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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Remarks

아태무형문화유산꾸리에

김지성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조금씩 해제되면서 뉴노멀을 준비하는 노력을

발행인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역 원칙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하거나 지연되었던 축제

김지성

나 의례들이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렇듯 일상으로 돌

22

28

아갈 수 있는 설레는 분위기가 그동안의 시름을 날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꾸리

편집자문위원

에 51호는 <반짝반짝> 제목에서 보듯이 장신구 제작의 의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

즈엉 빅 한

황 이후를 준비하는 밝은 미래의 메시지도 함께 담아보고자 하였습니다.

해리엇 디컨

‘장신구’는 ‘몸치장을 하는 데 쓰는 물건으로 반지, 귀걸이, 노리개, 목걸이, 팔찌,
비녀 등을 통틀어 말하며, 보통 금, 은과 같은 금속이나 원석을 가공하여 만드는 것’이

천진기
닐 카말 샤파가인

라 정의합니다. 선사 시대부터 사람들은 장신구를 사용했는데, 지위나 권력, 또는 신
비로운 무언가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무형유산 테마기행에서는 장신구 제작 기술

편집장

그 자체보다는 그 문화적 의미와 현재의 보호조치에 좀 더 무게를 두고자 했습니다.

김덕순

같은 주제이지만 저자들마다 서로 다른 관점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를 발견하

편집

는 재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꾸리에 발간 처음으로 비교적 최근인 2016년에 2003년 무형유산협약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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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 보호에서 청년의 역할: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사례 연구
캄찬 소우반나릿
컬렉션 매니저, 전통 예술 민족학 센터(TAEC)

타라 구자드후르
공동센터장, 전통 예술 민족학 센터(TAEC)

라오스는 문화, 생활양식 그리고 예술의 다양성이 풍부하며, 그 대부

다. 그리고 라오스 공예협회(Lao Handicraft Association), 문화지식

분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라오스의 17개 주는 북에서 남으로 1,162km

재산권 이니셔티브(Cultur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itiative)

에 걸쳐 있으며, 인구는 680만 명으로 공식적으로 4개의 주요 어족의

그리고 라오스 지식재산부(Lao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

50개 민족으로 구성된다. 대다수는 라오스의 국명이 유래한 타이 라

ty)와 협력하여 오마(Oma)족과 함께 더 강력한 법적 보호를 위한 모

오(Tai Lao)족이며, 이들은 전체 인구의 약 53%를 차지한다. 나머지

델을 개발해 왔다.

반은 수많은 소수민족으로 구성된다.
라오스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전통 예술 민

교육

족학 센터(The Traditional Arts and Ethnology Centre, TAEC)는

TAEC는 모든 라오스 시민들에게 무료 입장을 제공하고 학교 봉사활

라오스의 루앙 프라방(Luang Prabang) 유네스코 세계유산 마을에 있

동과 학생들의 현장 견학을 운영하여 라오스 공동체와 청년들이 라오

는 문화유산 사회적 기업이다. 이는 라오스의 다양한 민족의 전통 예

스의 민족적 다양성에 대해 학습하도록 장려한다. TAEC는 또한 문화

술과 생활양식의 수집, 보존 및 해석을 전문으로 하는 라오스 유일의

및 관광 종사자들을 위한 전문성 개발 훈련을 제공한다.

독립적인 박물관이자 자료 센터다. TAEC는 2007년 7월 5일 개관했
으며, 현재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보존과 기록
TAEC의 영구 소장품은 30개 소수민족의 400여 점의 유물로 구성되

전시

어 있다. 이 유물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 지역적으로 적절한 문서 보관

상설 전시에는 라오스 북부 전역의 마을에서 수집된 문헌, 사진 그리

법을 활용하여 기록되고 보존된다. 센터는 개인 소장품으로부터 대여

고 유물들이 포함된다. 이 전시품은 라오스에서 가장 잘 알려진 4개의

받은 유물의 관리 책임도 맡고 있다.

소수민족인 아카(Akha), 몽(Hmong), 크무(Kmhmu), 그리고 타이 담
(Tai Dam)의 독특한 문화적 측면을 보여준다.

연구 조사
TAEC는 수집된 정보를 현지화하고 내용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 소수

지원과 생계

민족 공동체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들에 대한 기본 조사를

TAEC는 라오스 빈곤층의 불균형적 분포를 보여주는 소수민족 공동

수행한다. TAEC 소속팀은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축제와 특별

체의 생계 개발을 지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자부심과 정체성

행사를 기록하고, 수집 유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향후 전시 주제

강화라는 더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도 인식했다. TAEC

를 조사한다.

의 박물관숍, 부티크 그리고 온라인숍에서는 장인 공동체에서 직접 공

TAEC의 임무는 라오스의 다양한 민족 문화와 지식에 대한 자부

급받은 공예품을 판매한다. 이는 전통 예술에 기초한 수공예 기술과

심과 감사를 고취하고, 그들의 유·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

생계를 증진하고 골동품 판매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족 공동체를 지원하며, 그들의 지속 가능한 생계 발전을 촉진하는 것

TAEC는 또한 소수민족 공동체의 전통적인 문화 표현에 대한 공
식적인 지식재산권의 인정을 촉진하고, 기업과 대중을 상대로 한 전
통 디자인 표절의 위험성을 교육하는 세계적인 운동에도 참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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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청년들, 특히 소수민족의 청년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이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2021 유네스코 ICH 청년 포럼 공개 행사 © TA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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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양타이(Nayangtai) 마을의 타이 뤼(Tai Lue) 여성들의 전통
천연 염색 면직물 제작 기록하기
6. 반 동 깨오(Baan Don Kaew)의 대나무 바구니 세공 전통의 활
성화
7. 반 찬 누이(Baan Chan Nuea )의 도자기 제작 지식 기록하기

따라서 종종 학습 자료가 너무 많았고, 그 방법과 개념은 그들이 그렇
게 짧은 시간에 온라인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것이었다. 또한 참
가자들의 교육 수준도 다양해서, 일부 청년들은 학습 내용을 소화하
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봉쇄 기간에 이루어진 온라인 교육은 특히 어려운 문제

8. 보르(Bor) 마을 사람들의 전통 대장장이 기술

였다. 참가자 중 일부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

9. 몽(Hmong)의 분 킨 지앙(Boon Kin Jiang) 축제 홍보

다. 그래서 루앙 프라방 출신의 참가자 중 몇몇은 기술에 대한 경험

10. 참파싹 마을의 라오스 가옥 축조 전통의 구현

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어서 줌을 활용하는 것도 어려워했다. 멘토들

11. 참파싹의 경주용 배 건조 의식과 예술 문양 기념하기

은 본 회의를 하기 전, 이들이 앱을 내려받도록 하거나 그들과 사전에

12. 시 판 동(Si Pan Don) 구전 전통의 변천

줌 회의을 세팅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인터넷 연결도 항상 안정

13.  반 사이 롬(Baan Sai Lom)의 몽 라이(Hmong Lai) 치마 제

적인 것은 아니었다.

작법 배우기

프로그램 전 과정을 진행하면서 멘토들은 왓츠앱, 녹음기, 구글 미

14. 반 사만(Baan Saman)의 무드미(Mudmee) 기술 기록하기

트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가 청년들과 함께 작업하는 데에 가장 유용

15. 반 사파이(Baan Sapai)의 실크 제작 기술에 대한 공동체 내 지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왓츠앱은 모든 청년에게 매우 익숙하고 사

식 교류 창출  
TAEC는 활동 초기부터 무형유산과의 통합을 지속해왔다. 크무(Kmhmu) 공동체의 직조인을 인터뷰하는 타라 구자드후르 센터장 © TAEC

용하기도 쉬웠으며, 구글 미트와 구글 드라이브는 줌보다 기술적인 문
제가 적어서 피드백과 코멘트를 하기에 매우 도움이 되는 도구였다.

핵심 과제, 교훈 그리고 기회

이는 유네스코가 향후 라오스 청년들에게 어떤 종류의 훈련 과정

프로그램 협력자들은 포럼에 참여한 청년들의 헌신과 활동에 깊은 감

이든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한다면 정보, 도구, 자료 교육에 대한 더 기

2021 유네스코 ICH 청년 포럼(UNESCO ICH Youth Forum)의 주요

서 세션을 이끌어 주었다. 청년들은 무형문화유산의 기본과 개념, 공

명을 받았다. 포럼이 완전히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청

본적이고 근본적인 접근법으로 좀 더 장기적인 훈련이 도움이 될 것

목표와 활동

동체의 다양성, 보호의 의미,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체

년들이 개념을 파악하고 계속 참여하는 것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우

임을 시사했다. 많은 라오스 청년들은 적극적이고 재능이 있으며, 동

2021년 7월, 유네스코의 제안을 받은 TAEC는 처음으로 라오스에 기

활동의 목적, 현지 자료 수집 기법, 공동체를 위한 프로젝트 기획을 위

려가 있었다. 하지만 모든 그룹은 자신들의 팀 내에서 원활하게 소통

기 부여가 되어 있지만, 아세안(ASEAN)의 다른 국가에는 없을지도

반을 둔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동체 유산 청년 포럼” 시행을 지원하

한 사고력 강화, 공동체 중심의 문화 자료 수집을 위한 7가지 방법 그

했으며, 온라인 세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자신들의 프로젝트와 현

모르는 지식의 간극을 메우도록 해줄 도움을 필요로 한다.

였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리고 ICH를 통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강화 방법을 학습했다. 세션

지 조사도 열심히 수행했다. 현장 활동에 대한 경험과 무형문화유산에

청년들은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 핵심이 되는 부분이며, 이

이 끝나면 매번 청년들은 자기가 속한 그룹 내에서 아이디어를 생각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TAEC의 스태프인 케우에 찬탕곤(Keuay

프로그램은 그들이 이 분야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첫걸음이었다. 무

해내고, 토론하여 공유하고, 강사, 멘토 그리고 다른 그룹에게 발표하

Chanthangone)과 캄찬 소우반나릿(Khamchan Souvannalith)은 루

형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기록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다. 많은 인내가

여 피드백과 조언을 받는 과제를 수행했다.

앙 프라방에서 청년들에게 멘토링과 지원을 제공했다. 이 활동에는 교

요구되며 인식의 증진과 실행력이 필요하다. 공동체, 문화 그리고 유

그런 다음, 그들은 현지 조사를 준비했다. 루앙 프라방의 청년들은

육 세션 동안 질문에 답하기 위한 왓츠앱 단체 대화와 전화, 현지 조

산과 함께 작업하는 데에 대한 애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특별한 동기

8개 그룹으로 나뉘었다. 청년들 대부분은 다른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사와 프로젝트 준비를 위한 안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두 명의 다른

가 있으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정체성 형성과 삶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었다. 하지만 루앙 프라방은 현지 조사 동안 봉쇄 중이었기 때문에 현

멘토는 참파싹과 시엥 코앙에서 지원 활동을 했다. 이러한 현지 훈련

역할을 인식하고 있는 청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들은 세

• 무형문화유산과 현지의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생계

지 조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꽤 어려웠다. 루앙 프라방의 8

과 조언은 이 프로그램 성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계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이 생명력을 유지

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활

개 그룹 중 6개 그룹은 집에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전화로만 정보

하지만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

성화하도록 라오스 청년과 지역 공동체를 지원한다.

를 수집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인터뷰 대상자의 수, 정보의 다

다.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은 청년들 모두에게 매우 새로운 것이었다.

• 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의 방대한 의미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증
진한다.
• 토착 문화와 지역의 생활 방식은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유산만
큼이나 우리 사회에 가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제고한다.
• 자신들의 공동체를 개선하고자 하는 라오스 청년들과 국제 전
문가 간에 지식과 관점을 공유한다.

• 청년과 지역민에 의한 상향식 프로젝트 관리 아이디어를 주류

양성과 범위가 제한되었다. 하지만 청년들은 자신들의 발표와 프로젝

화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라오스 청년과 기관 간의 소

트 지침에 맞출 만큼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

통의 장을 제공한다.

러한 활동과 더불어, TAEC 멘토와 8개 그룹은 왓츠앱(WhatsApp)과

이 프로그램에는 참파싹(Champassak)에서 21명, 시엥 코앙

구글 미트(Google Meet)를 통해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안내, 지도 및

(Xieng Khouang)에서 9명, 루앙 프라방에서 19명 등 총 49명이 참가

지원을 요청했다. 공개 행사 전날, 모든 그룹은 최종 점검을 받기 위해

했다. 선정된 참가자 발표 후, 이들은 자율 학습 단계를 거쳤다. 이들

강사와 멘토 앞에서 발표 연습을 했다.

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체제와 무형문화유산 개념에 대한 소개 동영상
을 볼 수 있는 e-러닝 패키지를 받았다. 그들은 18일간 이 학습 자료로
공부했다. 그 후, 자신들의 이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유네스코 방콕
이 개발한 간단한 시험을 치렀다.
그다음 5일간의 교육 세션(2021년 10월 15일~19일)이 이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포럼은 줌(Zoom)을 통해 진행되었다. 강사로
나선 파리타 찰레름포 코아난타쿨(Paritta Chalermpow Koanantakool)박사와 추피닛 케스마님(Chupinit Kesmaneemm)씨가 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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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자신들의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청년들의 인식과 정
부 기관에 달려있다. ■

공개 발표 당일, 15개 무형문화유산 표현이 각 그룹의 최종 프로젝
트 아이디어로 공개되었다.
1. 나 탄(Na Tan) 마을의 타이 위안(Tai Yuan)족의 정령숭배 의
식 기록하기
2. 치앙 무안(Chiang Muan)의 은세공품 문양 기록하기
3. 반 하드 히엔(Baan Had Hien)의 지속 가능한 문화 관광을 위
한 철 단조 연구

돈 께오 마을에서 바구니를 만들 때 사용되는 장비와 재료
© Duangchai Seangaloun, Vilaisone Thattavong

4. 왓 춤콩(Wat Chumkhong)의 독 폭(Dok Pok) 문양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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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유산
오딜 우리라우
무형유산 관리자, 쿡 제도

남태평양 도서국인 쿡 제도는 모섬인 라로통가를 비롯해 15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뉴질
랜드와는 자유 연합 관계를 맺고 있다. 2022년 추정치를 기준으로 인구는 총 8,128명이며 인
구 80% 이상이 쿡 제도 마오리족이거나 마오리족 계통으로 영어와 쿡 제도 마오리어(라로통
가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한다. 이처럼 쿡 제도에 대한 짧은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최근의
워크숍을 통해 알게 된 쿡 제도의 문화유산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유네스코는 공연예술 분야를 주축으로 무형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쿡 제도의 문
화개발부(MoCD)에 무형유산 기금을 전달했다. 미래 세대에게 무형유산을 접하고 배울 기회
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문화유산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점에서 유네스코의 이러한 지
원은 진심으로 감사할 만한 일이었다.
이처럼 기금 지원을 통해 2022년 2월 7일부터 총 3회의 ICH 역량 강화 워크숍/교육이 진
행되었다. 선정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공동체 안에서 무형유산이 갖는 중요한 역할을 소개
하고 교육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첫 번째 교육 과정은 일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어 2022년 2월 7일부터 3월 2일까지만
진행되었다. 라로통가의 테아우오통가, 푸아이쿠라, 타키투무 3개 마을지구에서 6명, 남부의
마우케, 아티우, 미티아로, 망가이아, 그리고 북부 섬인 마니히키에서 온 참가자들이 함께 첫
번째 교육 과정에 참여했다.
두 번째 교육 과정은 남부의 아이투타키 섬에서 온 참가자 2명과 북부의 나소 섬 참가자 1
명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진행되었다.
세 번째 교육 과정은 2022년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북부 지역 푸카푸
카 섬의 참가자 2명이 참여했다. 나소 섬에서 온 참가자는 고국으로 돌아갈 교통편을 기다리
다 이번 교육에 재참여했다.
한 번에 모든 참가자를 모으는 것이 여의찮아 여러 차례에 걸쳐 워크숍/교육을 진행해야
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데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었으며 현재로서는 8월 말에 마니히키
섬과 통가레바 섬에서 마지막 교육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러 요인 중에서도
코로나19의 유행, 항공기 지연과 교통수단의 부재, 워크숍과 교육 기간의 연장 등이 문제가 되
었다. 결론적으로 현재 총 17명의 참가자가 해당 교육 과정을 수료했다.
워크숍/교육은 참가자들이 무형유산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쌓고 프로젝트에서 원하는 결
과를 얻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참가자는 무형유산에 대한 이해와 무형유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 무형유산의 보호
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학습한다.
2. 유네스코에서 기증한 장비의 사용법을 익힌다.
3. ICH 웹사이트를 통해 완료된 프로젝트 작업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배
운다.
쿡 제도의 무형유산은 환경에 대응하거나 자연, 역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
창조되고 복원되며 이곳 사람들에게 정체성과 연속성을 제공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
양성과 인간의 창의성에 대한 존중을 도모하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무형유산이 실제로 행해

목조각 기념품을 팔고 있는 쿡 제도 라로통가 섬의 전통 시장 © gg-foto,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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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으로써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세대를 거치며 전승될 수

기, 역사, 다양한 문화와 진정한 정체성이 통합될 때 쿡 제도는 고유

제도 문화에서는 특정 종목과 결합되어 있는 공간이나 의식, 노래와

지 않는다면 쿡 제도 사람들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이 영원히 사라

있었다. 그러나 현행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고 공동체, 단체, 개인

한 방식을 지닌 유일무이한 존재로 각인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유산

성가 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북치기의 경우 특정 박자를 연주할 수

질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우려였다.

간 상호 존중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속 가능한 무형유산에만 이

이 행해짐으로써 무형유산과 관련된 연설가, 작곡가 등이 지닌 많은

있는 장소나 의식 또는 가족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러한 특권이 주어질 것이다.

재능, 기술, 지식, 전문성, 다시 말해 ‘페우 카이트 파카리’를 눈으로 보

후기

고 배울 수 있다. 따라서 ‘페우 카이트 파카리 아카무 코레로’라고 번

공동체의 역할

첫 번째 워크숍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간 남부 섬의 참가자들은 자신

쿡 제도의 문화유산 보호

역된 이 단어가 무형유산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할 수 있을 것이

참가자들은 그들 자신이 무형유산 연구자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프

들의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이들 대부분은 문화유산과 관련된 사람

쿡 제도는 2016년에 2003 유네스코 협약을 비준했지만, 현재까지 유

다. ‘이푸카레아’라는 단어는 쿡 제도의 공동체 또는 개인이라는 의미

로젝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

들을 만나 계획을 세우고 정보 수집과 문서화 작업을 성공적으로 해

네스코 목록에 등재된 무형유산 종목은 없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를 담기 위해 추가되었다.

다. 자신의 공동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들은 누구를 언제 참여시키

냈다.

12개의 문화유산 종목이 지정되었으며 섬별로는 더 많은 종목이 지정

워크숍 참가자들은 다양한 공동체 무형유산에 대한 지식을 지니고

면 좋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에 공동체를 참

모든 참가자는 인터뷰 일정을 다시 잡거나 인터뷰를 위해 두 번,

될 가능성이 있다. 워크숍 첫 번째 단계에서 제기된 문제는 공동체나

있고 이러한 무형유산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무형

여시키는 과정이 쉬워질 수 있다. 참가자들은 문화유산 관련 인식 제

심지어 세 번 정도의 발걸음을 해야 했다. 주된 이유는 워크숍 직후 주

관계자들 사이에 무형유산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였다.

유산 보유자의 다수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고령으로 인해 무형유산

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적합한 사람들

변 섬들에 코로나19가 발생해 봉쇄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

무형유산을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

에 대한 지식을 대부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다. 무형유산은 집단이나

을 자신들이 찾아낼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러한 과정이 성공적으로

러나 일부 참가자는 장례식이나 교회 모임 등의 일정으로 인터뷰 일

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워크숍 토론 시간에 전통 찬송가인 이메네

개인이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역사와 상호작용하는 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공동체는 무형유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얻을 수 있

자를 조정하기도 했다.

투키(imene tuki)에 대해 다룬 적이 있다. 이메네 투키는 개신교 교회

재창조되고 복원되며 구성원에게 정체성과 연속성을 제공하고 문화

고 더 나은 결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프

에서 주로 찬송되는 독특한 유형의 노래로 음색, 리듬, 상호 조정 면에

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의성에 대한 존중을 도모한다. 이러한 문화유

로젝트에 대한 도움을 구하는 일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 남성과 여성이 구별되는 목소리를 낸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배우

산을 지속해서 행함으로써 다음 세대로 무형유산이 전해질 수 있다.

고자 하는 관심이 없는 유형의 노래지만 이러한 문화유산을 보호함으

일부 문화유산 종목은 현재도 행해지고 있지만 쿡 제도에서 무형유

로써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쿡 제도의 공연예술이 지닌 본질

산 보호가 시급하다는 사실만큼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을 포착할 수 있고 미래 세대는 이러한 문화유산을 접하며 그 중요성
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쿡 제도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워크숍 참가자
들과 함께 ‘페우 카이트 파카리 아카무 코레로 오 테 이푸카레아(peu

무형유산의 연속성을 지키기 위한 종목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
이 있다.
•피(pee), 카라키아(karakia) 같은 춤의 독창성은 사라져 버리기

기술 교육 과정에서 대부분 참가자는 처음 보거나 사용해 본 DJ

전에 기록해야 한다.

외곽 지역의 섬에 거주하는 참가자들이 맞닥뜨린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인터넷 연결이 끊기거나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
는 것이었다. 우리 쪽에서 자료를 확인하려면 비디오, 오디오, 사진을
ICH 웹사이트에 업로드해야 하므로 인터넷이 끊기는 일은 이 지역 참
가자들에게는 골치 아픈 문제였다.
모든 참가자는 이번에 진행된 워크숍과 교육 과정을 통해 무형유

아이포켓(DJ iPocket) 카메라에 특히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영상 편집

•북치기나 춤추기는 안무부터 의상 제작, 북 연주법, 재료/장비,

산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갖추게 되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들은

프로그램을 처음 접해 본 일부 참가자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대다수

북의 원재료가 되는 나무 기르기까지 기록해야 할 요소가 많다.

이번 무형유산 프로젝트를 통해 쿡 제도 마오리 문화가 성장하고 있

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는 수많은 공동체가 개입된다.

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미래에 자신이

kite pakari akamou korero o te ipukarea, 국가 문화유산)’의 정의를

새롭게 알게 된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많은 참가자가 문화유

전반적으로 평가하자면 지금까지 진행된 워크숍과 교육 과정은

도출했다는 점이다. 각 부분을 살펴 보면 ‘페우(관습, 매너, 연습, 유행,

산 종목을 보호하거나 현실에서 생생하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문화유

진행자와 참가자 양측이 서로 지식을 주고받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

회피, 간청, 게임, 비범한 수행, 습관, 행동, 행위)’, ‘카이트(지식, 알려

산과 공동체의 연계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예를 들어 다양

다. 우리는 문화개발부의 공식 교육원으로서 참가자들에게 무형유산

여러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섬이나 공

진 확실한 지식, 지시, 깨달음, 정보, 실용 지식 습득)’, ‘파카리(지혜)’

한 장소에서 연중 내내 공연되는 북춤은 문화유산 종목 중 하나이기

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이해를 전달하고 이를 이행하는 방법을 제시

동체가 지닌 여러 문제의 해결 방법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쿡

라는 단어를 볼 수 있다. 쿡 제도의 언어에 그 자체로 ‘무형’이라는 단

도 하며 쿡 제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호가니 등의 나무 심기 또

했다.

제도의 국민과 협력하여 일한다는 사실이 우리로서는 이번 프로젝트

어를 설명할 수 있는 특정 단어는 없지만 세 개의 단어를 합친 ‘페우

한 하나의 문화 활동이다.

한편, 참가자들은 무형유산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있어

카이트 파카리’에는 무형이라는 단어를 정의 내릴 수 있는 모든 구성

쿡 제도의 춤(우라, Ura)과 북치기(루투, Rutu)는 공연예술 종목이

야 한다는 의견을 나누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많은 시간을 서로 다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아카무 코레로’라는 단어는 우리 국가와 국민

며 이러한 종목이 지속될 수 있으려면 공동체나 사회 내에서 이러한

른 공동체에서 살아온 이들은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이 쇠퇴하고 서서

의 지식 또는 본질을 의미한다. 쿡 제도 국민으로서 우리가 지닌 이야

종목과 관련해 자료를 보존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계획해야 한다. 쿡

히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목격했다. 지금 당장 아무런 조치를 취하

나 자신의 가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참가자들은 이 일을 끝
까지 해낼 생각이다.

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크나큰 원동력이다. ■

(좌) 쿡 제도의 무형유산 로고. 망가이아 섬에서 온 참가자 탕가타키노 씨가 디자인을 했고,
무형유산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참가자들과 관계자에게 티셔츠로 제작되어 배포되었다. © MOCD
(우) 무형유산 워크숍 참가자와 관계자 © MO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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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참가자 © MO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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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 51 ICH COURIER

11

반짝반짝
‘장신구’라는 단어는 반짝반짝하고, 나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무언가를 떠올리게
한다. 길을 가다 보이는 가게에 진열 되어있는 헤어 밴드일 수도 있고, 연인 사이에서 서로의
약속의 징표로서 나누는 반지일 수도 있고, 단정한 옷 매무새에 포인트를 주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장신구는 심미적인 요소 외에도 조개 가면처럼 오랜 옛날부터 주술적인 의미를
갖기도 한다. 한국, 카자흐스탄, 인도, 피지의 장신구를 통해 다양한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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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여성들의 장신구 © Meiram Nurtazin,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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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듭 장신구로의 여정

었다. 가령, 허리끈이나 주머니 끈 등의 복식용 매듭에서부터 노리개, 선추매듭 같
은 장신구용 매듭, 방장걸이나 횃대걸이 등의 생활 장식용 매듭과 상여유소나 인
로왕번유소 같은 종교 의례용 매듭에 이르기까지 매듭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이어져 있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 산업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매듭의 쓰임새는 급격히 줄어들

박형민

게 되었고, 그에 따라 매듭을 생업으로 하던 장인들도 차츰 매듭 일을 놓게 되어

이수자,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그 맥이 어쩔 수 없이 끊어지고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다행히 우리 것
을 지켜내고자 한 간절한 노력과 소망으로 매듭은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인식되
어 전승되고 있다. 매듭 전승자들은 매듭의 기법을 전승하며 그 쓰임새를 활용하
고자 힘쓰고 있다.
매듭이 지속해서 전승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다양하게 사용하고 즐길 수
있는 공예품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매듭 전승자로서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재료
와 소재의 개발, 혁신적인 디자인 그리고 디자이너와의 협업 등을 통해 전승 매듭
의 확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오랜 시간 우리 선조들이 이어온 매듭의 기법과 그
섬세함은 현재 감각 있는 매듭 장신구로써 활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시대의 특징
을 반영하며 발전해 온 매듭 공예의 특징이다. 나의 매듭 장신구로의 여정은 앞으

매듭병풍 © 박형민

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시간이 흘러도 우리 전통 매듭의 기법이나 섬세함은 외국의 유명 장인 브랜드
와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우리의 장점이기에 매듭에 종사하시는 장인 분들
의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나 또한 매듭장 이수자로서 이 일을 천
직이라 여기고 전통의 맥과 초심을 잃지 않고 매듭 전승과 교육 작품 활동에 심
혈을 다할 것이며 한국의 전통 매듭 장신구가 세계적으로 빛을 발하기를 진심으
로 기대한다. ■

매듭이란 간단하게는 실이나 끈을 이용하여 풀어지지 않게 묶어주는 것
을 뜻하며, 매듭 공예라는 측면에서는 여러 방법으로 만든 실과 끈을 이
용해 다양한 모양을 엮어서 물리적, 심리적 기능을 부여하는 기법이라

보타이 © 박형민

말할 수 있다.
매듭의 기원은 사실 인류가 시작하면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
시 시대 때 수렵 생활에서 사냥 도구를 묶거나 연결할 때 혹은 사냥한 짐
승을 운반할 때 나무껍질이나 풀 등을 이용하여 생존에 필요한 끈과 매
듭을 만들었다. 인류의 성장과 함께 매듭은 단순히 생존의 필수품을 넘
어 다양한 재료의 선택과 제작 기법의 개발을 통해 생활에 밀접한 공예
품으로 발전하였다. 예를 들어 허리끈이나 바구니, 멍석 등의 형태로 문
화마다 생활 환경에 따라 각각 매듭의 기법과 모양이 다르게 변화되어 왔
다. 더 나아가 매듭은 몸을 치장하는 장신구나 집안을 장식하는 공예품으
로, 또는 의례에 사용됨으로써 생존과 생활을 넘어 심미적, 정신적인 기
능도 갖추게 되었다.
우리나라 매듭의 기원과 역사도 위에 언급한 과정을 거처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기법과 쓰임새 부분에서 우리의 독자
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매듭의 기법은 실을 염색해서 끈 형태로 만
들고, 그 끈으로 여러 모양의 매듭을 엮어내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는
데, 과정마다 수십 단계의 공정이 요구된다. 매듭의 쓰임새는 매우 다양
비취발향노리개 © 박형민

14 ICH COURIER VOLUME 51

했는데, 특히 조선 시대 때는 생활 전반에 걸쳐 매듭이 다양하게 활용되

ichcourier.unesco-ichcap.org

선추매듭 © 국립무형유산원

ichcourier.unesco-ichcap.org 

VOLUME 51 ICH COURIER

15

카자흐스탄의 보석 공예:

1970년대 타이마코브 장인이 은, 카넬리안,
동전 펜던트를 엮어 세공기술로 제작한 목걸이
© Kasteev State Art Museum

유목 전통의 지속
굴라임 줌마베코바
관장, 카스테예프 국립미술관

19세기 코스타니 지역의 시르가랄(Syrgalar) 귀걸이
© Kasteev State Art Museum

알마티에 있는 카스테예프 국립미술관(The Kasteyev State Muse-

(바이가지, baigazy)에 이를 기념하여 후원과 우정을 약속하는 표식

을 갖고 있다고 믿었다. 예를 들어 카넬리안은 사고나 자연재해 등 모

카자흐스탄의 금속 공예와 보석 공예의 보존과 지속적인 해석

um of Arts)은 18세기에서 20세기에 만들어진 카자흐스탄의 독특한

으로 선물을 교환했다.

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산호는 행복과 다산(대개는 펜던트 안

현대 카자흐스탄의 보석 세공과 공예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우리는

보석 공예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다. 이곳의 소장 유물은 형태, 형식 그

특히 18~20세기 카자흐스탄 장신구는 장식적인 측면에서 다양성

에 넣는다)을 가져다준다고 여겨졌다. 색상은 장신구의 보호 능력에

다른 나라와 문화교류의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연구와 보존을 통해

리고 기법이 매우 다양하다. 카자흐스탄 보석 공예품은 세계에 대한

을 보이며, 미적으로 시선을 끄는 매력이 있다. 장신구에는 일부 소박

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터키석은 행복과 행운을 불러온다고 믿는다.

우리 문화유산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 현대 예술가들이 서로 영감을

철학적 이해를 반영하며 카자흐 민족의 위대한 예술적 능력을 보여주

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매우 다채로운 장식판과 화려한 부속물이 붙

또한 터키석 장신구는 어떤 특정 순간에 그것을 착용한 사람의 특정

주고받듯이 과거 카자흐스탄 보석 공예도 국경 밖의 세계와 아이디어

기에 걸작이라 말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장신구의 형태와 세부 요소,

어있다. 여기에는 두꺼운 팔찌, 반지, 템플 펜던트, 귀걸이, 술 장식, 3

감정과 소통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만약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

를 교환함으로써 번영했다. 수많은 카자흐의 고대 모티프, 기법 그리

재료 그리고 패턴을 포함하여 장신구를 구성하는 모든 표현과 특징은

단으로 된 가슴 장식품 오니르지예크(onirzhiyek) 그리고 태양과 같

이 착용하고 있으면 어두운색으로 변할 것이고, 붉은색은 특히 많은

고 문양은 튀르크 스타일에서 유래했다. 과거 카자흐의 장인들은 이러

특정한 목적과 의미를 지닌다.

은 원형 판 안에 두 개의 자루 모양이 세팅된 쿠다기 주지크(kudagi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강렬한 색깔로 혈연 집단을 나타내는 색이며

한 모티프를 받아들여 새로운 디자인과 문양을 추가했다.

금・은을 포함한 비철금속과 귀금속의 풍부한 공급은 천 년 동안

zhuzik)라는 중매쟁이 반지 등이 포함된다. 남부와 중부 카자흐스탄

또한 불, 기운, 태양 그리고 따뜻함의 상징이 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금속 공예 발전을 촉진했다. 주조, 단조, 주형, 인박 그

의 보석 장신구는 스키타이 양식과 사카의 다채색 양식의 요소를 지

북부 카자흐스탄의 보석 장신구는 매우 다양하며 그 구성과 장식

유목민의 물질 문화 전통을 보존해왔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공

리고 양각 기법은 청동기 시대인 기원전 2,000년 무렵에 등장했으며,

닌 것이 특징이다.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아한 동전 펜던

에는 샤머니즘과 토테미즘과 같은 고대 신앙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예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창조적인 움직임에도 동참했다. 카스테예프

역사적으로 볼 때 오늘날에도 카자흐인들이 착용하는 보석 장신구의

트가 많이 달려있고 카넬리안(홍옥수)이 끼워져 있다.

흥미를 끄는 것은 은으로 된 수리부엉이 발톱 장식이 달린 우키 아야

국립미술관과 카자흐스탄의 다른 박물관의 컬렉션 중 최고의 작품들

카자흐의 보석 공예가인 저르거(zerger)는 수 세기의 역사를 지닌

전형적인 전통 디자인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사용되었다.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장신구에서 보석을 끼워 넣고 펜던트를 다는 것은 장

크(uki ayak) 템플 펜던트다. 카자흐인들은 수리부엉이, 검독수리 그

은 독창적인 형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카자흐스탄과 전 세계 공예 발

의 다양한 지역 - 이식 고분(Issyk Kurgan), 베샤티르(Besshatyr), 카

식적인 기능 외에 ‘수호의 눈’으로서 기능을 지닌 것이었다. 이는 대부

리고 일반 독수리를 ‘태양의 새’로 숭배했으며 그들의 발톱은 악마의

전에 크게 이바지했음을 나타낸다. 오늘날 보석 제품에서 드러나는

르갈리(Kargaly), 알틴-에멜(Altyn-Emel), 타기스켄(Tagisken), 위가

분 카넬리안, 산호, 터키석 그리고 다양한 색의 유리로 만들어졌다. 사

눈을 피하는 부적으로 여겼다.

창조성과 아이디어의 건전한 교류는 카자흐 보석 공예가 미래의 지

락(Uigarak) 그리고 베렐(Berel)의 고분군에서 발견된 사카(Saka)의

람들은 보석마다 각기 특정한 기능이 있으며, 주술적 능력과 치유력

동부 카자흐스탄에서 특히 인기 있는 것은 주미르 블레지크

속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

(zhumyr blezik) 라는 단면이 둥근 팔찌였다. 이러한 형태의 팔찌는

다. 카자흐스탄의 재능 있는 금속 공예가와 보석 공예가 공동체는 관

학자들은 보석 공예를 연구하면서 보석 장신구를 착용하는 민족

고대 청동기 시대 무덤에서 발견되었다. 과거에는 흔히 팔찌를 하면

습을 더욱 풍부하게 할 새로운 해석을 제공하는 한편 유목 공동체의

에 대해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정보를 알아낼 수 있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팔과 손을 정화하며, 악마를 물

중요한 문화적 전통을 계속 보존해 나갈 것이다. ■

다. 장신구의 양식은 기원전 47년부터 기원후 4세기까지 이어졌던 훈

리치고, 가장 중요하게는 사람들의 생명력을 유지하도록 해준다는 믿

족의 대이동 시기에 변화했다. 장인들은 보석 장신구에서 가정용품,

음이 있었다. 카자흐인들은 만약 악령이 귀나 머리카락을 통해 여성에

마구에 이르기까지 금속이 사용되는 거의 모든 것에 정교한 금속 세

게 빙의하면 그 여성의 기운은 손바닥을 통해 점차 빠져나간다고 믿

공 기술을 적용했다.

었다. 이런 이유로 자신의 힘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던 나이 든 여성

보물은 진정한 걸작이다.

보석 장신구는 관행, 사회의식 그리고 종교적 믿음 속에서 그것이

들은, 특히 둥근 물건이 보호 상징으로서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항상

지니는 심미적 가치와 주술적 기능 때문에 모든 사회 집단 사이에서

팔찌를 꼈다. 이러한 믿음은 또한 흑백(또는 붉은색과 파란색)의 구슬

수요가 대단히 높았다. 이런 이유로 보석 장신구는 결혼과 같은 축하

로 만든 팔찌를 아이의 팔에 두르는 관습을 설명해준다. 초승달 모양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행사에서 행해지는 관습적인 선물 교환

의 귀걸이[아이 시르가(ai syrga), 슈지크 시르가(shuzhik syrga)]는

등의 의식과 의례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사람들은 (1) 선물을 가

악마의 소행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고대의 부적이었다. 여성들이 귀에

지고 집을 방문한 손님을 환영하고, (2)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눈 사람

19-20세기 은세공이 되어 있는 카자흐스탄 전통 장신구를 하고 있는 장인

화려한 귀걸이 하면 그녀는 “너의 귀가 나쁜 소리는 듣지 않고, 너의

들에게 선물을 주고(수인시, suiynshi), (3) 새로운 것을 만나는 경우

© Kazakhstan ICH National Committee

얼굴이 예뻐지게 하리라”라는 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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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축제 등의 특별한 기간 중 착용하는

가장 매력적인 것을 만들다:

인도의 전통적인 목걸이
© bharatmanoj, kr.123rf.com

인도의 보석 장신구 제작 전통

인도의 보석 장신구 제작 전통은 선사

아볼 수 있으며 공연예술에 관한 책인 『나티

시대 하라파 문명의 작업장에서 시작되

야샤스트라(Natyashastra)』(500 BCE)에는

었다. 이곳에서는 금속과 구슬 장신구가
바르비 체헤다

생산되었으며, 과거 오천 년 동안 그 형태, 기

연구조교, 아메다바드 대학교 유산관리센터

법 그리고 상징성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왔다. 가
장 이른 시기의 구슬과 보석 작업장 중 일부에서는 조각
용 끌, 긁개, 원통형 송곳과 미세 송곳과 같은 정교한 도구

다. 그리고 산스크리트어 문법책인 『아쉬타디야
이(Ashtadhyayi)』(500 BC)는 야금학과 광물학에 대
한 전문적 정보를 담고 있으며 『아르타샤스트라(Arthashastra)』(4 BC)는 국가성립에 관한 개설서로서 금속 공예

들이 발굴되었다. 이러한 도구들은 보석이나 준보석에 문양을 새기

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거나 구슬에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것들이다. 금판이나 세공이 복

이러한 거창한 장식은 인간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동물들

잡한 귀걸이, 목걸이, 팔찌, 허리띠 등을 만들 때 꼬아서 사용하는 금

역시 인간의 부를 함께 나누어 갖는다. 가장 아름답고 복잡한 동물 장

줄과 함께 출토된 이 구슬들이 인도 보석 장신구 전통의 작은 시작점

신구 사례 중 하나가 ‘네티파탐(nettipattam, 케랄라 주 남부의 사원

이었다. 보석 장신구는 이후 역사 속에서 지위, 권력 그리고 기술을 과

축제 기간에 코끼리를 장식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판으로 된 호화로

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운 덮개)’이다. 이 엄청나게 큰 머리쓰개는 대개 금도금을 한 구리나

신부를 위한 보석 장신구는 부를 과시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의

동으로 만들어지며, 만드는 데에는 자그마치 20일이 걸린다. 이 장식

하나다. 보석의 가치는 물질적 가치뿐만 아니라 보석을 다루는 정교

품은 주요 부분을 장식하는 11개의 초승달 모양과 다양한 형태와 크

하고 까다로운 공예 기술의 수준에서 나온다. 이러한 사례는 담마빠

기의 구체(球體), 그리고 약 5,000개의 방울로 이루어져 있다. 각 구

다(Dhammapada) 경전(법구경)에 나오는 ‘비사카(Visakha)의 결혼’

체는 특정 신을 상징하며 나머지 방울은 별을 의미한다. 이 머리쓰개

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비사카는 다난자이(Dhananjay)라고 하는 부유

는 반짝거리는 다른 소품과 더불어 인도 왕실의 궁극적인 상징인 코

한 재무상의 딸이었다. E.W. 벌링게임(Burlingame)이 팔리어 원본을

끼리를 장식한다.

번역한 『부처 설화(Buddhist Legends)』(1921)를 보면, “바로 그날, 비

왕족들은 정복 활동을 성공한 후, 보석을 통해 자신들의 부와 권력

사카의 아버지는 500명의 금세공사를 불러 모아 말하기를, ‘내 딸을

을 과시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했다. 『아르타샤스트라』의 저자 카우틸

위해 최신 유행하는 보석 장신구 한 세트를 만들어주시오’라고 했다.

랴(Kautilya)는, 특히 고대 인도 남부의 다크시나파타(Dakshinapa-

그리고 그는 번쩍번쩍 빛나는 금화 천 개와 충분한 양의 은, 루비, 산

tha)를 다이아몬드, 루비, 진주 그리고 금이 풍부한 ‘최고의 길’이라고

호, 다이아몬드도 함께 그들에게 주었다.” 금세공사들은 넉 달에 걸쳐

언급했다. 이는 엄청난 부를 누렸던 촐라(Chola)와 판디야(Pandya)

11 종류의 보석으로 장신구 세트를 만들었으며, 그것을 매달 바탕 틀

왕조 때 특히 그러했다. 예를 들면, 촐라의 통치자들은 정복 활동을

을 만드는 데에는 은실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비사카의 머리에서 발

통해 부를 획득했고 금광과 다이아몬드 광산, 진주 잡이 그리고 실론

끝까지 늘어뜨릴 바탕 틀을 연결하기 위해 “금으로 된 인장과 은으로

(Ceylon, 오늘날의 스리랑카)의 보석 생산자들에 대한 독점권을 차지

된 주형”을 사용하였다. 이 바탕 틀은 공작으로 장식되었는데, 공작

했다. 그들은 엄청난 규모의 사원, 조각상 그리고 조각상을 꾸밀 장식

의 날개에는 붉게 빛나는 금으로 만들어진 깃털이 달려있으며, 부리

품을 의뢰했다. 이러한 후원하에 보석 세공사들은 통치자, 궁정, 그리

는 산호로 그리고 눈은 주옥으로 만들어졌다. 나머지 몸체에는 귀한

고 사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석 장신구를 생산하도록 고용되었다.

보석이 박혀있었다. 이 공예 기술은, “비사카의 머리에 그것을 씌우자

이제 왕실은 없어졌지만, 남인도는 인도의 금 시장을 주도하면서 여

마치 공작 한 마리가 산 정상에 서서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전히 빛나고 있다.

수천 개의 깃털이 내는 소리는 천상의 합창이나 다섯 개 악기의 음악

현대의 보석 장신구 역시 인기가 있지만 오천 년 역사를 지닌 금줄

연주 소리로 들린다. 아주 가까이 다가가서 보아야만 사람들은 그제

에 달린 구슬의 조합은 여전히 인도 전역의 거의 모든 문화에서 신부

야 그것이 실제 공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보석 장신구 세트

를 위한 가장 신성한 보석 컬렉션 중 하나를 이루고 있다. 가보가 어머

를 만드는 데에 사용된 재료들은 9천만 루피에 달하며 세공하는 데에

니에서 딸로 스트리단(stridhan, stri=여성, dhan=부)의 형식으로 이

만 십만 냥이 들었다.”라고 할 만큼 나무랄 데 없이 훌륭했다.

어지는 것처럼 보석 장신구 제작에 관한 지식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

『인도의 보석 장신구: 공작의 춤(Indian Jewellery: Dance of the

다. 이 예술 형식은 국민 간의 커다란 경제적 격차에도 불구하고 번창

Peacock)』(2001)의 저자들은 인도의 보석 장신구 제작 전통을 광범

해왔다. 따라서 인도가 ‘소네 키 치디야(sone ki chidiya, 황금 참새)’

위하게 다루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보석 장신구에 대한 제대로 된 기

그리고 ‘왕관의 보석(가장 매력적인 것)’이라고 불리어 온 것도 놀랄

록은 없지만, 장신구 제작 기술에 대한 증언은 보석학에 대해 잘 설명

일은 아니다. ■

한 『브리핫 삼히타(Brihat Samhita)』(600 CE)와 같은 논문집에서 찾

네티파탐(nettipattam)을 입고 있는 코끼리 © Anil Vijay

18 ICH COURIER VOLUME 51

네 가지 주요 장신구 유형에 대한 설명이 나온

ichcourier.unesco-ichcap.org

ichcourier.unesco-ichcap.org 

VOLUME 51 ICH COURIER

19

전사의 장신구(바카이 술루 니 바티, Vakai sulu ni bati)

다채로운 형태와 크기의 조개 목걸이, 구슬 목걸이, 점토 목걸이, 귀걸

전쟁에 참전하거나 전통적인 족장 계승식에 입회하는 전사들은 이

이, 팔찌, 반지 등 어울리는 장신구 세트를 착용하고 다양한 머리 장

에 맞는 복장을 갖춰 입는다. 코코넛 껍질로 엮은 멧돼지 엄니를 목

식을 한다. 또한 행사에 맞는 바구니를 들고 장신구가 돋보일 수 있게

에 두르고 팔에는 멧돼지 엄니로 만든 손목 밴드를 한다. 몸이 반짝거

어울리는 무늬의 드레스와 치마를 입는다. 하나의 대가족 구성원들은

엘리자베스 에드워즈

리도록 코코넛 오일을 듬뿍 바르고 얼굴과 몸에 보로 로아로아(boro

비슷한 색상과 무늬의 드레스와 치마를 입기 때문에 의복 색상으로 얼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피지 예술 위원회

loaloa)라고 불리는 검은 숯으로 만들어진 표식을 그려 넣는다. 하반

마나 다양한 가족이 행사에 참석했는지 알 수 있다.

피지의 장신구

신에는 마시를 두른다. 전사는 전쟁 중에는 족장을 보호하고 족장의

족장 계승식, 결혼식, 행사, 생일 축하 등의 기간에는 일반적으로

계승식 동안에는 족장을 호위한다. 족장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 전

전통 의식이나 축하 행사가 열린다. 이처럼 특별한 시기에는 나무를

사들은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전통 복장을 갖춰 입는다. 이들은 족

둥글게 깎아 만든 그릇에 카바를 준비해 대접한다. 이 그릇은 최소

장의 시신 옆을 호위하며 시신을 매장지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30~40cm 길이의 코코넛 껍질로 엮은 흰개오지 껍데기로 장식되는
데, 이후 그릇을 장식했던 흰개오지 껍데기는 족장이나 족장의 손님

전통 결혼식(바카마우, Vakamau)

자리에 갖다 놓는다.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무용수와 공연자는

자신들의 백년가약을 맺는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신랑과 신부는

개오지 껍데기, 화환, 부채로 장식한 전통 의상을 입고 전통 성가와

가장 좋은 의상을 차려입는다. 신랑은 커다란 고래 상아를 목에 걸거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며 기쁨과 웃음, 유대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나 손목에 걸어 장식한다. 신랑이 착용했던 장신구는 사죄나 존경의

피지의 독특한 수공예 보석과 장식품들과 관련된 토착 지식, 믿음,

의미로 신부 가족에게 선물한다. 또한 코코넛 껍질로 단단하게 묶은

관습은 조상 대대로 전해져 왔다. 이런 전통적인 측면은 수년에 걸쳐

피지 토착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바다, 땅,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족장 계승식(베이 바 구누비, Vei va gunuvi)에 사용되는 전통 장신구

개오지 껍데기를 부부가 목에 두르거나 신부의 손목에 묶는다. 부부

유지되고 보호되어 왔으며, 여전히 족장, 전사, 신랑·신부, 전통 의식

있다. 피지의 장신구 제작은 오래전 피지 토착민 선조들이 살던 시대

및 족장의 장신구

는 옷 위에 마시를 두르고 야생 히비스커스를 말린 껍질과 사고야자

의 참가자들이 장신구로써 사용하고 있다.

에 시작되었으며 18세기 또는 그 이전부터 행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족장은 족장 계승식과 통치 기간 자기 부족을 대표하는 가장 훌륭하

잎으로 엮은 전통 꽃목걸이 화환을 둘러 장식한다.

이러한 수공예 보석과 장식품의 독특한 제작 방식에서 피지인의 전

고 독특한 장신품을 착용한다. 향유고래 이빨 목걸이가 이러한 예이

족장 계승식과 결혼식이 열리는 동안 바누아(마을, vanua), 씨족,

통적인 토착 지식, 신념, 관습을 엿볼 수 있다. 보석과 장신구는 주로

며 멧돼지 엄니, 흉갑, 고래 상아, 흰개오지 껍데기도 족장이 착용할

지역사회는 흥겨운 분위기로 행사를 진행한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회적 지위, 계급과 리더의 상징, 씨족 구성원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

수 있는 장신구이다. 족장은 이러한 재료 중 하나로 만들어진 목걸이

으로 착용되었다.

를 목에 둘러 마을이나 공동체 족장으로서의 지위와 위치를 표시한

착용하는 보석과 장신구의 유형은 족장, 전사, 신부와 신랑의 결

다. 피지 원주민들에게 고래 상아는 족장의 토템이다. 이러한 목걸이

혼 예복 등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식이나 축하 행사에 참석하

와 장신구는 적절한 전통 의복과 함께 착용되는데, 족장의 의복은 마

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조개 목걸이, 구슬 목걸이, 점토 목

시(masi, 뽕나무로부터 추출)와 같은 수피로 만들어지며 주로 갈색,

걸이를 착용한다. 흉갑, 고래 상아, 향유고래 이빨 목걸이, 멧돼지 엄

흰색, 노란색이다.

피지의 현대 장신구는 현대에 맞게 진화하고 변화하였으며, 국내
외에서 많은 사람이 착용하고 이에 따라 마케팅에 활용되거나, 상업
화하는 모습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니 목걸이, 손목 밴드는 주로 족장과 전사가 착용한다. 흰개오지 껍데
기는 주로 신부와 신랑이 착용하는 장신구이며 전통 무용과 공연 의
상에서도 활용된다.

멧돼지 엄니 목걸이 © Elizabeth Edwards
보석과 장신구(좌에서 우): 조개와 세니트 허리띠, 코코넛 껍질 목걸이, 점토 목걸이, 조개 목걸이, 진주 목걸이와 멧돼지 엄니로 만든 목걸이 © Elizabeth Ed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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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땅을 사랑하는 사람:

콘두크는 키르기스스탄의 산악 지대에 있는 오지마을로, 오쉬(Osh)

성지는 지역민에게 특별한 정신적, 종교적, 문화적 혹은 역사적 중

주의 쿨룬-아타(Kulun-Ata) 자연보호구역에서 멀지 않은 알라이-쿠

요성을 지닌 장소다. 키르기스스탄에는 1,100개가 넘는 신성 지역이

(Alai-Kuu) 계곡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

있다. 이러한 장소는 생태 다양성의 온상이기도 하다. 자연 보전에 기

한 지역으로 희귀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마을 공동체

여하고 생명을 해치는 것을 금하는 성지에서의 행동 원칙은 자연과

에는 약 1,500명 정도가 살고 있다. 마을의 일부 남성들은 보호구역에

식물 그리고 동물을 보존하기 위한 키르기스스탄의 전통으로 여겨진

서 일하고 있는데, 그들은 보호구역의 동물과 생태 다양성에 대해 잘

다. 알라이-쿠 계곡과 마을에는 호수 말고도 숲과 샘물 등 성지가 여러

아이자 압디라마노바

알고 있으며 그들이 살아가는 땅을 보존하기 위해 세대를 거쳐 전승

군데 존재하는데, 이 지역들은 치유의 능력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의해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아이기네 문화연구센터

된 관습, 구전 이야기 그리고 관련 전통을 보유하고 있다. 2020-2021

생겨나고 보존되어 온 나름의 역사도 가지고 있다.

콘두크(Konduk) 마을 공동체의 환경 보호 방법

년 아이기네 문화연구센터(Aigine Cultural Research Center)팀은
이 공동체의 전통 생태학 지식을 조사한 바 있다.

바타(Bata) 의식
이 마을에는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커다란 쿨룬(Kulun)강이 있다. 지

성지 보호와 지원

역민들은 그곳에서 종종 낚시를 하기도 했는데, 낚시는 어린아이들과

보호구역 내에는 크기가 작은 호수(키치, Kitch)부터 중간 크기의 호

어른들이 오락 삼아 하는 여가 활동이었다. 하지만 3년 전, 주민들은

수(오르토, Orto) 그리고 큰 호수(촌, Chon)까지 독특한 아름다움을

강의 물고기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깨닫고, 강과 물고기

지닌 호수가 있다. 지역민들 사이에는 호수와 호수의 이름 그리고 그

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민들은 한데 모여 5년간 쿨룬강에서 낚시를 금

기원에 관한 다양한 전설과 구전 이야기가 알려져 있다.

하는 바타 의식(축원의식)을 행했다. 이 전통적인 금어를 실시한 결과,
물고기 개체 수가 현저히 회복되었다.

알라이-쿠(Alia-Kuu) 계곡 전경 © Aigine C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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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금기와 자연 존중 원칙의 구전 전승

고, 나시프쿨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 후에 칼미르자는 사슴

전통 공예와 의학

쿨룬-아타 자연보호구역 내에는 다양한 동물군이 살고 있다. 곰, 눈표

을 쏘고 쫓아가다가 부상을 당했고 절벽에서 연못으로 떨어져

알라이-쿠 계곡의 주민들은 어릴 때부터 이곳의 목초지와 경사지에

범, 사슴, 산양 그리고 그 외 다양한 동물들이 이 보호구역에 서식한

버렸대. 현재 그 장소를 칼미르자라고 부르지.

서 자라는 다양한 약초를 활용해 왔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어린 시절

다. 콘두크 주민 중에는 세대를 거쳐 사냥 기술과 지식을 이어온 사냥
꾼들이 많이 있다.

부터 이들 식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전통적으로 봄이 시작되는
어른들은 이 모든 이야기가 자연을 오용한 결과를 말해준다고 한다.

5월이 되면 아이들은 여럿이 모여 가장 가까운 산으로 무리지어 몰

고대 이래로, 키르기스스탄 전통에서 사냥은 인류 생존 방식의 하

려간다. 그곳에는 이쉬킨(yshkyn, 야생 괭이밥), 야생 마늘, 코부르괸

나로 여겨져 왔다. 몇 번의 생존 위기가 있던 시대에 사람들은 사냥꾼

교훈을 주는 코조자쉬(Kojojash) 역사

(koburgön, 산양파), 죄르괴무치(zhörgömuch, 야산에서 나는 곡물)

들로부터 먹을 것을 얻었다. 동시에 사냥은 큰 책임이 따른다.

지금은 보호구역의 관리원으로 일하는 현지의 전직 사냥꾼들 사이에

와 다양한 맛 좋은 야생 약초가 많이 자란다. 콘두크의 여성들은 이들

서는 코조자쉬(Kojojash) 또는 카이베렌(Kayberen)의 영혼으로부터

식물에 대해 잘 안다. 이러한 지식은 화학 약품으로 인한 환경이나 자

아이얀(ayan, 환영)을 마주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흔한 일이다.

연의 파괴 없이 그들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냥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바로 야생동물을 대하는 사
냥꾼들의 신중한 태도다. 콘두크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자연을 낭비
하고 부주의하며 탐욕스러운 태도의 결과로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미
친 구전 이야기와 전설이 널리 퍼져 있다.
마을의 연장자 중 한 사람인 마토프 보콘바이(Maatov Bokonbai)
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콘두크에 잔사리(Zhansary)라고 하는 부자가 살고 있었

키르기스스탄 사람들에게는 야생동물 수호신의 존재에 대한 믿

마을 주민 주마칸 아파(Jumakan apa)에 따르면, 그들은 집에서 실

음이 있다. 이러한 신 중 하나가 바로 ‘카이베렌’인데 이는 암컷 산양

제로 약을 먹지 않고 약초로 치료하는데 약초마다 나름의 기능이 있

의 영혼이다. 이런 종류의 환영을 본다는 것은 사냥꾼에게 야생 산양

다고 한다. 그는 “두통에는 박하가 좋고 위병에는 단풍잎이 좋다. 나

을 포함하여 사냥을 그만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다. ‘

는 산에서 단풍잎을 모아 말려 놓았다가 아이들에게 차로 끓여 준다”

코조자쉬’는 같은 이름을 가진 키르기스스탄의 작은 서사시의 주인

고 했다.

공이다.

알라이-쿠 계곡에서 자라는 풍부한 약초를 활용하여 지역민들은

는데, 그에게는 나시프쿨(Nasipkul)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지.

다양한 모직물과 펠트 직물을 생산한다. 펠트는 천연 양털로 만들며,

나시프쿨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의 소를 멀리

코조자쉬는 사냥 성공률이 높은 숙련된 사냥꾼이었다. 그는 긴

오로지 약초만을 이용해 자연적인 방식으로 염색한다. 이런 종류의

떨어진 동굴로 끌고 가서 그 소를 죽이는 버릇을 가지고 있었는

겨울 동안 가축을 잃는 상황에서도 친척들을 굶주림에서 구해

가정용품들은 다 닳아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

데, 한번은 이 때문에 그의 친척인 칼미르자(Kalmyrza)가 화가

주었다. 많은 친척들은 코조자쉬의 행운을 믿었기 때문에 실제

나서 동굴로 그를 쫓아갔어.

로 사냥으로 잡은 짐승에 의존하여 가축의 고기를 먹지 않고

그를 보자 나시프쿨은 화가 난 친척에게서 도망치려 했지만, 칼

버틸 수 있었다.

(위) 콘두크(Konduk) 마을 모습 © Aigine CRC

“나는 나의 어머니로부터 수공예를 배워서 펠트, 자수, 여행 가

어느 날 코조자쉬는 야생 염소를 사냥한 후 깎아지른 듯한 바

(아래) 약초를 보여주는 콘두크 마을 주민 © Aigine CRC

방 그리고 침대 덮개를 만드는 법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모

미르자는 그를 붙잡아 목에 돌을 둘러 매달아 논에다 던져버렸

마을 주민인 키이즈바예바 아르자임(Kiyizbayeva Arzaiym)는

든 것을 만들 때 산에서 나는 약초들을 사용해요. 산에서 나는

자연보호구역 내 호수 전경 © Aigine CRC

위 정상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꿈을 꾸었다. 그는 두려워

울잔(Uuljan)이라는 약초를 모아서 제품을 만들 때 같이 넣어

하며 아내에게 꿈을 해석해 달라고 했다. 그녀는 그에게 생명

요. 그리고 에르멘(ermen, 사철쑥)과 카르코르(karkor, 산쑥)

이 위험할 수 있으니 다시는 사냥에 나가지 말라고 충고했다.

와 같은 약초는 펠트 제품과 함께 보관할 수도 있죠. 어머니

그러나 나이가 많은 어른들은 그 꿈을 다르게 해석했고 코조자

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나는

쉬는 계속해서 수르 에크키(Sur Echki, 회색 암컷 염소)의 새끼

이 모든 기술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펠트

를 사냥하기로 결심했다. 서사시에서 수르 에크키는 자연의 비

와 양모를 약초로만 염색했어요. 예를 들면 박하나 부루마 카

옥함, 천 마리 야생 염소의 어머니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코

라(Burmа kara, 검은 코리달리스)라고 하는 약초를 쓰는데 이

조자쉬가 수르 에크키의 어린 새끼를 죽여버린 후 사냥꾼과 신

식물의 염료는 색이 금방 바래는 화학 염료와는 달리 햇빛에

성한 동물 간의 대치가 격화되었다.

도 잘 바래지 않아요. 약초는 장점이 아주 많아요.”라고 말했다.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수르 에크키는 코조자쉬에게 자신의 마
지막 남은 새끼 알라바쉬(Alabash)를 살려달라고 간청했다. 하

마을 사람들은 보호구역 내에서 일하며 근대적인 자연보호 방법

지만 신이 났던 사냥꾼은 그 마지막 염소를 죽였고 그로 인해

을 활용한다. 동시에 수십 년 동안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지의

수르 에크키의 집안은 절손되었다. 수르 에크키는 자손을 죽인

토착 지식도 잊지 않고 있다. 자연 보전에 대한 그러한 모델과 접근법

코조자쉬에게 복수할 것을 맹세하고 사냥꾼은 그를 잡을 때까

은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동시에 장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지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서했다. 결국 수르 에크키는 사냥

결과를 가져다 준다. 지역의 천연 원료와 염료를 활용한 전통 공예와

꾼을 바위 비탈로 유인하여 그가 굶주림과 추위로 죽어가도록

전통 의학 사례는 자연 친화적인 공동체 모델을 보여준다. 알라이-쿠

그곳에 버려두었다. 고통을 견딜 수 없었던 코조자쉬는 바위에

계곡의 신성시되는 동물의 종류, 성지 그리고 식물에 관한 지식은 공

서 급히 내려가다 죽고 말았다.

동체의 영적 교육에 이바지하며, 대량 동물 살상에 대한 금기의 확산
은 이 마을과 여타 다른 마을의 신세대 사냥꾼의 윤리 교육에 이바지

이 구전 이야기는 보호구역과 그 인근 마을에서 살아가는 야생동

한다. ■

물을 사냥하고 죽이는 데에 제한을 가하는 확고한 규칙으로서 지역민
들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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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디(Haatdi)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 © Shalini Sabikhi

핫디에 이어붙이기 위해 준비된 디야(Diya) © Shalini Sabikhi

인도의 지역 공동체들은 각기 다른 의식으로 디왈리(Diwali) 축제를

점토 핫디 제작 예술

기념한다. 디왈리 축제는 힌두교인, 자이나교인, 시크교인 모두가 기

도공들은 핫디를 만들기 위해 동네 연못에서 점토를 가지고 와 소똥

깨뜨리는 것이 불길한 징조로 여겨지면서 철이나 나무로 핫디를 만드

념하는 빛의 축제로, 보통 5일 동안 열린다. 인도의 신디 공동체는 디

과 함께 섞는다. 여기에 물을 적당량 섞으면 반죽이 고르게 된다. 이렇

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핫디를 구하기 힘든 곳에서는 접시에 질그릇

왈리 축제를 사흘간 연다. 이때 신디 공동체가 보여주는 주요 특징 중

게 준비한 축축한 점토를 손으로 두드려 둥글고 평평한 밑단을 만든

을 넣어 핫디를 대신한다. 은이나 금으로 도금한 핫디는 재활용이 가

하나가 바로 ‘핫디(Haatdi)’ 숭배이다. 핫디는 일부 구자라티 공동체

다. 이후 점토 덩어리로 세 개의 짧은 다리를 만들어 밑단 바닥에 붙인

능하며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집에서

에서도 숭배된다.

다. 그다음 대나무 막대를 적정 길이로 잘라 밑단과 수직이 되게 고정

점토로 직접 핫디를 만들며 금색 레이스, 거울 조각, 반짝이는 귀금속

핫디의 어원은 ‘상점’을 뜻하는 힌디어 ‘하트(haat)’에서 찾을 수

한 후, 상단에 C자형의 원통 점토를 이어붙인다. 막대를 이용해 윗부

조각 등으로 장식한다.

샬리니 사비키

있다. 사람들은 핫디를 번영과 행운의 여신인 락슈미(Lackshmi)에게

분에 디야(diya)라는 작은 점토 등을 만든다. 이렇게 만든 핫디는 햇

과거에는 신디 공동체 모두가 핫디 숭배 의식을 치렀다. 하지만 이

교사, 자이두스 특수학교

바침으로써 일과 사업의 번창을 기원한다. 핫디는 일반적으로 화려하

볕에 잘 말린다. 말린 후에는 착색을 위해 염료에 점토를 살짝 담근

전통도 점차 잊히고 지금은 핫디 관습과 의식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

게 장식된 상점을 상징하는데, 집안의 가장인 남자를 상징한다고 보

다. 핫디에 주로 쓰이는 색상은 자홍색(푸치샤)이지만, 빨간색, 파란

은 소수에 불과하다. 핫디처럼 아름답고 멋스러운 인도의 문화유산이

는 시각도 있다. 과거에는 핫디를 가정 내 남자 구성원 수에 맞게 구

색, 흰색 등 다른 색을 사용하는 지역도 있다. 색이 다 마르면 장식용

후대에도 이어지도록 보존할 필요가 있다. 꽃과 등불을 밝혀 장식하

매했으며, 딸을 위해서도 하나 마련하였다. 요즘에는 두 개, 네 개, 또

색종이(폭죽을 만들고 남은 종이나 기타 밝은 색상의 종이)로 막대를

는 핫디는 그 모습이 아름답고 화려해 결혼식이나 종교 의식에 장식

는 여섯 개씩 짝수로 구매하는 편이다. 디왈리 축제가 끝나면 핫디를

감싼다. 이때 핫디 한쪽은 막힘이 없도록 열어 둔다. 마지막으로 막대

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은이나 금으로 도금한 핫디는 디왈리 선물

물에 담근다.

위에 연 종이(유산지)로 만든 작은 깃발을 붙인다. 이렇게 완성한 화

로도 제격이다. 이들 장인은 일 년에 딱 한 번만 핫디를 제작하며, 그

려하고 아름다운 점토 핫디는 디왈리 축제가 열리기 전 길거리 곳곳

이외 기간에는 다른 축제에 쓰이는 연이나 폭죽을 만들며 생계를 유

에서 판매된다.

지한다. 이들이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풍요를 상징하는

핫디(Haatdi)의
제작과 숭배

점토 핫디는 8월이나 9월 사이에 열리는 가네시 차투르티(Ganesh Chaturthi) 축젯날에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날을 길일로 여기
기 때문이다. 핫디는 아마다바드시의 특정 지역 공동체가 제작한다.

구자라트 바도다라 마을에서 팔리고 있는 핫디 © Shalini Sabik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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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모두가 점토로 만든 핫디를 사용했다. 그러다가 핫디를

아름다운 장식품인 핫디를 더 많은 사람이 찾아주

해당 공동체 주민들은 핫디를 제작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구자라트

의식

주에서 마하라슈트라주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이 과정

디왈리 축제에서 푸자(Pooja) 의식은 길한 시간대에 행해진다. 꽃, 암

에는 온 가족이 참여한다. 핫디의 제작 및 판매는 카알리 차우다스

염, 신디 라이(Sindhi Layi)나 치키(chikki)와 같은 단 과자, 튀밥, 버

(Kaali Chaudas), 즉 디왈리 축제가 열리는 닷새 중 첫째 날과 둘째

밀리온 안료, 마우스 멜론 등을 핫디에 바친다. 각 핫디 안에는 암송해

날에 이루어진다.

야 할 만트라와 신을 찬양하기 위해 부르는 아티(aarti) 노래가 새겨

핫티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시연 행사에는 차투르바이(Chatur-

진 마할락스미 얀트라(Mahalaxmi Yantra)가 놓인다. 작은 접시 안에

bhai), 바르슈람바이(Varshrambhai), 바랏바이(Bharatbhai)와 이들

는 은화 11개와 금반지를 넣고 우유를 잠기도록 붓는다. 신도르(버밀

가족이 참여했고, 시연 장소는 인도 구자라트주 아마다바드시 바트

리온) 분말과 꽃잎도 여기에 추가하는데, 이것은 핫디 근처에 놓는다.

마을, 머더 데어리 맞은편, 슈리 마할락스미 방갈로 근처의 APS 국제

꽃을 바치고 등불을 밝힌 다음 핫디 숭배 의식을 시작한다. 암염은 부

학교 맞은편에 소재한 이들의 거처였다. 본인도 인도 헤리티지 워크

정의 기운을 물리친다고 여겨진다. 모든 봉헌물은 사흘간 그대로 둔

(India Heritage Walks)가 주최하고 케유르 샤(Keyur Shah)가 주관

다. 사흘이 지나면 마우스 멜론은 강물에 담그거나 흙 속에 묻고, 우유

한 문화유산 산책 행사가 열렸을 때 핫디 제작을 체험하는 시간을 즐

는 흙 위로 흘려버린다.

고 사랑해 주길 바란다. ■

핫디 만들기
© Shalini Sabikhi

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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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과
줄다리기 문화상자

초기부터 문화재청의 예산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상대적으로 대
도시에 비해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이 부족한 소도시의 문화 욕구 충
족과 무형유산 교육에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국가무형문화재 기지시줄다리기가 무엇
인지 배우고, 기초 전승교육으로서 지역사회에 전승되는 무형유산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는 데 기여한 바 있으

고대영

며, 타지역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예연구사, 당진시

단일한 주제로 교육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기지시줄다리기를 홍보하
는 데 급급했던 교육이었던 점에서 한계가 분명했다. 유네스코 등재
이후 변화한 줄다리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증진과 공동 등재한 종
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여건에서 공동 등재 과정에서 각국과의 협
력과 소통, 현지 조사를 통해 느꼈던 부분을 교육에 반영하고 싶었다.
한국은 대체로 음력 1~2월 정월대보름에 연행하는데, 베트남은

줄다리기는 줄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놀이로서, 전 세계에

리핀의 전승공동체 교류 등을 기획, 진행하거나 참여하였으며, 2014

께오 꼬(kéo co), 캄보디아는 테안 프롯(teanh prot), 필리핀은 푼눅

서 널리 전승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 권역에서는 농업공동체의 풍요

년 국내 전통 줄다리기 전승단체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한국전통

(punnuk)으로 불리며,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4월 크메르력으로 새해

와 평안을 기원하는 의례의 형태와 결합하여 공동체의 화합과 단결

줄다리기전승단체연합회 창립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전통 줄다리기

에, 필리핀은 8월 벼의 수확을 마치고 다음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에

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널리 연행되고 있다.

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박물

줄을 당긴다. 공동등재 과정에서도 강조했지만, 모두 줄의 형태나 명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2015년 캄보디아, 필리핀, 대한민국, 베트남 4

관은 줄다리기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칭, 시기는 다르지만 마을 공동체의 화합과 평안, 풍요를 기원하고 도

(위)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의 체험 교육 프로그램 © 고대영

개국의 ‘줄다리기 의례와 놀이’가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을 담당했다.

모하는 하나의 의례이자 놀이이고, 마을 축제로서 벼농사를 기반으

(아래) 아태센터 줄다리기 문화상자 © ICHCAP

한국의 당진시에서 건립, 운영하는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은 2011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은 대외적인 이러한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

로 한 아시아 권역의 공동체 문화를 잘 보여주는 민속으로 공통점이

년 개관하였다. 전통 줄다리기를 테마로 하는 이 박물관에서는 지역

의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존회와 함께

있었다. 이러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모습은 모두 조금씩 다르지만 서

의 국가무형문화재 기지시줄다리기의 전승과 교육, 전시, 연구뿐만 아

기지시줄다리기의 이해와 소개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10여 년 이상

로 일맥상통하는 가치를 가지고 공존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사람들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단편적인 메시지를

니라 그 외 한국의 줄다리기, 세계 다른 나라의 줄다리기에 대한 관심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학교에 방문하거나 박물관에 방문하는 관람객,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들로서, 다양한 문화와 특성을 인정해야 한다.’

전달하던 방식에서 여러 지역의 다양한 줄다리기를 비교, 검토할 수

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박물관 내 기지시줄다리

정해진 날짜에 모집한 가족 단위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줄다리기에 대

는 메시지가 분명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

있는 종합적 접근이 가능해진 점이 의미가 있었다. 주체와 객체가 없

기의 전승 주체인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가 함께 입주하여 전승 교육

한 이해, 기지시줄다리기의 유래와 역사, 줄 제작 체험, 줄다리기 체험

발하게 되었다.

는 접근방식을 통해 균형 잡힌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이야기할

과 보존에도 힘쓰고 있다.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은 일본 전통 줄다리

의 순으로 기지시줄다리기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실제 체험을

2021년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협력하여 개발한 줄다리기

기와의 교류, 국제심포지엄 개최 및 줄다리기 학술조사, 베트남과 필

통해 경험해보는 방식이다. 이러한 교육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교육

문화상자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각국의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해외와의 교

민속의상과 줄다리기와 관련한 모형 및 자료, 활동지, 태블릿 컴퓨터

류와 대외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던 2020-2021년 사이 개발된 것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으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계속 보완과 수정이 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학습 내용은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줄다리기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

요하다. 또한 이렇게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을 국내외 줄다리기 전승

보고 이러한 줄다리기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고, 여러 나라의 줄다

공동체, 관련 교육기관과의 협업과 배포, 공유를 통해 널리 알리고 활

리기가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형태로 전승되어 오는 점, 단순히 줄

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을 당기는 경쟁 활동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화합과 풍요를 기원하는
문화유산으로서의 줄다리기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무형유산을 주제로 한 박물관으로서 해당 주제 종목을 널리 알리
고, 전승 기반을 닦는 것도 물론 중요한 역할이지만, 이러한 무형유산
의 가치와 의미를 보편적인 가치로 연계하여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
거나 더 나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변화에 앞장서는 것 역시 무형
유산 박물관으로서 필요한 사명이자 중요한 목표이다. 한국에는 다양
한 국가에서 건너온, 결혼 이민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
하고 있다. 물론 과거에 비해 여건이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한국은
단일민족에 대한 신화와 선입견이 존재하고 있다. 줄다리기 문화상자
를 통해 다문화 사회를 넘어 문화다양성 사회로 가는 길이 조금 더 넓
어지기를 기대한다. ■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전경 © 고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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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키나아그(Kina-ag) 모형 © 고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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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리빙헤리티지 시리즈 <스토리텔링> 원고 모집

다양한 문화행사, 3년 만에 오프라인 개최

지난 2021년 파리에서 열린 제16차 무형유산

모집하고자 하는 글은 스토리텔링 관련 프

2003년 협약의 정신을 반영해야 한다. 즉, 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19년 이래 축

부터 6월 6일까지는 강릉단오제가 각각 개최

다리기 보존회 회원, 당진 시민과 관광객들이

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HeritageAlive 편집

로젝트를 진행하면서 NGO와 전문가들의 현

출될 원고는 특정 프로젝트 또는 활동을 통해

제를 포함한 많은 문화행사가 개최되지 못했

되었다.

힘을 모아 줄 제작장에서 박물관 시연장으로

위원회는 ‘스토리텔링’을 2023 리빙헤리티지

장 경험을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형

무형유산을 보호한 성과에 관한 것이어야 한

다. 축제위원회나 보존회 등은 온라인으로 방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는 ‘잇다’를 주제로

옮기는 모습은 가히 장관이었다. 올해는 줄의

시리즈(LHS)의 주제로 선정했다. 본 도서는

유산 종목을 단독으로 제시하기보다는, 보호

다. 리빙헤리티지 시리즈의 주된 목표는 현장

식을 바꿔 진행을 한 부분도 있었지만 예상치

꾸며졌는데, 13일 당제, 용왕제, 다음 날에는

규모를 절반으로 줄였지만, 전통을 이어가고

센터와 #HeritageAlive의 협력 사업으로 출판

및 전승과 관련된 도전, 방법론 및 경험을 반

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므로, NGO 및 관련

못한 한계가 있었음은 물론 참가자들 역시 축

기지시 줄다리기뿐 아니라 밀양 감내게줄당

나라의 평안과 화합을 기원하는 그 마음은 이

될 예정이며, 제18차 정부간위원회에서 발표

영해야 하며, 그룹 또는 커뮤니티를 위한 종목

연행자의 목소리를 담고 협력하며, 다양한

제의 진정한 분위기를 느낄 수 없었다. 하지만

기기 시연 등 다른 지역의 줄다리기도 함께 소

전 그대로였다.

될 예정이다.

의 사회적 문화적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NGO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풀리자 억눌린 열

개되었다. 특히, 축제 마지막 날 줄 고사에 이

이와 함께, 강릉단오제는 ‘으라차차 강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토리텔링’이라

기가 폭발했다. 한국의 경우 5월 13일부터 15

어 농기와 풍물단을 앞세운 길이 각각 50m,

단오제’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으라차차는

는 주제에 대해 1,500-2,000 단어의 영문 또

일까지는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가, 5월 30일

무게 20톤의 거대한 암줄과 숫줄을 기지시줄

사전적 의미로 힘겨운 상대나 상황, 대상을 마

는 프랑스어로 작성된 원고를 제출하면 된다.

주하여 이를 어기고 극복하고자 할 때 힘을 내

2022년 10월 1일까지 편집장(Eivind Falk,

지르는 소리로 소망과 기원의 축제인 강릉단

eivind.falk@handverksinstituttet.no,

오제를 통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direction@patrimoinevivant.qc.ca(Antoine

함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Gauthier 참조)에게 제출하면 된다. 공모 관

의미를 담았다. 축제 기간 부대행사로 제례,

련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굿판, 전국 단오장사씨름대회 등이 이어졌다.

된다.

문화유산의 연속성을 위해서 종목을, 더

한편, 2022년 리빙헤리티지 시리즈는 ‘물’

넓게는 유산을 둘러싸고 항상 사람이 있어야

을 주제로 연말에 발간될 예정이다. ■

한다.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지금까지 그래왔

2023 리빙헤리티지 시리즈 원고 모집 홍보 © ICHCAP

듯이 우리 옆에 오래도록 ‘살아있는’ 것으로
존재하기를 희망한다. ■

2022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 줄 나가기 © 고대영

미래 교육의 해답이 되다, 무형유산 교수 학습 온라인 강좌

제9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이하 센터)는 유

구체적인 교수·학습 과정 및 지도안을 기획할

의응답 시간을 갖고, 최종 과제에 대한 피드백

제9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당사국 총

을 위한 또 다른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의제에 포함된 기념 행사에 대한 제안에서 다

네스코방콕사무소, 유네스코아태국제이해교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을 받기도 했다. 본 강좌를 수강 완료한 수강

회가 2022년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파리

한, 다가오는 2023년은 2003년 협약 20주년

양한 의견을 공유할 것이다. ■

생들과 첫 번째 코호트를 수료한 참가자들에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다. 사흘에 걸쳐 180

으로, 당사국을 포함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게는 별도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

개 당사국이 모여 전 세계 무형유산의 보호와

육원(이하 아태교육원)과 함께 무형유산 교수

강의와 함께 제공되는 강의 꾸러미는 생활

학습 온라인 강좌 ‘교실로 찾아온 살아있는 유

양식으로 존재하는 무형유산을 교육에 활용

산(Bringing Living Heritage to the

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실제 활용 사례, 강의

협약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여러 사안을 논의

Classroom in Asia-Pacific)’을 개발했다. 본

추가 설명자료 등을 포함한다. 본 강좌의 자세

할 예정이다.

강좌 수강을 원하는 이들은 언제든지 아태교

한 지침에 따라 교사들은 미래세대에 무형유

이번 총회는 대면으로 현장 개최가 예정되

육원 GCED 온라인 캠퍼스에서 자신의 일정

산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다양한

어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에 맞추어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해당 강좌

교과목에 무형유산을 접목해 볼 수 있다. 이를

있다. 사무국은 회의에 적용되는 주최국 규칙

는 지난 4월 22일에 개강했으며 총 24개의 강

통해 교육 콘텐츠는 풍성해지고, 수업 시간 학

과 유네스코 지침에 따라 보건 조치와 관련된

의로 구성됐다.

생들의 참여를 끌어내며, 학습 효과를 극대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본 강좌는 교사들과 교육자들, 그리고 교

할 수 있을 것이다.

협약의 등재 메커니즘에 대한 심도 있는

육과 문화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제작

한편, 본 강좌의 첫 번째 강사 주도 코호트

논의와 이에 따른 운영지침 개정안에 대한 검

됐다. 교사들이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해 각 학

코스는 지난 6월 3일 마무리 됐다. 해당 코호

토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제로

교의 문화·배경·맥락에 맞는 교수·학습과정

트 기간 매주 금요일 라이브 튜토리얼 세션이

올라온 권고안은 지난 4월 25일부터 26일까

안을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

진행됐으며, 총 5주 동안 약 40여 명의 수강생

지 열린 정부 간 개방형 워킹그룹 회의에서

한다. 강좌 수료 후에는 무형유산과 무형유산

이 꾸준히 참가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

(위) 온라인 강좌 소개 슬라이드 © ICHCAP

작성된 것으로, 이는 작년 3월부터 시작된 긴

통합 교육의 이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며,

을 나눴다. 수강생들은 세션 중에 강사와의 질

(아래) 온라인 강좌 강의 모습 © ICHCAP

논의의 결과이다. 이에 관한 결과는 협약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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