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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보존 20년

(重要無形文化財 保存 20年)

徐     允     錫

<文化財管理局 行政事務官>

 日     次

Ⅰ. 序言                                        4. 發掘調査

Ⅱ. 保存 및 管理                                5. 保護施策

  1. 無形文化財의 槪念                           6. 記錄保存

  2. 制度의 變遷                                 7. 傳授敎育施設

  3. 諮問機關                                   Ⅲ. 結語

Ⅰ. 서     언(序    言)

  우리나라에서는 1962年度에 문화재(文化財)를 보존(保存)하여 이를 활용(活用)하므로서 국

민(國民)의 문화적(文化的) 향상(向上)을 도모(圖謀)하고 아울러 발전(發展)에 기여(寄與)할 

목적(目的)으로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을 제정(制定)하 다. 이에 따라 우리 민족(民族)

에 의하여 전승(傳承)되어진 음악(音樂), 무용(舞踊), 연극(演劇), 놀이, 공예기술(工藝技術) 

등(等) 무형(無形)의 문화적(文化的) 소산(所産)으로서 역사상(歷史上) 또는 예술상(藝術上) 

가치(價値)가 큰 것을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로 지정(指定)하고 그 기(技)․예능자

(藝能者)를 보호(保護)하여왔다.

  1964年 12月 7日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로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 양주별산대

(楊州別山臺)놀이, 꼭두각시놀음 등(等) 3종목(種目)을 지정(指定), 기(技)․예능보유자(藝能

保有者) 38名을 인정(認定)한 것을 시작(始作)으로 하여 1984年 10月 15日 第 80號 자수장

(刺繡匠)이 지정(指定)되기까지 20年間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를 전승보존(傳承保存)하여왔

다.

  여기에서 20年間의 업적(業績)을 잠간 돌이켜 보면 1960年代에는 전국(全國) 각지(各地)에

서 날로 소멸(消滅)하여 가는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기(技)․예능(藝能)을 찾아 내어 보호

(保護)하고자 지정(指定)하기에 바빴고, 1970年代에는 발굴조사(發掘調査)도 시급(時急)하지

만 기(技)․예능(藝能) 전승(傳承)을 위한 후계자(後繼者) 양성(養成)  등(等) 생활문화(生活

文化)의 변천(變遷)에서 오는 관리방안(管理方案)의 강구(講究)에 힘썼으며 1980年代에는 발

굴조사(發掘調査)와 보존관리(保存管理)뿐만 아니라 고도성장(高度成長)에서 오는 의식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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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識構造)의 변화(變化)에 상응(相應)하도록 내실(內實)을 기(期)하고자 제도개선(制度改善) 

등(等) 전승(傳承)의 기반(基盤)을 공고(鞏固)히 하는데 노력(努力)하여 왔다.

 이에 밝은 내일(來日)을 전망(展望)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과거(過去) 20年間의 업적(業績)

을 정리(整理)하여 본다.

Ⅱ. 보존(保存) 및 관리(管理)

1.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의 개념(槪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란 무엇인가.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에는 우리나라에 전통적(傳統的)으로 전(傳)하여 내려온 무형

(無形)의 문화적(文化的) 소산(所産)으로서 역사상(歷史上), 예술상(藝術上) 가치(價値)가 큰 

것이라고 규정(規定)하 다. 그러므로 무형(無形)의 문화적(文化的) 소산(所産)이란 인간(人

間)의 지능(知能)과 예지(叡智)로서 정신(精神)과 육체활동(肉體活動)의 결과(結果) 이룩된 

형체(形體)가 남아 있지 않은 현상(現狀)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현상(現狀)은 인간(人間)에 의하여 어떤 작위(作爲)가 나타나거나 이루어 질 때 

형성(形成)되는 기술(技術) 내지(乃至) 예술성(藝術性)을 말하는 것으로 시각적(視覺的), 청

각적(聽覺的)으로 느낄 수 있고, 시간적(時間的), 공간적(空間的)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훌륭한 음악(音樂)을 연주(演奏)할때나 아름다운 춤을 출 때 나타내는 예능

(藝能)이나 다보탑(多寶塔)과 같은 훌륭한 건축물(建築物)을 건립(建立)할 때 가(加)하게 되

는 인간(人間)의 기술(技術)이나 기법(技法) 등(等)을 형성(形成)하는 기능(技能)은 그 자체

(自體)가 형체(形體)가 없는 것으로 기(技)․예능(藝能)을 가진 인간(人間)이 사라지면 동시

(同時)에 소멸(消滅)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란 인간(人間)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기(技)․예능(藝能)의 현상(現象)이며 우리나라에 옛부터 전(傳)하여 내려온 것

으로서 가치(價値)가 큰것이고 형체(形體)가 있는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와 대칭(對稱)되는 

말이다. 이와 같은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는 커다란 문화적(文化的) 가치(價値)를 지니며 

또 이를 지정(指定) 보존(保存)하지 않으면 원(永遠)히 사라져 문화적(文化的) 손실(損失)

을 가져오는 중요성(重要性)이 인정(認定)되는 대상(對象)들이다.

  국가(國家)가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를 지

정(指定)할 때에는 기능(技能)이나 예능(藝能)을 보유(保有)한 사람을 보유자(保有者)로 인정

(認定)하여 그 기예능(技藝能)을 함께 보호(保護)하고 있다.

    2. 제도(制度)의 변천(變遷)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은 1962年 1月 10日 제정(制定)한 이래(以來) 7次

에 걸쳐 개정(改正)하 다.

  1963年 2月 9日 법률(法律) 第1265號로 개정(改正)한 第1次개정시(改正時)에는 중요무형문

화재(重要無形文化財)의 보호육성(保護育成)에 필요(必要)한 경비지원조항(經費支援條項)을 

第23條(보조금(補助金)) 第1項 第4號에 신설(新設)하 고,

  1970年 8月 10日 법률(法律) 第2233號로 개정(改正)한 第5次 개정시(改正時)에는 중요무형

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를 지정(指定)할때에는 보유자(保有者)를 인정(認定)하도록 하고 추

가(追加)로 인정(認定)할 수 있도록 第8조 第2項을 추가(追加)하 다.

 1982年 12月 31日 법률(法律) 第3644號로 개정(改正)한 第7次 개정시(改正時)에는 전체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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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體條項)에 걸쳐 정리(整理) 보완(補完)하는 대폭적(大幅的)인 개정(改正)을 단행(斷行)하

으며 이는 6個月後인 1983年 7月 10日부터 시행(施行)하기로 하 는데 그 주요(主要) 내

용(內容)은 다음과 같다.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를 지정(指定)할 때에는 보유자(保有者)를 인정(認定)하도

록 규정(規定)하고 있으나 다수인(多數人)에 의하여 놀이가 형성(形成)되는 줄다리기, 고싸

움놀이  등(等)은 자연인(自然人)을 인정(認定)할 경우 보호(保護) 육성(育成)에 불합리(不合

理)한 점이 있으므로 보유단체(保有團體)를 인정(認定)하도록 개정(改正)하 다.

  또한 그동안 행정관례(行政慣例)에 의하여 전수교육(傳授敎育)을 실시(實施)하고 장학금

(獎學金)을 지급(支給)하던 것을 보유자(保有者)로 하여금 보유(保有)기(技)․예능(藝能)에 

대한 전수교육(傳授敎育)을 실시(實施)하게 하고 그 경비(經費)를 국가(國家)가 부담(負擔)할 

수 있도록 명문화(明文化)하여 국가(國家)에 의한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보호육성(保護育

成) 의무(義務)를 부과(負課)하 다.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보유자(保有者) 인정(認定)서는 국가(國家)가 주는 최고

(最高) 예(榮譽)이므로 보유자(保有者) 사망시(死亡時)에는 그 후손(後孫)들이 길이 간직하

게 하여 긍지(矜持)를 갖도록 하 다. 그러나 보유자(保有者)가 품위손상(品位損傷) 등(等) 

실책(失策)으로 인(因)하여 해제(解除)될 때에는 보유자인정서(保有者認定書)를 반환(返還)하

도록 하 다.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의 녹음(錄音), 촬 (撮影), 악보(樂譜) 및 대본(台本)의 제

작(製作) 등(等)의 허가사항(許可事項)은 문화재(文化財) 보급선양(普及宣揚)에 실익(實益)이 

없으므로 허가사항(許可事項)에서 제외(除外)하 다.

관계법령개정(改正) 현황(現況)

①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

구분(區分) 개정(改正)年月日 법률(法律)

제정(制定)

1次개정(改正)

2次 〃

3次 〃

4次 〃

5次 〃

6次 〃

7次 〃

62. 1. 10

63. 2. 9

63. 12. 5

63. 12. 16

65. 6. 30

70. 8. 10

73. 2. 5

82. 12. 31

第961號

第1265號

第1462號

第1583號

第1701號

第2233號

第2468號

第3644號

② 문화재위원회규정(文化財委員會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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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分 改正年月日 대통령령(大統領令)

制定

1次改正

2次 〃

3次 〃

4次 〃

5次 〃

6次 〃

7次 〃

62. 3. 27

63. 1. 22

69. 1.  8

70. 2.  7

71. 2. 17

71. 5. 18

73. 9. 15

83. 5. 30

(각령(閣令))第577號

( 〃 )第1158號

     第3714號

     第4577號

     第5534號

     第5639號

     第6861號

     第11139號

③ 문화재보호법시행령(文化財保護法施行令)

區分 改正年月日 大統領令

制定

1次改正

2次 〃

3次 〃

4次 〃

5次 〃

62.  6. 26

65. 11. 10

68.  1.  8

70. 10. 10

73.  2. 23

83.  8.  3

(閣令)第8843號

( 〃 )第2288號

      第3773號

      第5358號

      第6389號

      第11184號

④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文化財保護法施行規則)

區分 改正年月日
문화공보부령

(文化公報部令)

制定

1次改正

2次 〃

3次 〃

4次 〃

5次 〃

6次 〃

7次 〃

69. 9. 19

70. 2. 11

73. 6. 28

76. 1. 10

76. 6.  7

83. 9. 16

84. 6.  9

84. 8. 30

第6號

 第19號

 第32號

 第52號

 第55號

 第77號

 第80號

 第82號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의 공개(公開) 또는 출품(出品)에 소요(所要)되는 경비(經

費)는 그 전부(全部) 또는 일부(一部)를 국가(國家)에서 보조(補助)하도록 하 으며 다만 수

입(收入)이 있을 때에는 국가부담금(國家負擔金)에서 공제(控除)할 수 있도록 단서(但書)를 

두었다.

  그밖에 공개의무(公開義務)를 위반(違反)한 자(者)에 대한 과태료(過怠料)는 5萬원을 50萬

원으로 인상(引上)하여 현실화(現實化)하 다.

    3.  자문기관(諮問機關)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은 문화재보호(文化財保護)를 위하여 문화재위원회(文化

財委員會)를 구성(構成)하여 정책결정(政策決定)에 자문(諮問)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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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는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 第2분과위원회(分科委員

會) 소관(所管)으로 학식(學識)과 덕망(德望)이 높은 7名의 사계권위자(斯界權威者)들을 2年

間의 임기(任期)를 정(定)하여 문화재위원(文化財委員)으로 위촉(委囑)하고 있다. 문화재위원

(文化財委員)이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에서 처리(處理)하는 주요업무(主要業務)는 무형

문화재(無形文化財)의 지정조사가치여부(指定調査價値與否)를 판단(判斷)하고 무형문화재(無

形文化財)의 지정보호대상(指定保護對象)을 심의의결(審議議決)한다.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에는 각분과별(各分科別)로 30名내외(內外)의 전문위원(專門委

員)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화재위원(文化財委員)과 전문위원(專門委員)은 기예능자

(技藝能者)의 발굴조사(發掘調査)를 위해 현지(現地)를 확인조사(確認調査)하며 역사적(歷史

的) 고증(考證) 및 연구(硏究)와 보고서(報告書)의 정리(整理) 작성(作成) 등(等) 어려운 업무

(業務)들을 수행(遂行)하고 있다. 第2분과(分科)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에서는 문화재지

정(文化財指定), 보유자인정(保有者認定), 지정조사가치여부(指定調査價値與否)의 판단(判斷), 

전수교육문제(傳授敎育問題) 등(等) 연간(年間) 約 30餘件을 처리(處理)하며 문화재관리(文化

財管理)와 관련(關聯)한 20餘件의 보고(報告)를 듣는다.

  지금까지의 문화재위원(文化財委員), 전문위원(專門委員) 명단(名單)과 심의실적(審議實積)

은 별표(別表)와 같다.

第2분과(分科) 문화재(文化財) 위원(委員) 및 전문위원(專門委員) 명단(名單)

(가나다 순)

委員 : 21名

姜漢永, 金東旭, 金基錫, 金琪洙, 金千興, 朴憲鳳,

石寅善, 成慶麟, 梁在淵, 芮庸海, 劉起龍, 柳喜卿.

李杜鉉, 李瑄根, 李春寧, 李惠求, 張師勛, 鄭昞浩,

任東權, 任哲宰, 洪顯植

(위원 : 21名

강한 , 김동욱, 김기석, 김기수, 김천흥, 박헌봉,

석인선, 성경린, 양재연, 예용해, 유기룡, 유희경.

이두현, 이선근, 이춘녕, 이혜구, 장사훈, 정병호,

임동권, 임철재, 홍현식)

專門委員 : 34名

康龍權, 高福男, 權丙卓, 金光彦, 金榮敦, 金鍾太, 

金泰坤, 金喜□, 盟仁在, 朴九秉, 朴三星, 朴溶浣

朴辰柱, 宋芳松, 沈雨晟, 劉頌玉, 尹世英, 李康七

李光奎, 李輔亨, 李宗碩, 張壽根, 鄭華榮, 池春相

崔吉成, 崔常壽, 崔  賢, 韓萬榮, 許東華, 玄容駿

洪潤植, 洪貞杓, 黃秉冀, 黃慧性

(專門委員 : 34名

강룡권, 고복남, 권병탁, 김광언, 김 돈, 김종태, 

김태곤, 김희□, 맹인재, 박구병, 박삼성, 박용완

박진주, 송방송, 심우성, 유송옥, 윤세 , 이강칠

이광규, 이보형, 이종석, 장수근, 정화 , 지춘상

최길성, 최상수, 최  현, 한만 , 허동화, 현용준

홍윤식, 홍정표, 황병기, 황혜성)

第2분과(分科)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 심의실적(審議實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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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度別
심  의  사  항  (審  議  事  項)

報告事項 계
文化財指定 現象變更 保有者認定 指定調査 傳授敎育 其他

81

82

83

84

6

11

 4

13

2

5

1

-

2

5

7

3

5

12

4

7

10

7

-

3

10

9

3

5

19

25

14

20

54

74

33

51

(84年)1次

2次

3次

4次

5次

계

2

2

1

6

2

13

-

-

-

-

-

-

-

-

-

3

-

3

4

1

1

1

-

7

-

1

-

2

-

3

-

2

2

-

1

5

9

3

4

2

2

20

15

9

8

14

15

51

    4. 발굴조사(發掘調査)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社會)의 어느 구석인가에 묻혀 있는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인 기

(技)․예능자(藝能者)를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의 발굴(發

掘)은 전문학자(專門學者)의 연구보고서(硏究報告書), 전국민속경연대회(全國民俗競演大會) 

출연작품(出演作品), 전승공예전(傳承工藝展) 출품작품(出品作品), 지방문화재위원회(地方文

化財委員會)가 자문(諮問)한 사항(事項)으로 시(市)․도지사(道知事)가 건의(建議)한 대상(對

象), 그밖에 관계전문가(關係專門家)가 건의(建議)한 대상(對象)  등(等)에 의하여 찾게 된다.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에서는 이와 같은 대상(對象)들에 대한 지정조사가치여부(指定

調査價値與否)를 판단(判斷)하고 심의의결(審議議決)한 바에 따라 관계문화재위원(關係文化

財委員) 또는 전문위원(專門委員)과 관계학자(關係學者)가 현지(現地)를 찾아가 기예능(技藝

能)의 전승유래(傳承由來), 기예능(技藝能)의 내용(內容), 전승상태(傳承狀態), 기예능자(技藝

能者)의 경력(經歷) 등(等)을 확인(確認)하여 조사연구(調査硏究)하고 보고서(報告書)를 정리

(整理) 작성(作成)한다.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지정조사보고(指定調査報告)는 다시 문화재

위원회(文化財委員會)에 부의(附議)하여 국가(國家)에 의하여 보호(保護)하는 중요무형문화

재(重要無形文化財)의 지정여부(指定與否)를 심의(審議)하게 되는데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

報部長官)이 지정사항(指定事項)을 관보(官報)에 고시(告示)하므로써 중요무형문화재지정(重

要無形文化財指定) 및 보유자(保有者)의 인정(認定)이 확정(確定)된다.

 1962年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 제정이래(制定以來) 조사연구(調査硏究)하여 정리(整

理)된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조사보고서(調査報告書)는 총(總) 161件이 발간(發刊)되었으며 

현재(現在) 조사중(調査中)인 사항(事項)이 7件이 있다.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지정(指定) 및 보유자(保有者)현황(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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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度別

區分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1. 指定 7種 4 7 5 8 6① 10 1 4

2. 保有

○認定 56 17 28 24① 9 27① 34⑥ 5 18

○解除 2 1 4 3 7 39 6① 1 8

   計 56 54 70 94 118① 124 144② 139⑧ 138⑦ 155 147

年度別

區分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계

1.指定 5 1 4 11 2 4 1 80

2.保有

○認定 14 13① 11 3 23 8 7 3 300⑨

○解除 6 4① 6 11 7 6 8 6 6 9 140②

   計 155 164⑦ 158 158 154 171 163 165 166 160 160⑦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전승비(傳承費) 지원현황(支援現況)

年度別

보유자(保有者) 강사(講師), 악사(樂士)
傳授獎學生

(전수장학생)

생계보조금(生計補助金)
葬禮補助金

(장례보조금)

傳授敎育補助金

(전수교육보조금)

傳授獎學金

(전수장학금)

67

68

3,000원(月)

3,000원(月)

(60歲以上) (59歲以下)

69

70

71

5,000원(月)

5,000원(月)

7,000원(月)

10,000원(年)

10,000원(年)

20,000원(年)

(50歲以上) (49歲以下)

72

73

74

75

76

77

20,000원(月)

20,000원(月)

30,000원(月)

30,000원(月)

36,000원(月)

40,000원(月)

100,000원(年)

100,000원(年)

150,000원(年)

150,000원(年)

180,000원(年)

240,000원(年)

150,000원

150,000원

150,000원

150,000원

150,000원

150,000원

10∼15만원(年)

 1∼ 2만원(月)

20,000원(月)

20,000원(月)

20,000원(月)

20,000원(月)

20,000원(月)

5∼10천원(月)

個人5,000원(月)

團體10,000원(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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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度別
보유자(保有者) 강사(講師),악사(樂士) 傳授獎學生

생계보조금(生計補助金) 葬禮補助金 傳授敎育補助金 傳授獎學金

78  

79

80

81

50,000원(月)(年齡差等廢止)

 80,000원(月)

96,000원(月)(4/4100,000원引上)

 110,000원(月)

200,000원

200,000원

250,000원

500,000원

20,000원(月)

20,000원(月)

25,000원(月)

30,000원(月)

個人 5,000원(月)

團體10,000원(月)

15,000원(月)

18,000원(月)

20,000원(月)

年度別
보유자(保有者) 履修者 傳授獎學生

生計補助金 (工藝)獎勵金 葬禮補助金 保有者候補獎勵金 傳授獎學金

82

83

84

85

(計劃)

200,000원(月)

200,000원

200,000원

200,000원

80,000원(月)

80,000원

80,000원

80,000원

500,000원

500,000원

500,000원

500,000원

100,000원(月)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35,000원(月)

35,000원

40,000원

40,000원

25,000원(月)

25,000원

30,000원

30,000원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소관(所管) 연도별(年度別) 예산액(豫算額)

年度別 豫算額

74 

75

76

77

78

79

 82,039,000원

110,598,000

162,667,000

189,075,000

247,240,000

287,730,000

   

年度別 豫算額

80

81

82

83

84

85

336,120,000원

451,196,000

678,628,000

877,733,000

958,722,000

988,722,000 (要求額)

5. 보호시책(保護施策)

  ① 지정(指定) 및 보호(保護)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는 지정(指定)과 동시

(同時)에 기예능보유자(技藝能保有者)를 인정(認定)하여 보호(保護)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상(歷史上) 최초(最初)의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는 1964年 12月 7

日 전통적(傳統的)인 궁중음악(宮中音樂)인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을 第 1 號로, 경기지역

(京畿地域)의 탈춤인 양주별산태(楊洲別山台)놀이를 第 2 號로, 인형극(人形劇)에 속(屬)하는 

남사당(男寺堂)놀이 중(中)에서 꼭두각시 놀음을 第 3 號로 각각(各各) 지정(指定)한 이후(以

後) 지금까지 총(總) 80종(種)을 지정(指定)하 다.  이에 따른 기예능보유자(技藝能保有者)

는 총(總) 300명을 인정(認定)하 으나 대부분(大部分) 사망(死亡)하여 140명이 해제(解除)되

었고 현재(現在) 160명이 생존(生存)하고 있으며 연도별(年度別)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

化財) 지정(指定) 및 기예능보유자(技藝能保有者) 인정(認定) 현황(現況)은 별표(別表)와 같

다.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보유자(保有者)에게는 67∼68年에 月 3,000원의 생계(生計)보조금

(補助金)을 지원(支援)하던 것을 전통문화(傳統文化)의 창달(暢達)을 국정목표(國政目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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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第 5 공화국(共和國) 이래(以來) 대폭적(大幅的)으로 현실화(現實化)하여 月 200,000원으

로 인상(引上) 지원(支援)하고 있다.

  과거(過去)에는 일상생활(日常生活)에 필요(必要)하여 수요(需要)가 있었으나 오늘날 생활

(生活)의 변천(變遷)으로 수요(需要)가 없어진 갓, 담배대 등(等) 전통적(傳統的)인 공예(工

藝)분야(分野) 기능보유자(技能保有者)에게는 1人當 每月 80,000원의 특별장려금(特別獎勵金)

을 지급(支給)하여 기능전승(技能傳承)에 힘쓰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大部分)의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보유자(保有者)들이 전통문화(傳統文

化)의 전승(傳承)에 기여(寄與)한 공(功)이 컸음을 감안(勘案)하여 1977年 12月 31日(법률(法

律) 第3076號) 의료보호법(醫療保護法)이 제정(制定)됨에 따라 보유자(保有者) 및 그 가족(家

族)은 국공립병원(國公立病院) 등(等) 의료보호기관(醫療保護機關)에서 해당(該當) 진료과목

(診療科目)에 대한 무료의료시혜(無料醫療施惠)가 베풀어지고 있으며 기(技)․예능(藝能)보

유자(保有者)가 사망(死亡)한 때에는 국가(國家)에서 50,000원의 장례보조금(葬禮補助金)을 그 

가족(家族)에게 지원(支援)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중에는 과거(過去) 북한지역(北韓地域)에서 전승(傳承)되

던 민속(民俗)놀이인 북청사자(北靑獅子)놀음, 봉산(鳳山)탈춤, 강령(康翎)탈춤, 은률(殷栗)탈

춤과 서도(西道)소리, 및 공예기술(工藝技術)인 납청방자유기제작기능(納靑方子鍮器製作技

能)  등(等)이 월남(越南)한 동포(同胞)들에 의하여 현재(現在) 남한(南韓)에서 전승보존(傳

承保存)되고 있다.

  그밖에 하회(河回)탈은 조선(朝鮮)초기(初期)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 원형(原型)이 현재(現

在) 국보(國寶) 第121號로 지정(指定)하여 국립중앙박물관(國立中央博物館)에 보존(保存)되고 

있다. 또한 보유자(保有者) 한 사람이 두 종목(種目)의 기예능보유자(技藝能保有者)로 인정

(認定)된 분이 9名이 있으며 그 중 1名은 사망(死亡)하고 1名은 한 종목(種目)만 해제(解除)

하 다.

2종목 보유자 인정(種目 保有者認定) 및 해제자(解除者)

성명(姓名) 1次保有者認定 2次保有者認定 비고(備考)

김성진(金星振)

김태섭(金泰燮)

김기수(金琪洙)

김천흥(金千興)

봉해룡(奉海龍)

이기숙(李基淑)

한 숙(韓英淑)

양소운(梁蘇云)

이주환(李珠煥)

計9名

第1號 宗廟祭禮樂(64.12.7)

  〃       〃   (64.12.7)

  〃       〃   (64.12.7)

  〃       〃   (68.12.23)

  〃       〃   (68.12.23)

第6號 統營5廣大 (75.1.29)

第27號 僧舞     (69. 7. 4)

第17號 鳳山탈춤 (67.8.16)

第30號 歌曲     (69.11.11)

第20號 大笒正樂(68.12.21)

第39號 處容舞  (71.1. 8)

       〃      (71.1. 8)

       〃      (71.1. 8)

       〃      (71.1. 8)

第21號 勝戰舞  (76.6.30)

第40號 鶴舞    (71.1. 8)

第34號 康翎탈춤(70.7.22)

第41號 歌詞    (71.1. 8)

康翎탈춤解除(76.8.1)

保有者死亡  (72.12.1)

  ② 전수(傳授) 교육(敎育)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보유자(保有者)들은 보유(保有)한 기(技)․예능(藝能)의 

전승(傳承)을 위하여 후계자(後繼者) 양성(養成)을 목적(目的)으로 전수교육(傳授敎育)을 실

시(實施)하고 있다. 이 전수교육(傳授敎育)은 탈춤과 같이 단체(團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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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團體)놀이 분야(分野)에는 10名의 전수장학생(傳授獎學生)을, 노래, 춤, 공예기술(工藝技

術)과 같이 개인(個人)에 의해서 전수(傳授)되는 종목(種目)은 2名의 전수장학생(傳授獎學生)

을 선정(選定)하여 1인당(人當) 月 30,000원의 전수장학금(傳授獎學金)을 지급(支給)하고 있

다.

  이 전수장학생(傳授獎學生)에 대한 교육(敎育)은 20세(歲)에서 40세(歲)까지의 기간(期間)

에 가장 효율적(效率的)으로 전수(傳授)되고 있으므로 해당분야(該當分野)에 전수경력(傳授

經歷)이 있거나 소질(素質)이 있는 자를 보유자(保有者)가 추천(推薦)하도록 하여 선정(選定)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수장학생(傳授獎學生)의 수(數)는 348名에 이른다. 중요무형문화재(重

要無形文化財) 보유자(保有者)가 고령(高齡), 노쇠(老衰), 병약(病弱)하여 사망(死亡)하여 감

에 따라 후계자(後繼者) 양성문제(養成問題)가 시급(時急)하게 요청(要請)되어 시작(始作)된 

전수교육(傳授敎育)은 초기(初期)에는 합리적(合理的)인 원칙(原則)이 없었으나 72年度부터 

예산(豫算)의 범위내(範圍內)에서 지원(支援)하다가 74年부터는 개인(個人)은 月 5,000원, 단

체(團體)에는 月 20,000원을 행정관례(行政慣例)를 제정(制定)하여 운 (運營)하여 왔다. 그

러나 1982年度이후(以後)에는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에 전수교육(傳授敎育)관계(關係)

를 규정(規定)함으로써 보유자(保有者)는 의무적(義務的)으로 후계자(後繼者)를 양성(養成)하

도록 하 으며 국가(國家)는 이를 지원(支援)하도록 명문화(明文化)하 다.

  ③ 이수자(履修者)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보유자(保有者)가 실시(實施)하는 전수교육(傳授敎育)은 

무한정(無限定) 계승(繼承)할 수는 없다. 소정기간(所定期間)의 전수교육(傳授敎育)을 실시

(實施)하면 그후부터는 독자적(獨自的)으로 연구(硏究) 발전(發展)시킬 수 있다. 따라서 현재

(現在)는 5년간(年間)의 기간(期間)을 정하여 전수교육(傳授敎育)을 실시(實施)하고 있는데 

74年이후(以後) 계속(繼續)된 전수교육과정(傳授敎育過程)을 마친 이수자(履修者)의 수는 

325名에 이르고 있고 이들을 중앙발표공연시(中央發表公演時) 보유자(保有者)와 함께 출연

(出演)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現在) 보유자(保有者)를 보좌(補佐)하여 전수교육(傳授敎育)을 

돕고 있고 1인당 月 40,000원의 전수교육보조금(傳授敎育補助金)이 지급(支給)되고 있다. 현

재(現在) 이러한 전수교육보조금(傳授敎育補助金)의 수(數)는 79名이다. 중요무형문화재(重要

無形文化財) 전수교육(傳授敎育) 이수자(履修者)들은 전수교육(傳授敎育)을 이수(履修)하 다 

하더라도 기(技)․예능보유자(藝能保有者)가 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所要)되므로 전수

교육(傳授敎育) 이수자(履修者) 중(中) 기(技)․예능(藝能) 상태(狀態)가 가장 우수(優秀)한 

자를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보유자후보(保有者候補)로 선정(選定)하고 있으며 보

유자(保有者)가 없는 종목(種目)에서는 보유자(保有者)와 마찬가지로 전수교육(傳授敎育)을 

실시(實施)하게 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1인당 月100,000원의 장려금(獎勵金)을 지급(支給)하

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전수교육(傳授敎育) 이수자(履修者)들을 당대(當代)에 기

(技)․예능(藝能) 활동(活動)이 가장 활발(活發)하여 각급(各級) 교육기관(敎育機關)의 강사

(講師)는 물론 판소리계의 명창(名唱)임을 가리는 전주대사습(全州大私習)놀이 대회(大會) 

등(等)의 장원(壯元)이나 전승공예전(傳承工藝殿) 등(等)에서 우수상(優秀賞)의 수상(受賞) 

등(等) 연예가(演藝街) 및 작품활동(作品活動) 등(等)에서도 관람자(觀覽者)들의 절찬(絶讚)

을 받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전승현황(傳承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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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年 10月 現在)

區分 指定數 保有者
전수교육이수자(傳授敎育履修者) 傳授

獎勵生總人員 保有者候補 助敎 樂士

音樂

舞踊

演劇

놀이와儀式

工藝技術

飮食과武藝

計

 18

5

14

16

25

2

80

38

9

58

23

29

3

160

108

33

131

24

26

3

325

7

3

1

2

7

20

23

5

11

8

9

1

57

1

1

13

7

22

85

24

121

61

51

6

348

  ④ 공개(公開)

  지정(指定)한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는 특별(特別)한 사유(事由)가 있는 경우를 

제외(除外)하고는 年 1回이상(以上) 공개(公開)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공개(公開)하는 

이유(理由)는 지정(指定)한 종목(種目)의 전승상태(傳承狀態)를 점검(點檢)하고 기(技)․예능

(藝能) 향상도(向上度)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보유자(保有者)들이 기예능(技藝能)을 계속 

연마(硏磨)함으로써 퇴화(退化)를 방지(防止)하고 향상(向上) 발전(發展)을 도모(圖謀)하며 

보유자(保有者)의 편견(偏見)과 아집(我執)으로 인하여 왜곡(歪曲), 변경(變更)될 때 전문가

(專門家)들의 비판(批判)과 개선(改善)의 기회(幾回)를 마련하게 되고 일반국민(一般國民)에

게는  우리 민족(民族)의 우수(優秀)한 전통기예능(傳統技藝能)을 널리 알려 보급(普及), 선

양(宣揚)하게 되기 때문이다.

  공개발표(公開發表)는 중앙발표(中央發表)와 현지(現地)에서 실시(實施)하는 자체발표(自體

發表)로 구분(區分)하고 있다.

  중앙발표공연(中央發表公演)은 봄에는 마당놀이를 공개(公開)하고 가을에는 무대분야(舞臺

分野)를 공개(公開)한다. 공예분야(工藝分野)는 전승공예전(傳承工藝殿)을 매년(每年) 개최

(開催)하여 공개(公開)하고 있고 일반(一般) 공모(公募)의 방법(方法)으로 우수(優秀) 기능자

(技能者)를 찾고 있으며 대통령상(大統領賞)을 위시(爲始)하여 각종(各種) 시상(施賞)을 하고 

있다.

  특(特)히 대통령상(大統領賞) 수상자(受賞者)의 기능(技能)에 대해서는 무형문화재(無形文

化財)지정(指定)조사(調査)를 실시(實施)한다. 중앙발표공연(中央發表公演)도 第9回까지는 年

1회 실시(實施)하 으나 79年부터는 봄 가을로 나누어 가능(可能)한 전종목(全種目)이 참가

(參加)하고 있으며 그 경비(經費)를 국가(國家)가 부담(負擔)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중앙발표공연(重要無形文化財 中央發表公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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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공예전출품자중보유자인정(傳承工藝展出品者中保有者認定)

 84年度 第15回 중앙발표공연(中央發表公演)에는 마당놀이에 20種目 516名이, 무대분야(舞臺

分野)에는 21種目 246名이 출연(出演)하 고 第9回 전승공예전(傳承工藝展)에는 198名이 

1,121점(點)을 출품(出品)하는 등(等) 날이 갈수록 질적(質的)으로 향상(向上)되고 양적(量的)

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발표공연(發表公演)을 통하여 새로운 기(技)․예능인(藝能人)을 찾아내고 있으

며 특히 일반공모(一般公募)의 방법(方法)으로 매년실시(每年實施)하는 전승공예전(傳承工藝

殿) 개최(開催) 이후(以後) 15名의 기능자(技能者)를 발굴(發掘)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重要

無形文化財保有者)로 인정(認定)하 다.

  전승공예전(傳承工藝殿)에 출품(出品)된 우수작품(優秀作品)中 1部를 매년(每年) 구입(購

入)해 전시활용(展示活用)되도록 민속박물관(民俗博物館)에 이관(移管)하 다.

전승공예전(傳承工藝殿) 작품구입활용(作品購入活用)

연도별(年度別) 점수(點數) 금액(金額)

1979年

1980年

1982年

1983年

1984年

계(計)

165점(點)

 86점

 46점

 74점

127점

500점

 9,00,000원

24,430,000원

14,400,000원

14,480,000원

15,320,000원

77,630,000원

    6. 기록보존(記錄保存)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는 인간(人間)이 가지고 있는 기예능(技藝能)이므로 인간

(人間)이 사망(死亡)하면 그 기예능(技藝能)도 함께 소멸(消滅)된다. 따라서 기예능보유자(技

藝能保有者)가 살아있는 동안 전수(傳授)시키지 않으면 우수(優秀)한 기예능(技藝能)이 지구

상(地球上)에서 원(永遠)히 사라지고 만다. 그러므로 기예능보유자(技藝能保有者)가 살아 

있는 동안에 채보(採譜), 녹음(錄音), 촬 (撮影) 등(等) 가능(可能)한 방법(方法)을 동원(動

員)하여 기록보존(記錄保存)에 힘쓰고 있으며 전수교육(傳授敎育)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

이다.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중 음악분야(音樂分野) 15種은 1976年度에 「韓國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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音樂(한국의 음악)」(全 4卷 144面)이란 음반집(音盤集)으로 200질(帙)을 제작(製作)한 바 있

으며 81年度에는 다시 한국문화보호협회(韓國文化保護協會)에 의해서 500질(帙)을 제작(製

作)하여 보급(普及)하고 있다.

  기록 화(記錄映畵)는 1965年부터 착수(着手)했으며 1978年부터는 국립 화제작소(國立映

畵製作所)의 협조(協調)로 춤, 공예기술(工藝技術) 등(等) 44편(編)이 제작(製作)되었다.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와 관련(關聯)하여 1974年度에 김인수(金寅洙)판소리창본(唱本)을 

간행(刊行)하 으며 특히 1983年에는 원형(原型)에 근거(根據)한 사진촬 (寫眞撮影)으로 문

화재대관(文化財大觀) 무형문화재편(無形文化財篇)을 간행(刊行)하 으며 84年에 재판(再版)

이 발행(發行)된 바 있고 1984年부터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해설(解說)(음악(音

樂))을 해마다 분야별(分野別)로 간행(刊行)한다.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기록보존(記錄保存)현황(現況)

  ① 기록 화제작(記錄映畵製作)

年度別篇數 제  작  내  용  (製  作  內  容)

65 2 2號 꼭두각시놀음, 4號 갓일

66 1 8號 강강술래

67 2 2號 楊州別山臺놀이, 6號 統營5廣大

62 2 7號 固城5廣大, 18號 東萊野遊

70 3 17號 鳳山탈춤, 12號 晋州劍舞, 21號 勝戰舞

71 2 34號 康翎탈춤, 43號 水營野遊

72 5 39號 處容舞, 40號 鶴舞, 47號 弓矢匠,42號 樂器匠, 27號 僧舞

78 3 15號 北靑獅子놀음, 49號 松坡山臺놀이, 37號 靴匠

79 4 61號 殷栗탈춤, 10號 螺鈿漆器匠, 35號 彫刻匠, 31號 烙竹匠

80 4 62號 左水營漁坊놀이, 53號 彩箱匠, 60號 粧刀匠, 54號 끊음질

87 4 28號 羅州의 샛골나이, 63號 복메우기, 66號 網巾匠, 68號 密陽百中놀이

82 4
9號 恩山別神祭, 69號 河回別神굿탈놀이, 65號 白銅煙竹匠, 32號 谷城의 

돌실나이

83 4 33號 고싸움놀이, 14號 韓山모시짜기, 55號 小木匠, 48號 丹靑匠

84 4 25號 靈山쇠머리대기, 26號 靈山줄다리기, 78號 入系匠, 76號 택견

계 44

    ② 음반제작(音盤製作)

○ 제목(題目) : 한국(韓國)의 음악(音樂)

○ 무형문화재보호협회(無形文化財保護協會) : 1976年度 200질(帙) 제작(製作)

○ 한국문화재보호협회(韓國文化財保護協會) : 1981年度 500질(帙) 제작(製作)

○ 내용(內容)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 판소리, 판소리고법, 농악(農樂) 12次, 거문고산조(散調), 선소리   

  산타령(山打令), 대금정악(大笒正樂), 가야금 산조(散調) 및 병창(倂唱), 서도(西道)소리, 가  

  곡(歌曲), 가사(歌詞), 대금산조(大笒散調), 대취타(大吹打), 범패(梵唄), 남도(南道)들노래,  

  경의 민요(京義民謠)

    ③ 책자발간(冊子發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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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年度) 책  명  (冊  名) 部數

1969

1969

1974

1983

1984

  한국(韓國)의 가면극(假面劇)

  한국악기대관(韓國樂器大觀)

  판소리 김인수창본(金寅洙唱本)

  文化財大觀 無形文化財篇(文化財大觀 무형

문화재편)

  重要無形文化財解說(音樂)(중요무형문화재

해설(음악))

1,000部

1,000部

  500部

1,000部

1,000部

    7. 전수교육시설(傳授敎育施設)

   단체(團體)에 의해서 연희(演戱)가 형성(形成)되는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는 전

수장소(傳授場所)가 문제(問題)된다. 탈춤과 같은 종목(種目)은 2人이상(以上)이 모여야 전수

교육(傳授敎育)이 되며 악기(樂器)로 장단(長短)을 맞추지 않으면 춤사위 등(等) 동작(動作)

의 훈련(訓練)이 어렵다. 그러나 도시화(都市化)로 인구(人口)가 집(密集)된 지역(地域)에

서는 각자(各字)의 생활여건(生活與件)이 다르기 때문에 훈련(訓練)할 때 울리는 악기음(樂

器音)이 소음(騷音)으로 느껴진다.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전수교육관(傳授敎育舘)은 1973年부터 건립(建立)하 는

데 초기(初期)에는 30餘坪의 관리기능(管理機能)만 수용(收容)되었으나 80年代이후(以後)에

는 연습기능(練習機能)까지 시설(施設)하여 훌륭한 현대식(現代式) 건물(建物)을 건립(建立)

하여 전수교육(傳授敎育)을 실시(實施)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현황(重要無形文化財 傳授敎育舘 建立現況)

建立年 회관명(會館名) 규     모   (規     模) 비고(備考)

1973

1973

1974

1974

1974

1974

1981

1982

1983

1984

1984

1984

1985

1985

固城5廣大傳授敎育館

東萊野遊  〃

水營無形文化財 〃

忠武   〃      〃

楊州別山臺놀이 〃

安東車戰閣

서울無形文化財  〃

晋州劍舞      〃

密陽百中놀이   〃

仁川殷栗탈춤傳授敎育館

珍島無形文化財   〃

松坡 〃 〃 (서울놀이마당)

河回   〃        〃

駕山   〃        〃

2棟:會館22坪, 管理舍 12坪

2層:1層117坪(劇場包含) 2層29坪(展示室)

韓屋:會館30坪, 倉庫11坪

1棟:會館40坪

1棟:會館42坪

韓屋:倉庫10坪

3層:1層87坪(事務室)2層87坪(講堂)地下87

坪(練習室) 其他35坪

3層:1層58坪 2層59坪(講堂)3層13坪

2棟:會館30坪(韓屋) 管理舍44坪

2層:地下22坪, 1層79坪2層35坪

1棟:會館74坪

韓屋:地下121坪 1層49坪

韓屋:地下58坪

2層:地下17坪1層56坪 2層 56坪

石串棟에서

新築移轉

 (建立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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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어 (結語)

 70年代이후(以後) 급속(急速)한 경제발전(經濟發展)과 고도성장(高度成長)으로 인(因)하여 

생활환경(生活環境)은 도시화(都市化) 과학화(科學化)로 빠르게 변모(變貌)하여 가고 있는 

조건(條件)에서 우리 민족(民族)의 슬기와 얼이 담긴 아름다운 전통문화(傳統文化)를 지킨다

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과거(過去) 생활주변(生活周邊)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자랑스러

운 문화유산(文化遺産)들은 하루가 다르게 보기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특(特)히 전파(電

波)나 활자매체(活字媒體)의 발달(發達)로 정보(情報)의 교환(交換)이 신속(迅速)하여 감에 

따라 내것과 남의 것을 분간하기 어렵게 된 오늘의 환경(環境)속에서 사라져가는 문화유산

(文化遺産)을 지킨다는 것은 새것을 발명(發明)하는 것 못지 않게 어렵다. 국가(國家)에 의

하여 관리(管理)해야할 우수(優秀)한 기(技)․예능자(藝能者)는 지구상(地球上)에서 점차(漸

次) 소멸(消滅)되어가고 있고 생계보조(生計補助), 전수교육(傳授敎育), 이수자관리(履修者管

理) 등(等) 보호(保護)해야 할 대상(對象)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

技)․예능(藝能)에 대한 원형(原型)의 보존(保存)이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실정(實情)이다.

 20年間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 온 것도 사실(事實)이나 우리들 앞에는 자료(資料)의 과학

적정리(科學的整理), 전문가(專門家)의 양성(養成),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의 보급선양(普及

宣揚) 등(等) 앞으로도 많은 난제(難題)를 해결(解決)해야할 끈기와 슬기가 기다리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현황-1(重要無形文化財 保有者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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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현황-2(重要無形文化財 保有者現況)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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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현황-3(重要無形文化財 保有者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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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현황(重要無形文化財 保有者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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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현황(重要無形文化財 保有者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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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해제명단-1 (重要無形文化財保有者 解除名單)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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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해제명단-2(重要無形文化財 保有者 解除名單)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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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해제명단-3(重要無形文化財 保有者 解除名單)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해제명단-4 (重要無形文化財 保有者 解除名單)

384



- 23 -

무형문화재 보존단체(無形文化財 保存團體)

1. 사단법인(社團法人)

2. 보존회(保存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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