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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보존(無形文化財保存)의 중요성(重要性)

李杜鉉

「문화재보호법」(1962. 1. 10공포(公布))

제2조에 규정(規定)된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기타의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이라고 하

고 제8조에는「무형문화재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할 수 있다.」고 하

다. 다시 중요무형문화재지정기준(重要無形文化財指定基準)에는 연극(演劇), 음악(音樂), 

무용(舞踊), 즉(卽) 예능관계(藝能關係)와 공예기술관계(工藝技術關係)에서 一. 민족생활

(民族生活)의 변천(變遷)과 발달(發達)을 이해(理解)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二. 발생연대

(發生年代)가 비교적(比較的) 오래고 그 시대(時代)의 특색(特色)을 지닌 것. 三. 형식

(形式)과 기법(技法)이 전통적(傳統的)인 것 四. 예술상(藝術上) 가치(價値)가 특출(特

出)한 것 五. 학술연구상(學術硏究上) 귀중(貴重)한 자료(資料)가 될 수 있는 것 六. 향

토적(鄕土的)으로나 그 밖의 특색(特色)이 현저(顯著)한 것 七. 인멸(湮滅)될 우려(憂慮)

가 많아 문화적(文化的) 가치(價値)가 상실(喪失)되기 쉬운 것 등(等)을 중요무형문화재

(重要無形文化財)로 지정(指定)할 수 있다고 하 고 그 지정세목(指定細目)을 다음과 같

이 열거(列擧)하고 있다.

가. 연극(演劇) 

①인형극(人形劇) 

② 가면극(假面劇) ㄱ. 산대놀이, ㄴ. 봉산탈춤, ㄷ. 야류․오광대, ㄹ. 별신(別神)굿

나. 음악(音樂)

① 제례악(祭禮樂) ② 연례악(宴禮樂) ③ 대취타(大吹打) ④ 가곡(歌曲) ⑤ 가사(歌詞) 

⑥시조(時調) ⑦ 창악(唱樂) ⑧ 산조(散調) ⑨ 농악(農樂) ⑩ 잡가(雜歌) ⑪ 민요(民謠) 

⑫ 무가(巫歌) ⑬ 범패(梵唄) ⑭ 기타(其他)

다. 무용(舞踊)

① 의식무(儀式舞) ② 정재무(呈才舞) ③ 탈춤 ④ 바라춤 ⑤ 승무(僧舞) ⑥ 기타(其他)

라. 공예기술(工藝技術)

① 도자공예(陶磁工藝)    ② 마미공예(馬尾工藝)    ③ 금속공예(金屬工藝)

④ 화각공예(華角工藝)    ⑤ 죽공예(竹工藝)    ⑥ 장신공예(裝身工藝)

⑦ 나전공예(螺鈿工藝)    ⑧ 제지공예(製紙工藝)    ⑨ 목공예(木工藝)

⑩ 건축공예(建築工藝)    ⑪ 피혁공예(皮革工藝)    ⑫ 지물공예(紙物工藝)

⑬ 직물공예(織物工藝)    ⑭ 염색공예(染色工藝)    ⑮ 옥석공예(玉石工藝)

⒃ 자수공예(刺繡工藝)    ⒔ 복식공예(服飾工藝)    ⒕ 악기공예(樂器工藝)

⒖ 초고공예(草藁工藝)    ⒗ 기타(其他)

이상(以上)과 같은 지정세목(指定細目)은 일반(一般)에게 널리 알려진 대표적(代表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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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을 예시(例示)한 것에 불과(不過)하며 앞으로 보다 충분(充分)한 조사(調査)가 진행

(進行)됨에 따라 이 세목(細目)은 추가(追加)될 것이며, 특(特)히 지방민속예능(地方民俗

藝能)의 조사발굴(調査發掘)과 이에 대한 보존대책(保存對策)이 긴요(緊要)하다.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의 보존대책(保存對策)은 구체적(具體的)으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겠다. ① 연극(演劇)․음악(音樂)․무용(舞踊)․공예기술(工藝技術)등(等)의 기예

(技藝)와 작품(作品)의 기록(記錄) ② 기예(技藝) 및 작품(作品)의 공개(公開) ③ 계승자

(繼承者)의 양성(養成) ④ 자료(資料) 및 작품(作品)의 구입(購入)과 기타(其他).

첫째로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의 기록화(記錄化)의 문제(問題)인데 유형문화재(有形文

化財)의 경우와 달라서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는 사람들 매체(媒體)로하여 성립(成立)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형(無形)인 기예(技藝)만을 추출(抽出)하여 정착화(定着化)할 수

는 없다. 따라서 이를 보존(保存)하려면 간접적(間接的)인 수단(手段)이기는 하지만 각

종(各種) 기록방법(記錄方法)을 강구(講究)하여 종합적(綜合的)인 기록자료(記錄資料)를 

남기는 길밖에 없다.

예능문화재(藝能文化財)인 경우 화(映畵)에 의한 움직임의 기록(記錄), 무형(舞型)의 

채록(採錄), 사진(寫眞)에 의한 기록(記錄), 녹음(錄音) 및 대사(臺詞)의 채록(採錄), 또

는 채보(採譜) 문서(文書)에 의한 전승(傳承)의 기록(記錄), 의상(衣裳)(가면(假面)도 포

함(包含)) 소도구(小道具)등의 스케치와 기타(其他) 기록(記錄)등(等)으로 그 내용(內容)

을 나눌 수 있는데, 이제까지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지정(指定)을 위한 기초

조사(基礎調査)에서 화(映畵)에 의한 기록이외(記錄以外)는 대체(大體)로 여상(如上)

의 기타(其他) 기록방법(記錄方法)은 사용(使用)되어 왔다.

공예기술(工藝技術)의 경우는 예능관계(藝能關係)와 달라서 기예(技藝) 발현(發現)의 결

과(結果)가 작품(作品)으로 남기 때문에 이 작품(作品)과 함께 그 제작공정(製作工程)을 

기록화(記錄化)함으로서 기록자료(記錄資料)(사진첨부(寫眞添附))의 작성(作成), 공정견

본(工程見本), 공구견본(工具見本)등(等)을 부가(附加)하여 기록자료(記錄資料)를 작성

(作成)하여 왔으나 예능관계(藝能關係)에서와 마찬가지로 화(映畵)에 의한 제작공정

(製作工程)의 기록(記錄)은 실시(實施)되지 못하 다. 국립 화제작소(國立映畵製作所)

와의 기술제휴(技術提携)등(等)으로서 이 난문제(難問題)는 해결(解決)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한 가닥 소망(所望)을 걸어 본다.

주지(周知)하는 바와 같이 예능관계(藝能關係)에서 이미 많은 인간문화재(人間文化財)라

고 할 수 있는 노련(老鍊)한 연기자(演技者)들이 해방 후(解放後) 뒤를 이어 사망(死亡)

하 고 수 년 내(數年內)로도 양주산대(楊洲山臺) 놀이의 김성태(金星泰), 박준섭(朴俊

燮), 수 야유(水營野遊)의 조두 (趙斗榮), 꼭두각시놀음의 노득필옹(盧得弼翁)등이 사

망(死亡)하 으며 통 오광대(統營五廣大)의 장재봉(張在奉), 양주산대(楊洲山臺)놀이의 

박동환옹(朴東煥翁)등은 병석(病席)에 누워 거의 재기불능상태(再起不能狀態)이다. 기술

공예부문(技術工藝部門)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事情)은 동일(同一)하여 종합적(綜合的)

인 기록화(記錄化)와 아울러 전승자(傳承者)의 양성(養成)은 무엇보다도 시급(時急)한 

중요문제(重要問題)가 아닐 수 없다.

둘째로 기술(技術) 및 작품(作品)의 공개(公開)인데, 공예기술(工藝技術)은 무형(無形)인 

기술발현(技術發現)의 결과(結果)가 작품(作品)으로 정착(定着)하나 예능관계(藝能關係)

에서는 예능(藝能)이 갖는 본질(本質)로서 시간성(時間性)과 공간성(空間性)을 차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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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그것이 속성(永續性)을 갖지 못하고 순간 순간(瞬間瞬間)에 사라지고 마는 찰나

적(刹那的)인 것이며 질량성(質量性)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기술발현(技術發

現)의 결과(結果)를 유형(有形)한 것으로 남길 수 없기 때문에 그 보존(保存)과 활용(活

用)을 도모(圖謀)하기 위하여서는 공개(公開)가 가장 중요(重要)한 수단(手段)의 하나라

고 볼 수 있다.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로 지정(指定)된 것은 차례로 일반(一

般)에게 공개(公開)할 계획(計劃)은 지정사무(指定事務)와 함께 추진 중(推進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해마다 공보부 주최(公報部主催)의 민속예술경연대회(民俗藝術競演

大會)와도 유기적(有機的) 연관(聯關)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며,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경연대회적(競演大會的) 성격(性格)이 아니라 예능문화재(藝能文化財)의 공개(公

開)는 국립극장(國立劇場)의 설치목적(設置目的)에도 있는 바 「민족예술(民族藝術)의 

발전(發展)과 연극문화(演劇文化)의 향상(向上)을 도모(圖謀)하기 위하여」 따로 국립극

장(國立劇場)과 긴 (緊密)하게 제휴(提携)되어야할 성질(性質)의 사업(事業)이라고 생

각된다.

한편 공예기술(工藝技術)의 공개(公開)도 소홀(疎忽)히 할 수 없는 문제(問題)라고 생각

된다. 우리 나라에는 아직도 전래(傳來)하는 공인(工人)들의 비법(秘法)이 전수(傳授)되

지도 않고 일반(一般)에게 공개(公開)되지도 않은 채 절멸(絶滅)되어 갈 위기(危機)에 

놓인 것들이 많다. 도공(陶工), 목공(木工), 칠공(漆工)등등(等等) 많은 실례(實例)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법(秘法)의 기술강습회(技術講習會)를 통(通)한 전수(傳授)와 

일반공개(一般公開)와 아울러 강습소(講習所) 공전(工專), 대학(大學)등(等)에서의 교육

사업(敎育事業)으로서의 뒷받침이 없이 무력(無力)하고 빈궁(貧窮)한 몇몇 공인(工人)들

과 더불어 전통공예기술(傳統工藝技術)은 대부분(大部分) 절멸상태(絶滅狀態)에 놓여 있

다. 한국 전통공예전(韓國傳統工藝展) 같은 것이 국전(國展)과는 따로 개최(開催)되어 

우수(優秀)한 작품(作品)의 공개(公開)가 있고 동시(同時)에 회장(會場)에서 각종공예(各

種工藝)의 비법(秘法)의 공개(公開), 또 그 작품(作品)들의 구입(購入)등(等)이 이루어진

다면 얼마나 고무적(鼓舞的)이겠는가 상상(想像)하고도 남음이 있다. 서구문화(西歐文

化)의 수입(輸入)과 더불어 우리의 전통적(傳統的) 생활체제(生活體制)가 많이 변동(變

動)되어, 그러한 공예품(工藝品)들을 요구(要求)하던 생활체제(生活體制) 자체(自體)가 

붕괴(崩壞)되어 감에 따라 자연적(自然的)인 수요공급(需要供給)에 그 명맥(命脈)의 유

지(維持)를 기대(期待)하기는 어렵게 된 것이다. 먼저 전통공예기술(傳統工藝技術)의 충

실(忠實)한 보존(保存)과 아울러 그 현재적(現在的)인 활용(活用)이 중요(重要)한 과제

(課題)인 것이다.

셋째로 전승자(傳承者)의 양성문제(養成問題)인데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는 앞서도 말

한 바와 같이 사람을 매체(媒體)로 하여 성립(成立)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존(保存)을 

위하여서는 무형(無形)의 기예(技藝)가 다음 세대(世代)에게 계승(繼承)되어야 하는 것

이다. 따라서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의 올바른 보존사업(保存事業)은 현보유자(現保有

者)의 보호(保護)만을 대상(對象)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 기예(技藝)를 계승(繼承)할 

후계자(後繼者)에게도 강력(强力)한 보호(保護)가 주워져야 할 것이다. 오늘날 실정(實

情)으로 보아 한편에 많은 실직청년(失職靑年)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무형문화재(無形文

化財)의 전승자(傳承者)가 되려는 유위(有爲)한 청소년(靑少年)을 얻지 못하고 많은 무

형문화재(無形文化財)들이 폐절(廢絶)될 상태(狀態)에 놓여 있음은 경제적(經濟的)인 문

제(問題), 문화적(文化的)인 문제(問題), 기타(其他)의 많은 이유(理由)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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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問題) 해결(解決)을 위한 국가적(國家的)인 뒷받침과 더불어 계승자(繼承

者)양성(養成)을 위한 보조금(補助金)을 지급(支給)하여 적절(適切)한 관리(管理)를 실시

(實施)해야 할 것이다. 특(特)히 예능관계(藝能關係)는 「예술(藝術)과 연극(演劇)에 관

(關)한 요원(要員)을 양성(養成)하기 위(爲)하여 연구(硏究) 또는 양성소(養成所)를 부치

(附置)할 수 있다」는 국립극장(國立劇場)의 양성사업(養成事業)과 또 「민족음악(民族

音樂)의 보존(保存)과 발전(發展)을 도모(圖謀)함을 목적(目的)으로 한다」는 국립국악

원(國立國樂院)의 양성사업(養成事業)등(等)과도 긴 (緊密)한 제휴(提携)를 가질 수 있

을 것으로 믿는다.

넷째로 자료(資料) 및 작품(作品)의 구입(購入)인데 민간(民間)에 있는 무형문화재관계

(無形文化財關係)의 귀중(貴重)한 자료(資料)들은 산일(散逸)될 우려(憂慮)가 많아 그러

한 여러 자료(資料)들을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國家)가 구

입(購入)함으로서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의 종합적(綜合的)인 보호사업(保護事業)이 이

루어지는 것인데 특(特)히 예능자료(藝能資料)로서 각지(各地)에 남아 오는 것을 사들이

고 또 기록 화(記錄映畵)등(等)을 구입(購入)함으로서 그 실지적(實地的) 효과(效果)를 

거둘 수 있다.

공예관계(工藝關係)는 무형(無形)인 기술(技術)의 발현결과(發現結果)인 작품(作品)을 

사들임으로서 공예기술(工藝技術)의 보존(保存)과 활용(活用)을 위하여 좋은 결과(結果)

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이상(以上) 네 가지 종목(種目)으로 나누어서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의 보존대책(保存

對策)을 논(論)하 으나 우리에게 주어진 민족자산(民族資産)은 이러한 유형(有形)․무

형문화재(無形文化財)와 민속문화재(民俗文化材)이며 그것의 보존(保存)과 시대화(時代

化)․생활화(生活化)임을 생각할 때 문화재보존(文化財保存)의 중요성(重要性)은 췌언

(贅言)을 요(要)하지 않을 것이다. 특(特)히 시시각각(時時刻刻)으로 보유자(保有者)와 

더불어 인멸(湮滅)과 폐절상태(廢絶狀態)에 놓여있는 유형민속문화재(有形民俗文化財)를 

위하여서는 북구(北歐)의 여러나라의 예(例)와 같이 국가적(國家的)인 무형(無形)․민속

문화재(民俗文化財) 기록보존소(記錄保存所)(Folk-Archines)의 설치(設置)가 시급(時

急)하며 그것을 위하여서는 그 모체기관(母體機關)이 될 수 있는 국립민족박물관(國立

民族博物館)의 부활(復活)이 또한 긴요(緊要)하다. 이러한 소망(所望)이 실현(實現)될 가

망(可望)이 가까운 장래(將來)에 없는 한(限) 우리는 그 차선책(次善策)으로서 현재(現

在)의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을 중심(中心)으로 조사지정사업(調査指定事業)과 함

께 여상(如上)의 네 종목(種目)의 보존사업(保存事業)을 보다 효율적(效率的)으로 진행

(進行)하여 민족박물관(民族博物館)의 대행역할(代行役割)을 수행(遂行)할 수  밖엔 없

을 것이다. 아울러 국립 화제작소(國立映畵製作所), 국립극장(國立劇場), 국악원(國樂

院) 등(等)의 기존(旣存)의 정부기관(政府機關)과의 긴 (緊密)한 제휴(提携)하(下)에 보

다 충실(充實)한 보존사업(保存事業)이 또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필자(筆者) 서울사대조교수(師大助敎授))

137



유물(遺物)

유물(遺物)이란 인류(人類)가 남긴 과거(過去)의 물질(物質)이지만, 역사과학(歷史

科學)에 있어서는 그 연구자료(硏究資料)의 하나로서 과거(過去)의 인간활동(人間活

動)을 반 (反映)한 일절(一切)의 물건(物件)을 포함(包含)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

(硏究者)의 입장(立場)에 따라 여러 가지로 범주(範疇)를 달리한다. 가령(假令) 역사

학(歷史學)에서는 기록(記錄), 문헌(文獻) 등(等)의 사료(史料)에 대립(對立)하는 것

으로서, 다른 일절(一切)의 물건(物件)을 포함(包含)하지만, 고고학(考古學)에서는 유

적(遺跡)에 대립(對立)하는 것으로서 협의(狹義)의 유물(遺物)의 개념(槪念)을 규정

(規定)하고 있다. 일반적(一般的)으로는 양자(兩者)를 구별(區別)하는데 있어 형(形)

의 대소(大小), 이동(移動)의 난이(難易)에 의하여 나눠지고 있지만 상대적(相對的)인 

기준(基準)이고, 근본적(根本的)인 구별(區別)이 될 수는 없다. 유적(遺跡)이 일정(一

定)한 지역성(地域性)을 가지는 구축물(構築物)임에 대(對)하여 유물(遺物)은 공간적

(空間的) 연장(延長)을 가지는 물체(物體)이긴 하지만 반드시 지역성(地域性)에 한정

(限定)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過去)의 구축물(構築物)의 부분(部分)을 구성(構成)

하는 것이지만 그 장소(場所)에서 떼어 가지고 와도 유물(遺物)로서의 의의(意義)를 

상실(喪失)하지 않는다. 단지(單只) 이중(二重)의 인간활동(人間活動)을 반 (反映)하

고 있을 경우(境遇) 그 하나가 상실(喪失)될 경우(境遇)는 있다.

예(例)컨대 일용(日用)의 기구(器具)를 부장품(副葬品)으로 할 경우(境遇)이다.

유물(遺物)을 분류(分類)하려면 일정(一定)한 규준(規準)이 없다.  일반적(一般的)

으로는 인공유물(人工遺物), 자연유물(自然遺物)로 분별(分別)하고 재질(材質)에 따

라, 전자(前者)를 석기(石器), 목기(木器), 토기(土器), 골각기(骨角器), 금속기(金屬

器) 등(等)으로 구분(區分)하지만 고고학적연구(考古學的硏究)가 인류문화(人類文化)

의 복원(復原)이라고 보면, 식기(食器), 복식(服飾), 가구(家具). 조도(調度), 무기(武

器), 제기(祭器), 약기(藥器), 교통기관(交通機關), 통화(通貨) 등(等)의 분류(分類)로 

하는 것이 이상적(理想的)이다.

고대유물중(古代遺物中)에는 용도(用途)가 분화(分化)되지 않는 것과 불명(不明)한 

것이 많아서 간단(簡單)하지는 않다. 유물(遺物)의 연구(硏究)는 우선(優先) 그의 기

능(機能)을 명백(明白)히 하고 그의 편년체계(編年體系)를 확립(確立)하는데 있지만 

양식학적(樣式學的) 연구방법(硏究方法)이 특(特)히 중시(重視)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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