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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일으키는 양심의 장소:
행동의 기폭제로서의 유적지
엘리자베스 실키스
이사, 양심회복을 위한 국제연합

세계유산협약이 정의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공공 담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프란
체스코 반다린 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소장은 최근 ‘우리의 세계유산’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이뤄진 한 연설에서 이러한 담론의 확대 속에 기억의 가치를 새롭게 고려할 필요성을 촉구하며 “유
산에는 미적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유산은 그 이상의 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유적지는 본질적으로 진실의 전달자다. 과거와 현재를, 개인과 우리의 보편적 인간성을 이어주
며, 때로는 행동의 기폭제가 되기도 한다. 한편, 유적지는 그들이 지니고 있는 이야기의 힘을 통해
되살아나지만, 그 이야기가 반드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완벽한 서사구조를 갖는 것은 아니다. 대
부분의 역사적 내러티브가 그렇듯 복잡하거나 이론의 여지 또는 분열적 요소가 있는 서사의 경우
특히 그렇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은 주로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긴 시간을 거쳐야만 온전
히 밝혀진다. 유적지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지닌 힘을 인정
하고 신중하게 그 힘을 행사할 때 방문객과 지역 공동체가 유적지에 담긴 여러 가지 진실을 자세히
살피고 동시에 과거를 반성하고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러한 고찰은 유적지에 대
한 최종 목표가 아니라 시작점으로 보는 것이 이상적이다. 최종 목표는 ‘변화’이기 때문이다. 해석
의 렌즈를 확대하여 예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포함한 다수의 관점을 끌어안으며
포용성을 보장할 때, 비로소 유적지는 그 유적지가 담고 있는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고 소중히 여
기는 것은 물론, 바르고 공정한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 타인들의 이야기에도 공감하고 이
해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탄생할 수 있다.
양심회복을 위한 국제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은 인권과 사회정
의를 향한 과거의 투쟁과 그 투쟁이 현재에 남긴 유산을 연결해 주는, 역사 유적지와 박물관, 그리
고 기억 이니셔티브의 유일한 글로벌 네트워크이다. 나는 이러한 국제연합의 이사로서, 유적지와
박물관이 사회를 기억에서 진실로, 또 정의로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불러일으키는 영향력을
날마다 목격하고 있다. 20년째 활동을 이어 온 양심회복을 위한 국제연합은 총 70개국의 300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회원들은 대서양을 오가며 이루어진 노예무역과 그로부터 파생된 현
대의 인종차별 및 노예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노예의 집(Maison des Esclaves)을 비롯한
서아프리카 유적지부터, 미국의 엘리스섬과 벨기에의 부아 뒤 카지에(Le Bois du Cazier)처럼 과
거의 이민과 노동착취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이민자와 난민,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유적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역사를 고찰한다. 그 전후 맥락이 무엇이고 초점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모든
양심의 장소는 역사에는 공유해야 할 교훈이 있으며 과거는 변화를 촉진함으로써 현재를 사는 사
람들이 더욱 포용적이고 평화로운 미래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동에 나서게 할 수 있다는 신념 아래
결속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특히 고통스럽거나 이론의 여지가 있는 것일수록 역사의 교훈은
쉽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역사의 교훈이 정의 사회 건설이라는 목적에 입각한
공동체의 지지가 없다면 수정주의적 내러티브를 강화하고 언론의 자유와 시민 참여를 억제함으로
써 긍정적인 사회 변화나 새로운 관점과 화해, 치유를 위한 힘이 되기는커녕 오랜 상처를 다시 건
드리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미국 토머스 제퍼슨의 몬티첼로의 “샐리 헤밍스의 삶” 온라인 전시
© Gabriella Demczuk / 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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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항로와 항구 기념 프로젝트(Middle Passage Ceremonies and Port Markers Project)가 주관한 추도식 © The International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

1944년 나치에 의해 800명이 넘는 민간인이 학살당한 마르차보토 산에서 열린 몬테 솔레 평화 학교 재단의 교육 프로그램과
청소년 캠프 © The International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

우리는 과거가 분열의 심화가 아닌 변화의 토대로 작용할 수 있

즘을 가능케 했던 사회적 배경을 철저히 파헤쳐 보는 교육 프로그

들, 소수민족 집단, 노인과 청소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

를 훼손하고 소외 집단, 희생자와 생존자, 원주민 공동체, 소수 종교

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역사 및 문화 유적지에서 그러한 목표를

램을 운영하고 있다. 몬테 솔레는 미술, 대화, 창작 공연, 스토리텔

시키고 있다. 최근에 양심회복을 위한 국제연합은 크메르루주 집권

및 민족 집단의 이야기를 공공 담론에서 배제하는 민족주의적 수사

달성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전인적, 다학제적이고 공동

링을 통해 토론을 유도하고, 특히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방문객들

기간에 이루어진 강제 결혼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끄데

와 극단주의적 정책의 증가 현상과 궤를 같이한다. 양심의 장소들은

체가 주도하며 현대적 관련성이 높은-즉 역사에 뿌리를 두되 현재

대상으로 희생자/압제자로 나뉘는 이분법 등의 개념과 이러한 탐색

이 카루나와 제휴하여 일련의 연극 공연을 개최했다. 이 프로그램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장이 삭제된다면 힘들게 얻은 교훈을 잃게 되리

의 문제를 다루는-프로그램임을 확인했다. 이 같은 과정을 시작하

결과를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심도있게 고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그 시기를 겪은 노인들을 인터뷰하고 그 내용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역사적 내러티브가 투명하고도

기 위해 우리는 유적지의 운영권자와 운영, 공공 프로그램, 전시, 해

찰해 보도록 이끈다.

을 토대로 작품을 창작해 보는 이벤트도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의 창

대담하게 제시되고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되는 경우에는 개인, 지역

석 등을 평가한 뒤 여기서 누구의 목소리가 빠져 있는지, 어떤 이야

감비아의 국립예술문화센터(NCAC)는 감비아의 예술과 문화의

작극은 한때 감금과 처형이 이루어진 장소였고 지금은 기념 지구가

사회, 그리고 전 세계적 차원에서 깊은 연결고리를 새로이 늘릴 수

기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질문한다. ‘그 대상은 여성인가? 아니면

보존, 진흥, 개발을 책임진 기관이다. 과거 대서양을 오가는 노예무

된 프놈 트룽 밧에서 상연되었다. 이 뜻깊은 프로젝트는 유산과 세

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힘에 관한 논의이다. 다시 말해 누가 어떤

원주민 공동체 구성원들인가? 폭력이나 압제 희생자들의 목소리는

역 장소였고 현재는 유네스코 세계유적지로 등재된 쿤타킨테섬(구

대 간의 대화, 공연을 활용해 강제 결혼의 여파와 현대 캄보디아 사

스토리를 전할지 결정하며 스토리를 어떤 방식으로 전하는지에 관

어디 있는가? 또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노인층, 청년층은?’ 이에 시

제임스섬)도 NCAC에서 관리하고 있다. NCAC는 또한 과거 노예무

회의 젠더 규범에 미친 영향을 집중 조명했다.

한 논의이다. 어떤 장소의 역사에 관해 좀 더 편안히 전달될 수 있는

민사회 참여를 강화하고 유산의 변혁적 기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

역의 유산과 현재의 경제 불평등 간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밝히는 내

마지막으로 소개할 예는 칠레의 비야 그리말디(Villa Grimaldi)

이야기만 선택하고 이론의 여지가 있는 기억 등을 제외해서 전체 이

로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답을 찾고 있는 대표적인 양

러티브와 공공 아트 프로그램으로 이 역사 유적지를 활성화하기 위

이다. 피노체트 독재 정권 시절 감금, 고문, 학살이 자행되었던 이

야기를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더는 우리가 진실을 알리고자

심의 장소(그중 일부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를 소

해 이곳에서 각각 관광 가이드와 전통 공예가로 활동할 지역 청소년

장소는 오늘날 비야 그리말디 평화공원으로 바뀌어 이곳을 찾는 관

노력한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애초에 이론의 여지가 있는 기억이

개해 보겠다.

을 25명씩 훈련시키고 있다. 이 사업은 직업능력 개발과 일자리 창

광객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이 형

만들어지게 한 불공정한 권력 체계를 영속시키는 꼴이다.

미국에 있는 토머스 제퍼슨의 몬티첼로(Monticello)는 오랫동안

출을 통해 감비아 청년층에 심각하게 나타나는 긴급한 이주 위기 문

무소의 생존자들이나 희생자 유가족들은 이곳에서 공유되는 이야

그렇다면 기억과 문화예술의 장소가 지닌 변화의 잠재력이야말

제퍼슨의 이야기를 전해왔지만, 제퍼슨과의 사이에서 여섯 명의 자

제를 완화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쿤타킨테섬에서 공유되는 역사

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얻은 교훈을 지

로 우리가 공유된 이야기를 통해 보편적 인간성을 이해하게 해주고

녀를 출산한 노예 여성 샐리 헤밍스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것

적 이야기와 방문객들의 체험이 현재의 사회 문제와 과거를 연결해

역 중등학교와 주민 커뮤니티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금의 사회문

상호 유대감을 키우고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해주는

은 불과 최근의 일이다. 이 유적지는 헤밍스의 후손들은 물론 노예

주는 것은 물론이고, 감비아의 문화예술을 자랑하는 동시에 지역사

제 해결에 적용 해보는 과정을 통해 위안과 치유, 그리고 변화의 계

것이다. 그 방법은 세대 간 대화나 예술에 기반한 스토리텔링처럼 은

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더 큰 공동체와의 협력하에 노예제도의 끔찍

회 구성원들에게 경제적 기회까지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기를 얻는다.

근하고 간접적일 수도 있고, 희생자와 생존자 및 후손 공동체에 대

함과 그것이 오늘날 미국사회에 남긴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불평등

지난 10년 사이 끄데이 카루나(Kdei Karuna)는 크메르루주 정

이러한 양심의 장소들에 반영되고 이곳에서 촉진되는 다양한 관

한 피해 보상 촉구처럼 구체적이고 직접적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

을 온전히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포함되는 데

권이 자행한 만행의 역사에 대한 고찰과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캄

점은 우리의 광범위한 국제 활동을 표상한다. 진실을 말하려는 노력

됐든 바로 이런 역할 때문에 유산은 단순히 우리와의 연관성에 그치

그치지 않고 핵심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1944년 이탈

보디아에서 평화 구축 및 화해에 힘쓰는 선도적인 NGO 중 하나가

을 거스르는 강력한 반대 세력은 오랫동안 존재해 왔고 지금도 사라

지 않고 지금, 그리고 먼 미래에까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이룩

리아 볼로냐 인근에서 750명이 넘는 민간인이 나치에게 학살당한

되었다. 캄보디아 전역의 유적지에 마련된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

지지 않았다. 이들은 전체주의와 박해의 역사를 조작하거나 신빙성

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이다.

장소에 자리 잡은 몬테 솔레(Monte Sole) 평화 학교 재단은 이곳

램을 통해 진실을 알리고 과거를 기념하며 상처를 치유하는 이니셔

을 떨어뜨리고 효과적으로 지워 없앰으로써 인권뿐 아니라 기억 자

의 역사와 유적을 활용하여 몬테 솔레와 그 너머의 지역에서 나치

티브를 시행하며, 그 과정에서 전 크메르루주 고위 간부들과 희생자

체를 겨냥한다. 이 같은 경향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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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목수들의 마을
밤섬과 조선(造船) 기술
이동아
책임연구원, 문화살림연구원

밤섬이란 지명은 섬의 모양이 밤(栗) 모양을 닮았다는 데에서 유래

무 사이에 판을 덧붙이는 방법 등을 거치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으

하였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이에 있

로 발전하였다.

는 섬으로 배를 만드는 목수들이 사는 마을이었다. 배 목수들이 밤

배는 강과 바다를 건너 다른 세계로 이동할 수 있고, 많은 짐을

섬에 모여 살게 된 것은 밤섬 인근인 서강 지역에 조선시대에 선박

한 번에 실어 운송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배의 이동성과 운송성은

과 군함을 관리하던 관청인 전함사(典艦司)의 외사(外司) 사수함(司

한국 전통문화 내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지니기도 한다. 죽은 자를

水艦)이 있었기 때문이다.

위해 지내는 새남굿에서는 저승으로 들어가는 이동수단이었고, 마

배는 사람・가축・물자 등을 실어 나르던 운송 도구이며, 이동

을굿에서는 부정한 것을 실어 보내는 운송수단이었다. 이처럼 배

도구인데,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면 태화강 상류에 있는 반구대 암

는 이승과 저승 모두에서 중요한 이동수단이며 운송수단으로 인식

각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오랜 옛날부터 존재했다. 배를

되었다.

만드는 기술은 나무를 쪼개서 사용하는 원시적 방법에서 쪼갠 나

밤섬에서 만들었던 나룻배를 수리하기 위해 모래사장에 놓아둔 사진. © 이일용

1968년 2월에 밤섬을 폭파했지만, 한강의 흙들이 쌓이면서 다시 섬이 되었다.
매년 추석을 전후 한 날을 잡아 주민들이 배를 타고 들어가 귀향제를 지내고 있다.
© 이일용

밤섬의 배 목수 이일용이 배를 만드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 이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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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삼면이 바다이고 내륙 곳곳에는 크고 작은 강이 있다. 그래서 각 지형의 특성에
맞는 배를 만들어야 한다. 밤섬의 배 목수들이 만드는 배는 첨저형과 평저형이다. 첨저형(
尖底形)은 V자 모양으로 배의 깊이가 깊고, 배 밑이 좁은 형태이다. 평저형(平底形)은 U자
모양으로 배의 깊이가 깊지 않고, 배 밑이 넓다. 첨저형은 배의 깊이가 깊어 바다에서 풍랑
을 만나도 전복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펑저형은 배 밑이 넓어 갯벌이 많은 서해나 수심
이 얕은 강에서 다니기 수월하다.
밤섬의 목수들이 기억하는 한국 배의 특징은 외판의 고착방식, 나무못의 사용, 댓갈의 사
용이다. 한국에서 배를 만들 때 배의 외판을 고착하는 방식은 중국이나 일본의 방식과는 다
르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배를 만들 때 외판을 고착하는 방식은 판자를 서로 맞대어 붙이는
카벨 방식(carvel joint, 平張)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배를 만들 때 외판을 고착하는 방식은
판자에 홈을 파서 겹쳐 붙이는 클링커 방식(clinker joint, 鎧張)이다. 클링커 방식은 나무를
덧댈 때 밑에 대는 나무의 측면을 ㄴ자형으로 턱을 따낸 후 나무판을 덧대는 것이다. 한국에
서 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못은 뽕나무를 깎아 만든 가쇠못과 참나무를 깎아 만든 피새못이
다. 가쇠못은 배의 배밑판과 외판을 연결할 때 사용하고, 피새못은 외판과 외판을 연결할 때
사용한다. 댓갈은 나무와 나무 사이의 틈새를 메꾸는 삼나무 껍질이다. 삼나무 껍질로 만든
댓갈은 얇고 부드러워 배의 밑판이나 외판의 틈새를 메꾸는데 용이하다. 댓갈로 배의 틈새
를 메꿈으로써 배가 물에 닿아도 물이 새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에서 배를 만들 때
이일용 기증 유물 도면들-밤섬의 배 목수 이일용은

클링커 방식·나무못·댓갈을 사용하면 배를 수리해야 할 때 배 전체를 해체하는 것이 아닌

배를 만들 때는 도면을 따로 그리지 않고, 머릿속의

상한 부분만 떼어내어 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식만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배 만드는 일을 그만

밤섬은 서울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1968년 2월 13일에 폭파되었다. 밤섬의 폭파로 주민

둔 후 조선(造船) 기술을 잊지 않기 위해 도면을

들은 밤섬 인근 창전동으로 이주하였다. 그리고 20세기 이후 철도와 자동차의 발전, 도로

그려 보관하고 있었다. © 서울역사박물관

와 큰 다리의 설치로 인해 배를 이용한 이동과 운송에 대한 효용성이 감소하였다. 밤섬에
서의 이주와 배의 효용성 감소는 배 목수들에게 위기였다. 이로 인해 배 목수들은 집을 짓
는 목수들로 전향하였다.
밤섬과 밤섬 사람들, 그리고 밤섬의 조선 기술은 잊히고 단절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년 2번(음력 1월 2일과 추석 전후) 창전동과 한강에 새롭게 조성된 ‘밤섬’에 모여 ‘밤섬부
군당굿’을 지낸다. 이때 사람들은 밤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밤섬에서 전승되던 무형의
여러 지식들(채빙, 강에서 고기잡이, 생활 지식, 조선 기술 등등)들을 공유하고 전승하고 있
다. 이러한 내용들은 동화책, 박물관 전시, 미술 전시, 영상, 신문기사 등의 형태로 세상에 알
려지고 있다. 밤섬과 밤섬의 무형 지식들은 밤섬이란 공간이 아닌 밤섬 사람들에 의해 공유
되고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밤섬에서 마을 주민들이 모시던 신을 창전동으로 모셔와 제를 지내는 곳. © 이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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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s hand holding Buddhist prayer flag
at Zurig Dzong, Paro Valley, Paro District,
Bhutan © ingramsingles, kr.123rf.com

기억하는 것,
기억되는 것
“기억이 없는 문화는 없다. 기억이 없다면 문명도, 사회도, 미래도 없다.” – 엘리 위젤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무형유산이라 함은 너와 나의 기억이 공유되어 역사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현대화된
사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멀게 만들고, 전승환경도 바꿔 놓았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서 무형유산은 여기 있다고
존재감을 드러낸다. 어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는지 키르기스스탄, 부탄, 라오스, 사모아로 가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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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가(Lauga): 웅변술

관습은 변하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영원하다

페이스북이 사회적 대화에서 중요하게 군림하는 현대 세계를 살

사모아의 제의와 전통 의식에서 유창한 연설은 문화적 지식의 정점

아가면서 고대 사모아 문화의 중요한 특징을 보존하는 능력은 진화

을 보여주며 집단 기억의 주요 형태로 작용한다. 부족장 수여식이나

의 과정에 있다. 사모아의 문화적 풍경과 그 운명은 여전히 사모아

장례식 등의 공식 행사에서는 웅변가 족장인 투라파레(tulafale)가

인에게 달려 있지만, 사모아 문화를 다양하고 풍성하게 차별화시켰

라우가(연설)를 하는데, 이 연설의 영예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매

던 원동력이 인류의 다양하고 통합된 세계 속에서 고귀하고 발전적

우 치열하며 몇 시간 동안 이어진다. 이 토론은 “오 레 시바 로아 마

인 방식으로 보존되기를 희망한다.

레 파아타우 파이아(o le siva loa ma le fa‘atau pa’ia)”, 즉 오랜 춤
갈루마레마나 스티븐 퍼시발

과 신성한 만남이라 한다. 이러한 숙의와 이어지는 연설은 사람, 장

무형유산 통신원, 사모아

소, 시간에 관한 풍성한 지식과 이야기로 가득하고, 가족의 유대와
조상에 대한 예를 강화하면서, 정체성, 전통, 자격을 강조한다. 시, 노
래, 춤에서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유기적으로 결합된 지식이다.
하지만 그러한 행사에서 공유되는 지식은 진공 상태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 정적인 것도, 불변인 것도 아니다. 문화적 표현은 끊임없

NOTE
1 2016년 사모아 통계청 기록에 따르면 사모아
인구는 195,979명이며, 2021년 예상 인구는
203,552명이다.[https://www.sbs.gov.ws/images/
sbs-documents/social/Abstract/Abstract_2020.pdf]

이 변화하는 현실의 반영이며, 무형유산의 변화는 느리고 짧은 시간
에 알아채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중요한 변화
를 드러내며, 생활 방식, 언어, 문화적 표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관습은 변하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영원하다
무형유산 전승에서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현대 사
모아의 흥미로운 격언이 있다. “에 수이 파이가 아에 투마우 파아바
에(e sui faiga ae tumau faavae).” 웅변가 족장들이 자주 언급하는
이 격언은 관습(파이가) 또는 사모아 문화를 드러내는 방식이 변할
수는 있지만, 관습의 근본(파아바에) 또는 기본 목적은 여전히 동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거에는 관습에 따라 예를 갖춰서 수아 탈

바이로로 대체물로 바치는 와인. 병의 윗부분에 붙어있는 20불 지폐에 주목

리 수아(sua tali sua), 통돼지와 다른 음식 제물, 섬세하게 직조한

© Steven Percival

매트를 바치던 자리에 이제는 웅변가 족장이 ‘수아 탈리 수아’라 칭
하는 돈 봉투를 대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신선하고 풋풋한 코
코넛 대신 와인이나 청량음료를 바이로로(vailolo, 의식에서 바치는
음료)로 사용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그리고 현대 사모아에서
제의에 코코넛을 사용할 때면, 이제 꽃 대신에 지폐를 말아서 코르
크 마개에 꽂는다. 현대 사모아인들은 이러한 변화가 관습의 근본적
인 목적에 영향을 미칠지가 당연히 궁금할 것이다. 알로파(사랑)를
표현하려는 바람이 제의에서 코코넛을 바치는 관습을 탄생시킨 거
족장 즉위식에서의 선물(염색천) 증정. © Steven Percival

바이로로(Vailolo), 전통적 의식에서 바치는

라면, 와인의 취기나 청량음료의 높은 당 함량은 여전히 이러한 미

꽃이 꽂힌 코코넛 음료. © Steven Percival

덕을 반영하는가? 편의로 인해 과거에 전통적 공물이 요구하는 노
력이 사라진 것인가?
한편 타지 르 파고고(Tagi le fagogo)는 교훈적인 우화를 읽어주
는 사모아의 관습으로 과거 외부와의 접촉이 없던 시절에 널리 연

사모아는 언어와 인종이 단일한 독립 국가로 폴리네시아의 ‘주도’

전히 풍요롭고 독특하다. 이러한 사모아 무형유산의 근간에는 구어

행되었다. 제의의 웅변과 더불어, 정기적인 우화 읽어주기는 기억되

를 구성하는, 폭넓게 정의된 제도에 속한다. 사모아 전체 인구는 20

가 있다. 사모아인의 삶의 방식이 구전 문화에서 문자가 우세한 사

는 현실의 중요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이야기와 양질의 세대 간

만 명에 조금 못 미치며¹ 80%가 넘는 사모아인이 농촌에 거주하는

회로 바뀐 지는 겨우 200년에 지나지 않는다. 성경을 사모아어로 번

대화가 오가던 한때 매우 소중하고 도덕적 권위가 있던 공간이 사

데 농촌의 생활방식은 외부 패러다임, 가치, 수입 식품, 매우 열악한

역했던 초기 선교사들의 노력은 토착어로 쓰인 성경뿐 아니라, 현

라지면서, 현재 사모아인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무형유산은 크게 감

건강 상태로 인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했다. 사모아인 대다수가

존하는 사모아 문자 모델을 탄생시켰다. 구어가 무형유산의 근본이

소했다. 이제 더는 밤에 우화를 읽어주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사모

기독교 계열 종교를 믿으며 사모아에 거주하는 인구의 최소 두 배

라면, 문자 형태의 언어를 포착한 것은 사모아와 사모아 디아스포

아인은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시간을 보낸다. 이러한 신기

이상이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라에서 세대에 걸쳐 언어가 계속 사용되고 전승하는 데 기여했다.

술들은 무형유산을 전달할 수 있지만, 이 전달에 더는 친밀감이 존

외부의 영향과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사모아인의 무형유산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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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사람, 장소 그리고 이야기: 지식전승과 보호를 위한 프레임워크

VOLUME 49 ICH COURIER

15

기억과 전통: 21세기
라오스의 무형문화유산

20세기에 전 국민이 경험한 국내의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라

아이폭(ipok), 인형 그리고 루앙 프라방 불교사원을 장식하는 데에

오스의 무형문화유산은 생생하게 살아있다. 1975년 12월 2일 라오

사용되는 스텐실 등과 관련된 지식을 전승하고 있다. 과거 왕실과 그

인민민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1976년 평화를 되찾았다. 하지만 라

손님들을 위해 공연되었던 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무용과 무용 의

오(Lao)족뿐만 아니라 몽(Hmong)족 등 여러 민족의 무형유산 보

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혜를 알려준 생존해 있거나 돌아가

유자와 연행자를 포함, 많은 수의 인구가 이미 다른 나라로 이주해

신 자신들의 스승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행하는 의식도 전수한다.

갔다. 라오스 무형유산 장인 혹은 지식 보유자들이 해외로 이주해 간

만약 무용수가 자신의 공연 의상을 만들지 않는다면 이는 스승에 대

결과, 이러한 지식의 세대 간 전승이 단절되었다.

한 모욕이다. 새로운 무용수들은 일부 춤은 오로지 신을 위한 것이

예를 들어, 이전 지배 엘리트, 왕족, 귀족들은 전통 무용과 음악

어서 인간인 관객에게는 등을 돌리고 공연해야 한다는 것도 배운다.

린다 매킨토시

과 같은 일부 관습의 후원자였다. 루앙 프라방(Luang Prabang) 왕

루앙 프라방의 어르신들은 비록 장인도, 연행자도 아니었지만,

연구원, 트레이싱 패턴 재단

립 오케스트라의 경우, 현재는 그 구성원 중 단 한 명만이 생존해 있

이러한 다양한 무형유산을 기억하고 있다. 그들은 공동체의 다른 구

고, 약 12명 정도의 젊은 연주자들이 그의 문하에서 배움을 이어가

성원들에게 자신들의 기억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일부 전통의 연행

고 있다. 그의 학생 중 한 사람만이 현재 새로운 학생 세대에게 라

을 복원할 수 있게 한다. 무형유산 보호에 상당히 유용한 부분이다.

오 악단을 구성하는 어쿠스틱 악기의 연주법을 가르칠 수 있다. 아

동시에 이러한 전통의 토대이자 존재 이유인 지식을 기록하는 것 역

침 기상 시간에 하는 공연은 계속되어온 전통이며, 관광객은 새로

시 매우 중요하다. 몇몇 주민들은 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지만 많

운 관객이 되었다.

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분 라이 허아 파이(Boun Lai Heua Fai)는 루앙프라방의 불교 우기가 끝나고 열리는 신성한 축제이다. 신화적 존재들을 종이 연등으로
만든다. 연등은 사원과 마을에서 만들어지고 메콩 강에 제물로 띄워보내기 전, 구시가지에서 행렬을 벌인다. © Linda S. McIntosh

무용은 사실 신에게 봉헌하는 공연이었으며, 이전에는 왕실을 위

일부 라오스의 무형유산은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미 소멸한 종

해 공연되었지만, 현재는 소수의 여성만 알고 있을 뿐이다. 상류층은

목들도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구전 전승 이외 방법으로 전통의 토

불교사원 건축과 장식도 위탁했다. 재료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과 지

대이자 존재 이유인 살아있는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

식, 그리고 기법은 후원이 중단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하다. 글로 된 기록은 공동체, 학교, 도서관 그리고 대학에 보급될

왕실의 여성들은 금속실과 돌조각 아플리케를 이용한 금 세공품
이나 자수품을 만들 특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공예품은 신

수 있다. 관련 인물에 대한 인터뷰는 녹취와 시청각 기록으로 보존
될 수 있다.

분을 표시하는 것이 되었다. 라오스 수립 이후 상류층의 구성원들

역설적으로 라오스의 무형유산은 생생하게 살아있다. 사원에서

은 라오스를 떠났고, 결국 라오스의 금세공은 중단되었다. 이러한

북을 두드리고 종을 울려 시간을 알려주는 것은 지금은 비록 모든

왕실 계급의 신분 표식의 제작 및 사용이 움츠러들자, 관련 지식의

사람이 손목시계, 괘종시계 혹은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휴대전화

전승 역시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왕실과 관련된 다른 무형유산 역

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속된다. 이러한 근대적인 시간 측정 방법

시 당국에 의해 금지되면서 일부 전통은 잠정적으로 혹은 영원히

은 일상적인 기부를 준비하는 시간이나 축제를 하는 때를 알려주지

중단되었다.

않는다. 근대화와 21세기의 생활 방식은 개인이나 공동체에 변화를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무형유산 복원을 논의하며 상기 언급한

가져오지만, 라오스 국민은 수많은 무형유산을 지켜왔다.

금지사항들이 폐지되었다. 기억은 잠정적으로 실행과 전승이 중단

여러 단체와 기구들은 공동체와 협력하여 지식을 기록하고 이

되었던 무형문화유산 전통에 대한 지식의 보고로 기능하게 되었다.

를 국민에게 보급하는 것을 후원함으로써 국가의 유산을 보호할

몇몇 무형유산의 경우, 장인들이 더 이상 라오스에 남아있지 않아 기

수 있다.

술, 상징성 그리고 활용과 같은 생산에 관련된 지혜를 전승할 수 없
게 되었다. 이러한 지식은 책 등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구전 교육을
통해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기억은 매우 중요하다.
근대화와 도시와 역시 다른 종목의 일상적 연행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다. 예를 들어 루앙 프라방 마을의 도시화는 녹색 공간, 특히 음
식, 약품 그리고 봉헌물을 제공해 주는 가정원예를 감소시켰다. 현재
대부분은 자신들이 키우지 않은 금잔화, 바나나 잎으로 만들어진 봉
헌물을 구매한다. 이러한 것들을 재배할 환경도 사라지고 이와 관련
된 무형유산이 제대로 전승되지 못하면서 계절마다 나오는 상서로
운 의미를 담은 꽃은 이제 봉헌물로 쓰이지 않게 되었다.
공동체 중심의 단체는 라오스의 다양한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
한 길을 다지고 있다. 이러한 단체 중 하나가 루앙 프라방 소재의 노
르파오 그룹(Norphao Group)이다. 새로운 음악가 세대를 교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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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외에 이 단체 구성원들은 종이 등, 소방선, 그리고 꽃꽂이를 비

바치(Baci) 의식은 신과 조상에게 건강과 안전을 바라고, 결혼과 같은 통과의례,

롯해 단기간만 사용하는 봉헌물과 관련된 전통 지혜와 금세공, 자수,

손님 맞이 전 마음을 달래기 위해 행해지는 중요한 의식이다 © Linda S. McInto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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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의
무형유산과 그 기억
치나라 보순바예바
전문관, 유네스코키르기스스탄위원회

(Toguz Korgool), 망갈라/괴취르메(Mangala/Gocurme)’는 카자

“마나스, 세메테이, 세이테크”의 디지털화를 개척했으며, 비정부기

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터키가 공동 등재했고, ‘플랫브레드를

구인 농촌개발기금(Rural Development Fund, RDF)은 자연과 우

만들어 나누어 먹는 문화: 라바시(Lavash), 카티르마(Katyrma), 주

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뿐만 아니라 키르기스 전통 지식의 디지털 기

프카(Jupka), 유프카(Yufka)’는 아제르바이잔, 이란(이란 이슬람 공

록 시리즈를 개발했다. 키르기스 국립도서관을 비롯한 키르기스스

화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터키가 공동 등재했으며,

탄의 도서관은 점점 더 많은 독자가 인터넷을 이용해 세계의 정보

‘누루즈(Nooruz)’는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자, 인도, 이란, 이라

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디지털 형태의 국가 도서 목

크,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타지키스

록을 개발했다. 예를 들어 국립도서관은 ‘유산네트워크(Network

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터키가 공동 등재했다. 이는 키르기스

of Heritage)’ 프로젝트의 틀에서 전자 CD-ROM에 역사적, 문화

민족이 유목 문화에 기반한 풍부한 역사, 문화 그리고 전통을 지니

적으로 중요한 서적뿐만 아니라 마나스 서사시의 초창기 본에 나

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현과 전승은 세대를 거치면서 계속 진화해

오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아냈다. 디지털화는 키르기스 전통 지식

왔다. 비록 다양하고 중복된 기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기억

의 핵심을 소개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을 제고할 뿐

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화유산은 사람들에게 정체성에 대한 인식

만 아니라 문화적 기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전승할 수 있는 방

과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면서 환경에 따라 변화할

법 중 하나다.

수 있는 지속성을 제공한다. 키르기스 문화의 모든 것은 물질적, 정

키르기스 민족의 문화유산은 집단의 기억으로서 구전으로 혹은

신적 세계를 나타내는 고대 조상들의 자취를 묘사한다. 하지만 무형

관습과 표현을 통해 세대를 거쳐 보호되고 전승되어 왔다. 그러나 현

유산은 가장 부서지기 쉬운 섬세한 형태의 유산이며, 보호와 발전을

대의 생활 방식은 일반 대중, 특히 젊은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현대

위한 원천이기도 하다. 특히 세계화와 근대화로 인해 살아있는 유산

적인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디지털 기록의 개발은 키르기스

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다.

공화국에게도 오늘날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혁신적인 방법이다. 기

근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키르기스스탄에서도 문화적 기억

성세대는 무형유산의 보호를 보장하고 이를 젊은 세대에게 전승하

이 기록되고 디지털화되기 시작했다. 디지털 기록을 통해 공동체

기 위한 디지털화의 대상이 되는 소중한 문화적 기억을 지니고 있다.

의 문화적 기억을 보호하고 전승할 수 있게 되었다. 키르기스 공화
전통 지식과 기술은 관습과 표현을 통해 전승된다. © National Commission of the Kyrgyz Republic for UNESCO

국에는 문화적 기억의 디지털 기록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수의
정부 및 비정부기구들이 있다. 그 예로 국립키르기스공화국과학아

NOTE

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 of the Kyrgyz Republic)

1 V
 incent O’Brien, Kenesh Dzhusupov, and Tamara

와 KTRK(Public Broadcasting Corporation of the Kyrgyz
키르기스스탄은 고대 실크로드의 ‘아시아의 심장’에 위치한 가장 매

의 생명력은 유산의 실행과 구현에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의 지속적

Republic)를 들 수 있다. 또한 유네스코 2003 협약에 따라 인증된

력적인 나라 중 하나로, 94% 이상이 산악지대로 둘러싸인 나라다.

인 전승을 통해 보장된다.

비정부기구인 ‘아이기네 문화연구센터(Aigine Cultural Research

키르기스 공화국에는 80여 개의 민족이 살고 있으며, 대부분은 키

게다가, 키르기스 민족의 문화유산은 세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르기스 민족이다. 키르기스의 문화유산은 상당 부분 유목 유산의 영

문서 기록의 형태가 아닌 구전으로 전승되어 왔다. 따라서 무형적 형

향을 받았다. 키르기스인들은 독특한 문화환경을 형성하였으며, 풍

태로 이어오는 기억은 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키르기스 문화

부한 무형문화유산(ICH)을 보유하고 있다. 문화유산의 생명력은 관

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는 “마나스 서사시(Epic of Manas)”다. 이는

습, 표현 혹은 구전을 통해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세대를 거쳐 보호

대대로 구전으로 전승되어온 엄청나게 긴 시로, 이것이 기록되기 시

되고 전승되고 있다. 글이나 시청각 기록의 형태는 20세기 들어서

작한 것은 근대에 이르러서이다. 마나스 서사시는 이 종목의 보유자

야 겨우 활용되기 시작했다.

를 일컫는 ‘마나스치(manaschi)’에 의해 구전으로 전승되어 온, 세

근대국가의 형성 과정은 고대의 역사, 문화, 전통, 풍습을 포함

계에서 가장 긴 서사시 중 하나이다. 이 서사시는 20세기에 들어서

하며, 관습과 표현에도 반영된다. 유목민 조상들은 현대 키르기스

비로소 기록되기 시작했다. 궁극적으로 마나스 서사시는 키르기스

가족 속에 여전히 살아있고, 일상의 영적 태도 속에 스며있다. 빈

민족의 전통, 관습, 의례, 의식, 명절 그리고 일상생활을 묘사하고 있

센트 오브라이언(Vincent O’Brien)과 케네시 주수포프(Kenesh

으며 문화의 핵심으로서 키르기스 민족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따

Dzhusupov)에 따르면 “키르기스 민족은 의식 관습을 통해 조상들

라서 사람들은 비록 글로 쓰여있지 않아도 그것을 자신들의 문화유

이 물려준 가치를 다음 세대로 전해주고, 자신들의 후손이 고대 유

산으로 잘 인식하고 있다.

목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고향 땅에 대해 특별한 태도를 갖도록

문화유산의 가치와 그 실천은 다양한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 발

장려하면서, 자신들의 세계의 신성한 체계를 보존하고, 세계 질서를

전하므로 충분히 집단의 기억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키르기

유지하기를 열망한다.”¹ 유목 전통과 관습은 사회관습, 의식 및 축

스 민족은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다양한 문화를 대표하는 공동의

제, 전통공예 등과 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실행되고 있다. 따라서

유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

문화적 기억과 ICH는 키르기스 민족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일부

산 대표목록에 많은 다국적 유산을 공동 등재했다. 예를 들면, ‘전통

이며, 이는 가정생활, 관습 그리고 의례 등으로 입증된다. 문화유산

적 지능 전략 게임: 토기즈쿠말락(Togyzqumalaq), 토구즈 코르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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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CRC)’는 현대 서사시 창자들이 암송하는 3부작 서사시

Kudaibergenova (2012), “Land, culture and everyday life in
Kyrgyz villages,” in Ian Convery, Gerard Corsane, and
Peter Davis (eds), Making Sense of Place: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Woodbridge: Boydell Press), p. 91.

키르기스스탄 국경일에 행해지는 전통놀이 © National Commission of the Kyrgyz Republic for UN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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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의 사라져가는
기억의 보존

어릴 적 할머니가 들려주던 남쪽 평원에서 살던 버팔로 노르부

음식 조리법, 농사법, 사회계약, 관습 등의 구전 전통과 다양한 종목

(Norbu)가 그의 친구들에게 티베트에서 소금을 가져오겠다고 약

의 무형유산이 담기게 될 것이다.

속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난다. 소금을 얻기 위해 노르부는 친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형유산에 인식을 높이는 것은 아

구 버팔로의 털을 전부 가져가기를 원했다. 그는 친구 버팔로의 털

니다. 특히 오래 이어져 온 무형유산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고 소셜

을 가지고 소금을 얻으러 길을 떠났다. 하지만 티베트에 도착한 그

미디어에 깊이 몰두하는 젊은 층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는 그곳을 사랑하게 되었고, 날씨는 산에서 영원히 살아도 될 만큼

문화 증진을 위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와 같은 소셜

따뜻했다. 그래서 야크는 털이 많고, 버팔로는 노르부가 소금을 가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적 매체를 활용하면

져오는지 알아보려고 지금도 별을 쳐다본다고 했다. 나의 할머니

부탄은 물론 해외에서도 야클라에 대한 인식을 상당히 높일 수 있을

카르마 잠쇼

가 이야기를 들려주던 그때 나는 그것을 그저 단순한 이야기로만

것이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우라의 야클라와 상(Sang) 의식에 대한

연구원, 로덴 재단

받아들였다.

정보를 보급했던 경험은 전문적인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여 무형문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내 할머니가 내게 해주었던 이 이야기가

화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증거였

훗날 나의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나에게 전승된 무형문화라

다. 페이스북의 게시글과 사진은 24시간 만에 수백 번 공유되었고

는 것을 점차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의 내가 생각하는 문제

약 158,662명이 영상을 시청했다.

는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의 지원활동을 늘리고 대대로 물려주어 그
것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더 나아가 개인적으로 기록을 가상현실(VR)로 경험하는 것이 얼
마나 멋있는 일인지를 상상해 본다. 그 속에서 해설자는 종목에 대

나는 교육과 사회적 기업을 통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

해 설명하고, 경험자는 사실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다. VR 속에서 우

적을 가지고 부탄의 문화와 전통의 보호에 헌신하고 있는 부탄시민

리는 실제로 우리 조상들의 기억을 현실로 가져올 수 있다. 비록 그

사회기구(Bhutanese 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인 로덴 재

것이 디지털 아바타이지만 말이다. 젊은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단(Loden Foundation)에서 일하고 있다. 재단은 구전 문화와 기록

문화적 정체성을 돌아보며 우리의 부모 세대로부터 이어져 온 이러

문화의 통합 아카이브를 만들어 부탄의 독특한 문화유산을 보존하

한 문화, 전통 그리고 일상의 관습과 습관들이 나의 행복에 필수적

고 전승하며, 이를 통해 부탄의 오랜 지식과 지혜를 대대로 전해주

임을 이해한다. 현세대는 무형문화유산을 지키는 유산의 담지자로

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서 이러한 문화와 전통에 대한 지식과 기억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

로덴 재단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부탄의 무형

고 반드시 우리의 아이들에게 선물로 물려주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유산 10개 종목을 발굴 해냈다. 이들 문화 전통의 기록을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야크 노르부 이야기, 그리고 수천 가지의 다른 이

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야기들이 인류의 유산으로 지속될 수 있다.

지원을 받아 이들 종목에 대한 기록 영상 제작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라져가는 전통의 하나는 야클라(Yaklha)이다. 이 의식은 야크
(Yak) 신을 위무하기 위해 매년 여는 의식으로 부탄에 불교가 보급
되기도 전인 거의 1,000여 년 전에도 존재했던 문화다. 수풀이 우

푸르셰 산을 오르는 우라 여인들은 린진 초모의 북소리에 맞춰 “쇼모
알레로모(Shomo Alelomo)”를 불렀다. 상(Sang) 의식과 아체라모(Azhe
Lhamo) 춤은 우라와 인근 싱카르 마을만의 독특한 문화 관습이다. 둘 다
전적으로 지역 여성들에 의해 연행되고, 불교 이전부터 존재한 오랜 역사를

거진 고원지대에서 얼마나 많은 우라(Ura)의 야크 목동들이 자신들

가지고 있다. 의식 기간 내내 여성들이 앞장서서 축제를 이끈다. 그러나,

의 가족과 야크와 함께, 야크로 만든 제품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소

대부분의 젊은 여성들이 학교, 대학, 또는 직장에 다니기 위해 지역을 떠나며

박한 삶을 살았는지 상상해 보는 것은 멋진 일이다. 하지만 시골 지

연행이 줄어들었다. © The Loden Foundation, Karma Jamtsho

역이 발전하면서 심각한 인구학적 변화가 일어났으며, 우라 지역의
직업 문화는 이제 야크 목동 하나뿐으로 야크 사육과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한 야클라 의식과 같은 야크와 관련된 문화만이 남아있다.
야클라 의식에 관한 기록은 카르마 푼쵸(Karma Phuntsho)가
쓴 짧은 에세이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로덴 문화팀은 사라
져가고 있는 전통에 대한 기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영상으
로 제작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라에 남아있는 야크 떼 사이
에서 열리는 의식을 기록하기 위해 그곳으로 조사를 갔다. 나는 이
사라져가는 문화를 발전된 기술을 통해 기록하고 담아내는 데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전체 의식은 주요 장면의 사진과 인
터뷰, 개인적인 대화 녹음과 함께 4K 비디오로 담겼다. 영상팀은 이
담초엘라(Damchoela)는 우라(Ura) 지역에 얼마 남지 않은 고지 야크 목동 중 하나이다.

결과물을 현재 로덴 재단이 제작하고 있는 디지털 자원 ‘부탄의 문

그는 야크 목축이 예전처럼 행해지지 않음을 우려하며, 고지대의 목축 문화가 사라지는

화(Cultures of Bhutan, CoB)’ 웹사이트에 업로드할 예정이다. 여

시점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 The Loden Foundation, Karma Jamts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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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투명성을 갖춘
스리랑카 수직기
산업의 성장 촉진

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패션

를 운영해 왔으며, 스리랑카 전역의 1,000여 명의 장인을 지원하고

산업에서 브랜드 회사가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상품을

있다. 셀린은 일의 수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일을 계속할 수 있

생산했음을 보여주는 블록체인 기술과 같은 철저한 투명성과 해결

는 기술을 제공하는 사업 운영 모델 구축을 통해 지역 장인들의 네

책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투명성은 브랜드 회사에게 책임을

트워크를 지원하고자 상당히 애를 썼다. 하지만 이것이 농촌 여성

묻고 더욱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이 되도록 한다.

들에게 상호 보완적인 것은 아니다. 요약하면 우리는 시간제 근무와

철저하게 투명하다는 것은 가치 사슬 안의 모든 참여자가 책임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공방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디자

을 지는 것이며, 브랜드 회사가 공급 사슬이 망가졌다고 손가락질하

인과 전문적 기술을 향상시키며, 확실한 작업 흐름을 보장함으로써

는 시대는 지나갈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상부의 누군가를 비난하기

장인들이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유연한 작

위한 핑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

업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건강 캠프, 어린이 보호시설, 생활

을 것이며,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은 더 나은 결정을 하고 더 큰 선을

기술 프로그램 그리고 종합 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십과 기업가 정신

위해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등의 부가적 요소도 제공한다. 이 모델을 기반으로 셀린은 스

셀리나 페이리스

이것은 어떻게 스리랑카 수직기 산업과 관련이 있는가?

리랑카의 북서부, 동부 및 남부 지역의 외곽 농촌지역의 수직기 마

소장, 셀린 수출 유한책임회사

30년간 나의 가족은 공정무역을 통해 수직기 직조 및 완성품을 판매

을에 많은 공방을 세웠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들이 재정적인 능

하는 사회적 기업인 셀린 수출업 회사[Selyn Exporters (Pvt) Ltd]

력을 갖추고, 편안함을 느끼는 생활 방식을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

전 세계가 글래스고(Glasgow)에서 개최된 제26차 2021 유엔기후
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 2021,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에 세계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을 지켜보
았다. 이는 파리협정에 대한 각국 정상, 그들의 국가, 그리고 국민들
의 약속을 시험하는 자리였다. 이러한 논의와 생각은 대다수 사람에
게 완전히 이질적인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생겨난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어디선가 길을 잃었다. 우리 유산의 풍요로움,
그것이 사람들에게 가져다준 가치, 그리고 그것이 제시해 준 해결책
과의 연결성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지속가능”, “권한 부여”, “순환”과 같은 단어가 남발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그것이 당면한 더 큰 문제들을 다루고 해결한
다고 믿게 된다. 만약 그것이 투명하지 않거나, 상호 연관되지 않거
나 혹은 종합 성과와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단어 중 어느 것도 의미
가 없으며, 진정한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즉, 어디서, 어떻게, 누
가 물건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가 사용되는지에 대한 정보
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관행이 매우 중요하다.
무형유산을 다룬다는 것은 자신들의 공동체, 재료 그리고 환경
을 존중하며 일하고 있는 독창적인 공예가의 순수성 그리고 신뢰의
그 어떤 것이었다. 문제는 언제나 무형유산에 상업적 수요-공급 모
델을 적용할 때 발생한다. 이 모델에서는 재정적 이익이 지구와 사
람들을 돌봐야 하는 필요성보다 더 중요하다.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
의 통합과 적용을 통해 우리는 변화를 뛰어넘어 명인의 공예품의 매
력과 가치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철저한 투명성 없이는 지속가능성을 달성할 수 없다.
많은 기업이 사회적으로 의식 있는 소비자에 대응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비자들은 점차 자기 자신, 다른 사람들
그리고 지구를 위해 최선의 구매 결정을 하고 싶어 한다.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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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021년 9월에 아태센터가 주최한 “2021 남아시아 무형문화유

에 집중하는 기업에게 블록체인 기술은 철저한 투명성을 가능하게

이다. 우리의 최종 소비자들은 직조된 제품이 의류가 되기까지 무엇

산 보호를 위한 소지역 회의”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을 공유하

하는 근본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원료 조달 시점부터 구매 시점

이 투입되었는지 알 자격이 있다. 공예품의 존엄성은 우리의 직조가

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까지-섬유에서 패션까지- 통합된 블록체인을 통해 QR 코드를 한번

에게 돌아가야 한다.

2021년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창조경제의 해”로서 상기 회

스치기만 하면 소비자는 이제 그들이 구매한 제품에 무엇이 투입되

물론, 이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지만, 이미 공정무역/윤리적 거

의는 회복탄력성을 위해 창조산업의 힘을 탐색하는 중요한 기회였

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완전히 알 수 있다. 블록체인

래와 운영 기준에 투자하고 있는 브랜드는 그러한 통합과정을 시작

다. 끊임없는 논의의 배경인 코로나 상황은 이 논의의 핵심으로 분

기술은 소비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검증된, 실시간의 상세한 메타데

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전

명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 분야의 회복력을 시

이터에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생산과정의 각 단계의 매 지

통적인 산업 경쟁의 사업 접근법에서 벗어나 협업과 협력의 접근법

험했다.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무형유산 공예 판로의 안정적인 선

점이 기록되게 한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그 이후 제품을 친구

으로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리랑카의 수직기가 번

순환 구조 구축”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나는 스리랑카의 수직기

들한테 주거나 제품이 재판매되면, 소비자들은 그들이 가진 정

창하기 위해서는 전 분야에 걸쳐 효과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스

공예의 궤적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했으며 그 결과 스리랑카 수직기

보를 QR 코드에 입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품에 필요한 유통과

리랑카 수직기 분야를 보호하고 성장하도록 할 유일한 방법은 수직

가 대량생산과 속도 대비 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고급 시장과 심

정을 알 수 있게 한다.

기 분야의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인정과 경제적 수익을 누릴 수 있

지어 명품 시장에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게다가 더 혁신적

수직기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에게 내가 사용하는 이 제품은 어

는 공동 창작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스리랑카의 다른 공

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 공급 사슬에 통합한다면 생산 방식의 투

디서, 어떻게, 그리고 누가 상품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

명성을 높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스리랑카 수직기에 대한 더 많은

적으로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 기술은 우리가 공급 사

이야기, ‘위장 환경’ 논쟁을 다루며, 소비자들에게 고부가가치 직물

슬의 모든 단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도록 요구하기 때

셀린: 블록체인을 품다.

의 구매 정보에 대한 입증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매우 중요

문에 스토리텔링 연습 그 이상이 된다. 즉, 누가 이 브랜드를 위해,

셀린은 스리랑카 유일의 공정무역 수직기 회사로, 우리의 비전은

한 단계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이러한 고급 시장과 더 의식

어떤 공장에서, 어떤 조건으로 일하는지, 그리고 그들은 안전한지,

국내 천여 명의 여성들의 생계를 향상시키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

있는 소비자들이 공정무역과 윤리적 브랜드가 말해 줄 수 있는 유

적절한 임금을 받는지, 노동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노동권을 보장받

주는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증진하는 것이다. 30년간 셀린을 운

산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갈망하는 것을 보면, 세계적인 새로운

는지 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이는 또한 우리가 환경, 예를 들

영하면서 우리는 공급 사슬에서 완전한 투명성을 장려하고 새로운

유행은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한다. 이는 단순히 스리랑카의 수직기

면 숲, 바다에 버리는 쓰레기에 신경을 쓰고, 이익을 극대화함에 따

생산 기술을 적용하며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을 혁신함으로써 우리

산업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세계의 많은 공예 브랜드에

라 어떻게 더 탄소 중립을 지킬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

산업을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주도사

게 하나의 기회다.

한다. 또한 공급 사슬을 인간화하고 제품을 시장화하는 과정에 관

업 모델이 훨씬 더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며 지속가능한 목

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프리미엄을 공평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한다.

표를 잘 충족하고 나아가 우리 공예가들의 자부심과 품위를 회복시

철저한 투명성: 길을 닦다.

우리는 수십 년간 축적해 온 기술과 경험을 지닌 사람들, 장인 그리

킬 것이라고 믿는다.

공급 사슬을 통제하고 있는 기업들, 특히 공정무역과 윤리적 거래

고 공예가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다. 그들은 이 모든 과정의 구성원

예 분야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우리는 수직기 분야의 다른 미래를 보고 있다. 우리는 블록체인

을 우리 공급 사슬에 통합하는 과정을 이미 시작했으며, 그를 통해
우리는 진심으로 말한 것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고 진정한 그리고
책임감 있는 공예 브랜드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고 믿는다. 셀린은
우리의 공정무역 기반에 의존하여 우리의 사회적 기업 자격을 이용
하고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작업을 가속화함으로써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 수직기 분야에서 우리의 활동
을 재조정하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더 큰 투명성과 연결된 윤리적,
지속가능한 실천에 대한 약속을 활용하고, 궁극적으로는 스리랑카
무형문화유산의 중요한 일부로서 수직기의 독특한 틈새시장을 개척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산업과 함께 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
하고 있다. 수직기 분야의 철저한 투명성이야말로 지속가능성을 확
보하기 위해 기술과 전통을 결합한 산업으로서 위치, 그리고 글로벌
리더로서 스리랑카의 입지를 다지는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믿는다.

(좌) 셀린의 가족으로서 방직공 © Selyn Exporters (Pvt) Ltd
(우) 셀린의 장인 © Selyn Exporters (Pvt) Ltd
(위) 셀린 공정무역 상품 © Selyn Exporters (Pvt)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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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디 퍄칸(Di pyākhāṁ, 여신춤) 보호

유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디 퍄칸을 계속 연행하거나, 이 문화의 보존

제 스승이기도 한 인드라 마하르잔(Indra Maharjan)이고, 저보다

을 위해 자발적으로 배운다.

먼저 해골 귀신 역할을 맡아 춤을 췄던 형들한테도 배웠습니다.”

이 단체에는 네다섯의 어린이부터 중년에 이르는 젊은 세대뿐만

어린 시절 이 춤을 보며 자란 지역 주민들은 이 춤에 특별한 애착

아니라 구세대도 참여한다. 젊은 세대는 춤을 추고, 춤을 가르친 선

을 느낀다. 또한 아이들은 춤에 재미를 느껴서 인드라 자트라 축제

배 연행자들은 그 춤을 위한 다양한 곡을 연주한다. 연중 내내 많은

가 끝나면 종이로 만든 탈과 칼을 사용해서 춤 동작을 따라서 추는

인력이 필요한 연행의 장이 단체 내에서 열리고, 단체의 젊은 세대

데, 이렇게 성장하는 아이들은 이 춤에 강력한 애착이 생기게 된다.

는 모든 업무와 협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아마르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이 점이 우리 놀이에서 가장 재미

디 퍄칸을 배우기란 쉽지 않다. 모든 춤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

있는 순간 중 하나인데, 이 전통 탈춤을 보존해서 다음 세대로 전승

러실라 마하르잔

고 각각의 춤은 다른 노래, 악기, 리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래

하는 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대학원생, 서울대학교

서 춤을 배우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바이라브, 쿠마리, 찬디 같

춤은 매년 인드라 자트라 축제 때에만 선보이기 때문에 여신들이

은 신의 춤은 거리에서 공연하기까지 거의 2~5년의 수련이 필요하

사용하는 의상과 장신구의 보관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적절하게 관

고 다른 신의 춤은 2~3년이 걸린다. 실력이 뛰어나고 신의 힘에 이

리되지 않은 직물은 손상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히 보호해야 하

끌린 자가 선발이 되고, 그가 탄트라의 힘으로 제대로 과업을 완수

고 그 중요성 역시 특별하다. 오래된 의상이나 장신구일 경우에는 보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는 다양한 신과 여신을 모시는 사원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 네와르족(Newār)은 토착

하면 춤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오랜 수련의 시간은 사회적 화합 속

존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에 데비 나츠 보존보호위원회는 모든 의류

민으로 카트만두 계곡에 주로 거주한다. 네와르족은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바탕으로 네팔인 중에서도 독

에서 협력을 배우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일에 따라 다양

와 장신구가 축제 날에 망가지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 노

특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문화와 전통에 애착을 두고 보호 노력을 펼친다. 다양한 비정부기구, 국

한 과업을 배정받는다.

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터넷, 컴퓨터, 휴대전화 등의 현대 기술의 발

제비정부기구, 정부 단체 및 지역 단체들이 이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와 전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디 퍄칸은 종교적 가치뿐 아니라, 문화적 맥락에서도 중요하다.

달로 인하여 젊은 세대는 예전만큼 디 퍄칸에 열광하지 않는다. 하지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네와르족의 경우는 문화와 전통을 바탕으로 강력

이 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악기의 도움을 받아 연행된다. 킨

만 이 전통춤이 사라지지 않고 명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 단체는

한 유대감을 지닌 지역 공동체이다. 태곳적부터 네와르족은 무수히 많은 문화적 관습을 연행 해왔다. 따

(Khin), 다(Dhaa), 나이킨(Naykhin), 당가킨(Dangakhin), 부시야

젊은 세대의 단체 활동과 춤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한다.

라서 네와르 공동체는 독특한 네와르 문화의 보존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본 글은 디 퍄칸

(Bhushyaa) 등의 악기가 공연에 사용된다. 그리고 이 춤을 통해 네

이 문화의 보존에 기여하는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은 정부와 관련

(Di pyākhaṁ) 춤을 살펴보려고 한다. 네와르어에서 디는 여신을, 퍄칸은 춤을 의미하므로, 디 퍄칸

와르 문화의 전통예 술이 보존된다. 이 춤은 네와르 문화를 전 세계

당국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기에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은 ‘여신춤’이라 할 수 있다.

에 보여주므로 네팔의 살아있는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디 퍄칸의 공동체 구성원들은 공동

디 퍄칸은 카트만두의 대표적 축제 중 하나인 인드라 자트라(Indra Jātrā) 축제에서 연행

무용수 중 한 명인 아마르 당골(Amar Dangol)은 자신의 경험을

체 차원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들의 노력

되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닌 전통 탈춤이다. 인드라 자트라는 비의 신 인드라를 기리는

공유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1997년부터 여신춤에 참여했어요.

은 무형유산의 보존과 보호 활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이 필수 불가결

축제로 우기가 끝날 무렵인 추수철 직전에 열린다. 이 춤은 오직 인드라 자트라 축제에서

악마 왕 키야(khyā) 역할을 맡았고, 2013년에 세대교체가 된 이후부

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만 연행되는데, 춤의 기원과 관련한 문서 기록은 발견된 바 없다. 다만 춤을 추면서 부르

터 팀 구성원으로 계속 참여하고 있어요.” 그에게 어떻게 이 춤을 배

는 노래에 ‘구나카르 라자(Gunakar Raja)’ 왕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 이

우게 되었냐고 묻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여신 춤의 최초 스승은

름이 8세기경 춤의 창시자로 추정되는 구나카마 데바(Gunakama Deva) 왕을 가리킨
다고 믿는다.
춤에는 바이라브(bhairav), 쿠마리(kumāri), 찬디(chaṇḍi), 다이티야(daitya), 칸
와(kanwa), 베타(bētā), 키야(khyā) 등 7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춤은 매년 바드라 슈
클라 차우티(Bhadra Shukla Chauthi), 즉 네팔 바드라(Bhadra)월 보름에서 4일
째 되는 날 킬라갈 달비(Kilāgal Dabli/킬라갈 교차로)에서 시작된다. 인드라 자
트라 축제 날에는 자이스데발 달비(Jaisideval Dabli)에서, 다음 날에는 방게무드
하 달비(Bangemudha Dabli)와 왕가(Wangha)에서, 마지막 날에 다시 킬라갈
달비에서 연행되면서 춤 의례가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디 퍄칸은 거짓으로부
터 진실이 승리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 춤이다. 네와르족은 매년 이 춤을
연행하며 악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고 공동체가 화합할 것으로 믿는다. 연
륜 있는 연행자들은 심지어 “춤이 지속되지 않으면 신이 분노하여 우리를 저
주할 것”이라고 말한다. 무용수들은 무아지경 상태에서 2~3시간 동안 춤을 춘
다. 이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상태로 오직 탄트라의 주문만이 무
용수를 해방하고 탈을 벗게 할 수 있다고 한다.
‘데비 나츠(Devi Nāch) 보존보호위원회’는 무용수, 연주자, 직원 등 40인으로 구
성된 단체로, 수십 년 동안 여신춤을 연행, 전승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
나 다른 신탁기구, 비정부기구 등 외부 지원 없이 이 단체는 선조로부터 전승된 문화
인드라 자트라 축제 동안 카트만두 더르바르 광장을 찾은 사람들 © sirajahmad, public domain image from kr.123rf.com

여신 중 한 명의 의복 © Amar Dang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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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엉문화공간
박물관 소개

로 여러 계급의 거주지를 재현한 4개 구역으로 나뉘며, 전시 공간은

2017년 홍콩에서 선보인

주제 전시, 상설 전시 및 도서관을 위한 구역으로 이루어진다. 이 구

"사 카부키란(전원에서)" 연출 공연
© AlunAlun Dance Circle

역들은 내부 통로와 외부 전시 공간으로 서로 연결된다.

photo collection

므엉문화공간박물관은 베트남 전역, 그중에서도 특히 호아빈 지
역에 거주하는 므엉족의 문화적 가치를 복원, 재현, 증진하는 중요
한 센터로 여겨진다. 관람객은 관광이나 오락 목적뿐 아니라, 오랜
역사와 문화를 지닌 민족에 관한 연구와 학습을 위해 박물관을 찾는
다. 많은 학자들은 므엉족이 아마도 세계적으로 위대함을 인정받은

히엔 부

호아빈 문화에 속하는 고대 비엣족일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므로 베

과장, 므엉문화공간박물관

트남이나 해외에서 온 모든 학생과 과학자들은 박물관에 완전히 매
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므엉문화공간박물관은 박물관 발전의 최신 경향에 맞게 새로운

므엉문화공간박물관(Muong Cultural Space Museum)은 므엉족

개념에 따라 설계되었다. 이는 박물관에 다수의 관람객이 방문할 수

의 생활 공간을 완벽하게 재현하고자 하는 예술가의 바람이 철저

있고 접근이 제한되지 않으며 자연환경이 열악하지 않아야 한다는

하게 반영된 문화 예술 건축물로 소유주인 부 둑 히에우(Vu Duc

것을 의미한다. 므엉문화공간박물관은 이곳을 찾은 관람객이 짧은

Hieu)의 작품이다.

시간 안에 므엉족에 관한 지식을 얻고 이해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한

므엉문화공간박물관은 베트남 하노이 서쪽으로 80km 떨어진

다. 이는 관람객이 보고 관찰할 뿐 아니라, 박물관에서 살도록 초빙

호아빈시의 작고 좁은 석회암 계곡 언덕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곳

된 므엉족 가족들의 일상생활 활동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

은 고대 므엉족이 거주하던 장소였다. 거의 10년 동안의 자료 수집

한다. 이 활동에는 구릉지 경작, 쌀 도정 및 탈곡, 직조, 므엉족의 대

과 준비, 1년의 공사를 거쳐 2007년 12월 16일 므엉족을 상징하는

표 음식 요리하기, 축제 및 전통 놀이 참여가 포함된다.

전통 징 연주와 함께,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국회의장
이 박물관의 개관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박물관 공간 © Museum’s documents

박물관의 유물 © Museum’s documents

이르는 실내외 공간이 예술적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보류지가 예술

박물관은 므엉족의 문화 공간이 박물관의 핵심 영역이라고 생각
하기에, 박물관의 시설은 매우 간단하고 친근하며 복잡하지 않다.

이곳은 므엉 문화와 관련해서 베트남에 최초로 설립된 민간 박물

그러나 펜스, 내부 통로, 가구 배치, 그리고 가정의 수호신인 라레

관이다. 소수민족인 므엉족은 오랜 문화적 전통을 지닌 베트남 대가

스(Lares) 제단까지, 박물관의 모든 섬세한 정교함은 경제, 사회생

재현 공간에는 고대 므엉족의 단순한 농경 생활의 재현(수자원,

족을 구성하는 다수 민족에 속한다. 박물관은 재현과 전시 목적의 두

활, 전통 및 관습과 관련된 므엉 문화의 특수한 성격, 즉 므엉 사회의

계단식 논, 양어장), 공동체 놀이터[꼰(con) 던지기, 그네, 줄타기],

개의 주요 공간으로 구성된다. 재현 공간은 므엉 공동체의 축소판으

축소판을 보여주고 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므엉 사회의 4개 계급 거주지를 나타내는 기둥식 건물단지의 므엉

므엉문화공간박물관은 다양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족 가옥들은 랑(랑 고위층) 가옥, 아우(랑 고위층 보좌진) 가옥, 눅(

∫ 2011년 한 달간 열린 워크숍에 30명이 넘는 베트남 예술가들

대중 거주지) 가옥, 눅 쪼이(최하 빈민층) 가옥 및 수백 종의 전통 약
초가 자라는 므엉족의 농장이 있다.
박물관의 전시 공간은 값비싼 고대 유물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대중적인 물건으로 구성된다. 전시는 므엉 공
동체의 유·무형 문화 모두를 반영한다. 전시실에는 므엉족의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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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가하였다.
∫ 2012년 프랑스, 미국, 인도, 태국 등 전 세계 15개국의 60여 명
의 예술가가 참석하는 국제 워크숍을 15일 동안 개최하였다.
∫ 2018년 므엉과 관련된 베트남의 20여 명의 예술가를 위해 두
달 동안 도예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직조 기구, 구릉지 경작 기구, 가정용 기구, 사냥 도구를 전시한 구역,

므엉문화공간박물관은 박물관 활동에 지역 공동체를 참여시킨다.

영적 생활로 복잡성과 비용으로 유명한 므엉족의 장례 의식과 관련

예술가의 야외 창작물에 지역 주민과 직원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된 모든 세부 사항을 재현한 구역이 있고, 예술 작품 및 도서관 구역

예술 콘퍼런스는 므엉문화공간박물관 워크숍에서 절대 빠질 수

에서는 관람객이 므엉족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부 죽 히에우와 다

없는 요소이다. 예술 콘퍼런스에서 예술가들은 수년간의 경험을 통

른 작가들이 만든 회화와 도예품을 보며 감탄할 수 있다. 그리고 도

해 축적된 예술에 관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이러한 행사는

서관에 소장된 박물관의 책을 통해 므엉 문화도 공부할 수 있다. 이

지리적으로 다양한 국가 출신의 예술가 사이의 이해와 관계를 확대

를 통해 관람객은 므엉 문화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게 된다.

하고 향후 공동 작업 기회를 창출한다.

이와 별도로, 박물관에는 주제 전시를 위한 특수한 공간이 존재

민간 박물관은 베트남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개념이다. 므엉문화

한다. 이 공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변모되어 므엉족의 농경, 사냥 도

공간박물관은 오직 한 사람의 개인 투자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경영

구, 전통 약초 컬렉션 등 다양한 주제나 컬렉션을 전시할 수 있다.

진은 박물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오늘날 므엉문화공간박물관은 베트남 유명한 박물관 중 하나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 경영진은 해외뿐 아니라 지역 당국, 기

국제 박물관 네트워크에 참여한다. 그리고 이곳은 박물관이면서 국

관, 조직의 소중한 지원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한다. 이와 같은 지원

제 예술가들의 입주 센터이기도 하다.

이 있기에, 박물관은 므엉 문화의 복원, 보존, 증진 목적을 실현하고

특히, 2011년부터는 현대미술계의 중심지가 되었다. 18,000㎡에

박물관의 어린이 미술 수업 © Museum’s documents

스튜디오로 변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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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예술과 문화를 전 세계에 소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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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무형유산 정부간위원회 온라인 개최(12.13.~12.18.)

문화산업 콘텐츠 댐, 세계로 향한 유네스코 창의 공간이 필요하다
금기형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 세계유산해석센터 설립단장

코로나-19의 유럽 내 재확산과 불확실성의 지

회가 지난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파리 유네

4개 종목, 대표목록에 39개 종목이 등재되었

속으로 인하여 스리랑카에서 개최 예정이었

스코 본부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고, 4개의 프로그램이 모범 사례에 선정되었

던 제16차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

금번 정부간위원회에서는 긴급보호목록에

다. 이로써 올해 미크로네시아, 몬테네그로, 콩
고 민주공화국, 콩고, 덴마크, 세이셸, 동티모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무형유산 관련 자

르, 아이슬란드, 아이티가 처음으로 유네스코

료가 올라오고 있으며, 해외 콘텐츠 기업들이

등재국으로 이름을 올렸고, 140개국 630개 종

센터가 보유한 내용에 관심을 보인다. 센터가

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

의제 목록은 질적 양적 모든 측면에서 광

인은 센터 활동에 한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범위했는데, 2021년 주기에 대한 평가기구의

다. 그렇기에 회원국들은 자국의 문화산업 발

권고사항, 2003년 협약의 틀에서 유네스코의

전에 한국의 기술 지원에 대한 기대가 있었

활동에 대한 내부 감사(IOS)에 대한 평가, 목

을 것이다.

록 등재 제도에 대한 운영지침 개정안 및 사무

이 시점에서 ‘(가칭) 유네스코 문화유산

국의 활동 보고서 등이 검토되었다. 특히 2021

창·제작 복합공간’ 건립을 구상해본다. 현재

년은 중남미·카리브해 국가를 시작으로 새로

한국에는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기구인 세계

운 회기 보고 주기가 적용된 첫해로, 향후 안

유산해석센터, 세계기록유산센터, 아태무형

정적 운영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유산센터가 삼위일체로 활동 중이다. 이들 인
근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카이스트 문화기
술대학원 등이 위치하여 인력과 R&D 지원이

가장 오래된 콩고 룸바 음악단인 바콜로 국제 음악단의 리허설 모습 © Jeanne Vu Van

가능하다. KTX 교통망을 통하여 1~2시간 내
에 콘텐츠 제작 기관·시설이 위치한 대부분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대단하다. 전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10년이라는 짧

지역과 연결된다. 이처럼 이미 갖추어진 틀을

세계 넷플릭스 1위를 차지하였다. 무궁화꽃이

은 기간에 10만 건의 무형유산 콘텐츠를 축적

잘 연결하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특화된 창

피었습니다, 달고나 만들기, 줄다리기, 딱지치

할 수 있었던 것은 유네스코 네트워크를 활용

의 공간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

기, 구슬치기 등 한때 일상이었으나 지금은 사

한 덕이 크다. 센터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

이제는 구슬을 꿰어야 할 차례이다. 한국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이하 아태센터)는

라지고 있는 풍경이 가득하다. 우리의 옛 놀이

로 회원국이 무형유산 콘텐츠를 탑재하고 공

세계 7위 문화산업 강국이다. 연간 매출액 126

무형유산 분야 유네스코 인가 엔지오 단체(ICH

를 비롯한 언어, 문자, 음악, 축제, 서사, 공예,

유하는 플랫폼인 ‘ichLinks’를 구축하고 있다.

조 원의 산업 규모를 고려할 때 재원은 감당할

NGO Forum) 및 헤리티지 어라이브(#Heri-

신앙, 의례 등의 무형문화유산은 현대 문화산

이 플랫폼은 콘텐츠 댐이 되어 문화산업에 필

만하다. 이 시설은 향후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tageAlive)와 함께 무형유산 종목도서인 리빙

업의 원천이 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

요한 원천 소스를 보관하고 전달하는 물류창

허브이자 원천 콘텐츠 공급기지가 될 것이다.

헤리티지 시리즈 <전통악기> 편을 출간했다.

역은 문화유산의 보고다. 일리어드 오디세이

고 기능을 할 것이다.

창작, 제작, 전시, 공연, 컨벤션 등에서 발생 될

2017년 <전통의술> 발간을 시작으로, 아태센

열 배 분량인 중앙아 구전 서사 ‘마나스’ 등 유

코로나로 경제 위축 속에 매출이 늘어난 분

고용 창출 등의 경제효과도 있다. 즉, 문화유산

터는 무형유산의 가시성 제고 및 생명력 증진

네스코 무형유산 삼 분의 일이 이 지역에 있다.

야가 게임과 OTT 서비스다. 문화산업이라는

이 창조산업의 원천 소스로 부가가치를 창출

을 위해 매년 리빙헤리티지 시리즈를 발간하

하지만 경제성장이 급하기에 문화는 각 국

공통점을 배경으로, 언택트 상황에서 온라인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

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설상가상 산

을 통한 놀이와 소통을 찾는 수요의 증가가 성

와 수익을 공유하는 가치사슬의 완성은 문화

오랜 역사가 증명하듯, 음악은 악기를 연

업화, 도시화, 기후변화로 무형유산의 소멸이

장의 배경이 되었다. OTT 공룡 기업 간 원천

유산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유네

주하고 즐기는 공동체 사이의 생각과 감정을

가속되고 있다. 피식민 역사로 인해 외국 원조

콘텐츠 경쟁이 치열하다. 현지화 제작을 중시

스코가 지향하는 목표를 구현함에 핵심 역할

공유한다. 다섯 번째 출판되는 리빙헤리티지

사업에 경계심이 크다. 특히 문화영역은 문화

하는 넷플릭스는 이러한 유네스코의 효용성

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권 침해 우려로 신뢰 구축이 쉽지 않다. 문화

을 간파하고 인도 무형문화유산을 테마로 한

ODA의 성과와 지속성이 떨어지는 이유이다.

애니메이션 제작 등 관계 맺기에 노력한다. 디
즈니도 ‘뮬란’, ‘모아나’, ‘라야와 마지막 드래

리빙헤리티지 시리즈 ‘전통악기’ 발간

고 있다.

시리즈 <전통악기> 편은 아프리카, 아시아, 유

2021 리빙헤리티지 시리즈 <전통악기> © ICHCAP

럽의 사례를 소개하는 15명의 저자들의 원고
를 담고 있다. 특히 저자들은 전승 위기에 처한

기간 중 유네스코 인가 엔지오 단체(ICHN-

책자는 아태센터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

유네스코 채널은 이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전통 음악의 현황을 공유하고, 2003년 협약

GO Forum) 및 헤리티지 어라이브(#Herita-

으며, 각 원고와 관련된 음악은 책 내부 QR 코

수 있다. 유네스코 190개 회원국 각 지식계층

이 강조하는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서술한다.

geAlive)와 공동으로 발간 관련 정보 공유 행

드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중심의 조직과 ‘유네스코 가족’이라는 연대성

이에 발맞추어 고품질의 현지 콘텐츠 확보

한편, 아태센터는 지난 12월 18일에 끝난

사를 개최하였고, 공식 출판 기념회는 내년 파

이 있어 국제협력에 개방적이다. 아태지역 무

가 절실하다. 이런 지점에 ‘ichLinks’가 기여

제16차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리에서 개최되는 협약 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형유산 보호와 발전을 목표로 한국에 설립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최근 오픈아카이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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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등 아태지역 소재 작품을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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