 열린

이,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에

자신이 선택한 무형유산 종목에 대한 지속 가

서 무형유산이 지닌 중요한 역

능한 보호 프로젝트를 개발하게 된다. 최종 선

할과 무형유산의 지속성을 위

정된 과제는 출판물 또는 온라인 가상 전시회

다. 네트워크 사무국은 실크로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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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형유산 관련 기관의 참여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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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더 자세한 정보는 센터 홈페이지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오

해 보다 광범위한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www.unesco-ichcap.org)에서 찾을 수

늘날 세계적으로 유산 연행을 촉진하는 핵심

젊은 전문가들이 무형유산 보호에 역할할 필

있다.

도구 중 하나이다. 협약과 그 운영지침이 국가

요가 있다. 2003년 협약이 전 세계적으로 무형

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2021
실크로드 리빙헤리티지
네트워크 출범
• 기간 : 2021.10.28. ~ 2021.10.29. (2일간)
• 장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온라인 (YouTube) 진행
• 행사내용 :
1. 실크로드 리빙헤리티지 네트워크 공식 출범식
2.2021 리빙헤리티지 포럼
(주제: 실크로드 무형유산을 통한 평화 구축과 지속가능발전)
3. 온라인 사진 전시회

More information about the events is available on our website

https://www.unesco-ichcap.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