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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논 문

국 문 초 록

1   지난 201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구인 아태무형유산센터가 중앙아시아 지역과 몽골에서 수행해 온 네트워크 협력 사업 활동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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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는 정치·군사적 갈등을 완화하고 문명 간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 간 

화해(Rapprochement of Cultures)’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고대 문명 간 교역 루트로 기능했던 ‘실크로드’가 재조명

되고 있다. 이것은 문명 간 대화와 교류의 장으로써 고대로부터 실크로드 교역의 중심에 위치하였던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는 것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광활한 영토에 흩어져 살고 있는 다양한 민족의 생활 방식이 전해지고 있는 중앙아시아지역에서 ‘살아있는 유산’으로 불리는 무

형의 문화유산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더욱이 초원을 따라 끊임없이 이동하며 생활하는 유목문화가 퍼져있는 

이 지역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관습과 생활에 대한 지혜가 주로 구전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무형유산을 발굴하고 재해석

하는 일이 지역의 민족적 정체성과도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지난 70여 년간의 소비에트 체제의 여

파로 인해 많은 유산이 전승단절 위기에 처해있다. 다행히도, 독립 이후에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 사이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무형유산을 부흥시키려는 욕구가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문화 분야의 국가적 지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글에서는 무형유산 개념이 보급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현상을 살펴보고, 필자가 몸담고 있는 센터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최근 6년 동안 진행한 네트워크 사업 활동에 관한 경험과 그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또한, 중장기적 관

점에서 이 지역의 무형유산 협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발전시켜야 할지에 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이에 대한 필자의 짧은 소견을 덧붙이

고자 한다.

박성용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정책사업본부장

중앙아시아 무형문화유산 네트워크 활동의 

성과와 미래 - 최근 사례와 경험을 중심으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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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최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세계 각지에서 나타

나는 정치·군사적 갈등을 완화하고 문명 간 충돌을 해소

하기 위해서, ‘문화 간 화해(Rapprochement of Cultures)’2

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고대 문명 간 교역 

루트로 기능했던 ‘실크로드’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것은 문

명 간 대화와 교류의 장으로써 고대로부터 실크로드 교역

의 중심에 위치하였던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초원지대의 유목문화

를 특징으로 하는 중앙아시아지역은 고대 신앙체계 속에서 

애니미즘이나 샤머니즘을 기저에 깔고 있으면서도 역사 발

전과정에서 주변의 마니교, 불교, 이슬람교 등의 영향으로 

이종 문화를 수용하고 발전시켜 온 곳이다. 이 때문에 오늘

날에도 유라시아에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고, 그들

이 쌓아 온 경험과 지혜는 오늘날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제

문제 해결에 필요한 문명 간의 화해로 가는 길에 큰 시사점

이 되고 있다.

광활한 영토에 흩어져 살고 있는 다양한 민족의 생

활 방식이 전해지고 있는 중앙아시아지역에서 ‘살아있는 유

산’으로 불리는 무형의 문화유산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것

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더욱이 초원을 따라 끊임없이 이동

하며 생활하는 유목문화가 퍼져있는 이 지역은 조상 대대

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관습과 생활에 대한 지혜가 주로 구

전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무형유산을 발굴하고 재해석하

는 일이 지역의 민족적 정체성과도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일

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지난 70여 년간의 소비에

트 체제의 여파로 인해 많은 유산이 전승단절 위기에 처해

있다. 다행히도, 독립 이후에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 사

이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무형

유산을 부흥시키려는 욕구가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문화 

분야의 국가적 지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2010

년부터 6년간 중앙아시아 4개국(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을 대상으로 무형유산을 주제

로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이들이 최우선 과제로 여겼던 ‘무

형유산 목록작성(Inventory-Making)’3을 지원해 오고 있

다. 이는 정보기술을 활용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무형유

산 보호 활동에 도움을 주는 일이기도 하였다. 수년간의 협

력 사업을 통해 결과적으로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과 여력

이 부족했던 국가들에 동기 부여를 하는 기회가 되었고, 협

력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가 2003년 무형유산보호협

약에 가입하도록 독려하였다.  더불어 이들 국가에서 대중

들이 구전 전통, 공연 예술, 생활 습관, 전통 지식 등을 자신

들의 소중한 무형유산으로 인식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정

보를 수집, 가공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급하는 활동

들이 개시되었다. 과거로부터 축적된 지혜는 현대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이러한 유산을 연행하는 공동체

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매우 소중한 자원이라

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   유네스코 문화간, 종교간 대화를 증진하고 평화를 향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3~2022년 기간을 ‘문화간 화해를 위한 10개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사업

을 전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en.unesco.org/decade -rapprochement-cultures/why 참조.

3   유네스코는 2003년 무형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선결과제이자 협약 가입국의 주된 의무의 하나로 무형유산 목록 작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1.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초원을 따라 이동하며 생활하는 유목문화는 
다양한 무형유산을 낳았다. 사진은 카자흐스탄의 매사냥 

 (Ⓒ 카자흐스탄무형유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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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에는 타지키스탄에서 두 번째 지역협력회

의가 개최되었는데, 이때 참가국들은 ‘온라인 툴을 활용한 

무형유산 국가 목록작성 협력 사업 계획’에 합의했다. 중앙

아시아 국가들은 센터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사업을 진행했

고, 이를 통해 센터는 중앙아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화

협력의 긍정적인 효과를 목격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각 국가의 뿌리를 되짚어보는 기회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실크로드를 따라 향유되어 온 풍부한 문화를 탐색하게 하

는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민족과 문

화적 정체성을 지켜 나가는 데 무형유산의 보호활동이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무형유산 개념이 보급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현상을 살펴보고, 필자가 몸

담고 있는 센터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최근 6년 동안 진

행한 네트워크 사업 활동에 관한 경험과 그 성과에 대해 이

야기하고자 한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 지역의 무형

유산 협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발전시켜야 할지에 관한 고민 

과 함께 문제제기의 장으로 삼고자 한다.

 Ⅰ.   무형유산 : 

    지속가능 발전의 동력4인가

한국의 경우, 1960년 초반부터 소위 인간문화재 제도

로 불리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제도를 통해 무형유산을 보

호하고 그 중요성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오고 있다. 하지

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국가

가 직접 관여해 제도적으로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경우는 

몇몇 국가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과거 대다수의 국가에서 

시행한 문화유산 정책이 주로 유형문화유산에 치중되어 있

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최근 십여 년간 문화유산의 개념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국제규범 내 문화유산의 개념도 점차 

확장되어 비물질적(non-material)인 문화유산과 자연자원 

관리에 관한 전통지식까지도 아우르게 되었고, 더 나아가 

문화다양성 표현의 주된 원천을 의미하는 수준으로 발전하

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국제사회의 다

양한 노력의 성과로 2003년에는 ‘무형유산보호협약’이 채택

되어 무형유산 보호 활동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는 점

이다. 특히, 2003년 협약은 문화정책에서 패러다임의 전환

을 가져온 증거로서 이해되고도 있다.5

무형유산보호협약은 제2조에서 ‘무형유산’과 무형유

산의 ‘보호’ 활동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우선 ‘무형유산’이

라 함은 “관습, 표상, 표현, 지식 및 기술은 물론 이와 관련

된 전달 도구, 사물, 공예품 및 문화 공간 모두를 의미”하며, 

무형유산의 범주는 구전 전통 및 표현(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공연예술(performing arts), 사회적 관습, 의

례 및 축제(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 자

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전통 기술(traditional 

craftsmanship)로 정의되어 있어 인류 문화발전과 관련

된 거의 모든 대상을 지칭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

고 무형유산의 ‘보호’는 유산의 지정(identification), 기록

(documentation), 조사(research), 보존(preservation), 보

호(protection), 증진(enhancement), 전승(transmission), 

재활성화(revitalization) 등 유산의 생명력(viability)을 보장

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뜻한다.

2015년 이후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Post-2015 

MDGs)에 문화의 역할을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강구되고 있

4   2003년 협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3년 10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유네스코에서 개최한 전시의 부제이다. 동 전시에서 살아있는 무형유산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성취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브라질, 에스토니아, 이집트, 케냐, 사모아, 스페인 등의 각기 다른 무형유산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건강, 식량안보, 사회결속은 물론 다른 발전 목표의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unesco.org/new/

en/media-services/in–focus -articles/intangible-cultural-heritage-for-sustainable-development/ 참조.

5   함한희 엮음, 2012, 『무형유산의 이해』, 전북대학교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소,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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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유네스코를 비롯한 유엔 산하 전문기구들의 공

동의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수차례의 국제

회의6와 유엔의 결의안(2011~2014년)에서도 문화가 인류의 

미래 발전을 위해 얼마나 중요하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 

거듭 강조되고 있다.

이와 동일한 선상에서, 2003년 무형유산보호협약은 

무형유산이 문화다양성과 인류 창의성의 원천이며, 나아가 

문화 간 대화와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

한다고 보고 있다.7 이와 함께, 각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공

동체와 그들의 지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육성되어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오늘날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사업과 전략에서 무형유산의 역할을 포함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무형유산을 그들의 문화정책 

및 개발 전략에서 문화산업, 문화관광과 직접 연계하여 활

용해야 할 문화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울러, 2015년 이

후 유엔 개발 의제에서 다루는 네 가지 영역 즉, 포괄적인

(inclusive) 사회개발, 포괄적인 경제개발, 환경의 지속성, 평

화와 안전 분야8에서도 오랫동안 축적된 인간의 전통기술

과 예능 그리고 지식체계와 지혜를 포함하는 무형유산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세계 

각국에서 확인되고 있다.

예컨대, 캄보디아에서는 직업선택의 폭이 좁은 캄보디

아 여성들에게 전통 공예 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

계소득을 높이고, 여성들이 겪는 가정 폭력을 낮추는 한편, 

집안 살림에서도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해서 

여성의 인권과 사회적 지위를 증진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

다.9 또 다른 사례는 남태평양의 피지에서는 전통 가옥이나 

집안을 장식하는데 사용되는 사고 팜Sago palm 나무 재배지

역의 보호에 관한 것이다. 사고 팜 나무의 잎과 가지를 가

공해서 건축에 활용하는 기술은 피지 사람들의 전통 지식

이다. 하지만 사고 팜 나무의 무차별적인 남획과 중개 브로

커의 임금착취 등으로 인해 나무가 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다행히도 최근 지역의 민간단체10의 적극적인 지원

6   이와 관련해서, 2013년 5월 15일~17일, 중국 항주에서 문화와 발전에 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gress Culture : Key to Sustainable 

Development)와 2013년 11월 24일~2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세계문화포럼(The World Culture Forum : The Power of Culture in Sustainable 

Development)이 개최된 바 있다.

7   2003년 무형유산보호협약 전문 세 번째와 여섯 번째 단락에서 언급되고 있다.

8   “지속가능한 발전을 둘러싼 오늘날의 논의와 사업 그리고 전략에서 무형유산을 포함시키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이와 관련,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된 2015년 

이후 유엔개발의제에 관한 준비팀(UN System Task Team)에서 네 가지의 영역을 설정해서 미래를 위한 유용한 논의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http://www.

unesco.org/new/en/media-services/in-focus-articles/intangible-cultural-heritage- for-sustainable-development/).

9   문화와 발전(Culture and Development)에 관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기금(MDG-F)의 보고서에서 기술된 사례(http://www.mdgfund.org/node/25).

10 현지 민간단체인 Nature Fiji가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림 2.  전통 방식으로 양탄자를 만드는 카자흐스탄 여인들 
 (Ⓒ 카자흐스탄무형유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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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민이 직접 나서서 나무를 계획적으로 관리해 수종

이 자랄 수 있는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나무의 생산과 유통

과정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이익의 공정한 분배 구조를 정

착시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시범 사업

으로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무형유산인 전통지식

과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 사이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

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무형유산은 각 사회의 문화정체성을 보여 주는 동시

에 현대사회에서 문화산업, 문화관광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인류가 축적해온 지식과 지혜가 미

래세대를 위해 환경의 지속성과 평화와 안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기능한다는 점에서 무형유산은 국가 보호 정책

의 단순한 객체에서 벗어나 인류가 현재와 미래의 도전을 

극복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취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새로운 전략11으로 인식되고 있다.

 Ⅱ.   중앙아시아의 무형유산 보호 :  

국가별 현황과 당면과제

센터가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무형유산 현황조사 사업을 통해 발행된 국가보고서는 지금

까지 총 32종으로, 몽골과 함께 중앙아시아 지역은 카자흐

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4개국이 포

함되어 있어 국가별 무형유산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들을 

살펴볼 수 있다. 각국이 처한 문화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정

치적 환경에 따라 무형유산과 관련한 상황도 상이하지만,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 타지키

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은 각기 다른 기간 동

안이기는 하지만 구 소련체제 하에 있었던 국가라는 공통

점이 있다. 게다가 이들은 유목문화가 널리 퍼져있다는 문

화적 유사성도 지니고 있다. 또한 고대 이래로 풍부한 서사

적 창가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지금은 거의 소멸

될 위기에 처해 있어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이라는 것도 공

통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들 국가들은 함

께 풀어나갈 수 있는 공통된 요소들을 갖고 있기에 무형유

산 보호를 위해 긴밀한 협력과 교류가 요구된다. 그리고 많

은 국가들이 그들이 직면한 위험요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

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무형유산을 규정하고 독자적인 

무형유산 국가 목록을 작성하는 작업은 여전히 초기단계

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지역 국가들은 무형유산 보호와 경

험에 대한 정보 공유 필요성 그리고 국제적 협력에 대한 강

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1. 나브루즈Navruz를 공동 등재한 우즈베키스탄12

나브루즈는 페르시아어로 새로운 날(Norooz : New 

day)을 의미하는데, 중앙아시아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에

서 연행되는 축제이자 고유 명절이고 시작일은 3월 21일이

다. 서기 10세기경 나르샤히Narshaki가 쓴 『부하라의 역사

(History of Bukhara)』에서 관련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 

지금의 이란과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인근

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13 3천 년 이상 연행되어 온 것으로 

전해지는 이 축제는 아제르바이잔, 인도, 키르기스스탄, 파

키스탄, 터키, 우즈베키스탄 등 7개국이 공동으로 유네스코 

무형유산목록에 등재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우즈베키스탄

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한다.

나부르즈를 연행하는 우즈베키스탄은 그동안 다양한 

11   2013년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소피아에서 개최된 남동부 유럽의 무형유산 전문가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광, 파트너쉽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서 무형유산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http://www.unesco.org/new/en/venice/about-this-office/single-view/news/intangible_cultural_

heritage_new_strategies _for_sustainable_development_tourism_and_partnerships/#.Vbc0cIcw-Ag).

12   우즈베키스탄 무형유산 보호 현황조사 보고서 내용 발췌 정리,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2014, 『우즈베키스탄 무형유산보호 현황조사 보고서』, 국제중앙

아시아학연구소.

13   박성용, 2010, 「어둠을 이겨낸 빛과 평화의 인사, 우즈베키스탄 전통축제 나브루즈」 『월간문화재』 308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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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목록을 개발해온 것으로 보이나 무형유산에 대한 

국가 통합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과거 수년간 무형유

산보호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 존

재하는 수많은 목록들에 수록된 정보도 업데이트가 필수

적이다. 또한 공연예술과 구전전통 분야의 몇몇 종목은 소

멸 위기 종목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국가 긴급보호목록 혹

은 그와 유사한 제도는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무형유산 종

목에 대한 연구조사 지원 및 증진과 더불어 기록, 증진, 보

급 및 강화에 관한 많은 활동들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는 있지만, 무형유산 보존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의 채택과 

국가 긴급보호목록 또는 주정부차원의 목록 작성이 시급하

다. 우즈베키스탄은 기술적 지원과 더불어 모범사례 공유, 

전문가 교류, 교육, 공동회의 및 행사 개최 등을 통해 국제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2. 샤쉬마콤Shash Maqom의 전통을 간직한 타지키스탄14

샤쉬Shash는 아라비아 숫자 6을, 마콤Maqom은 현악기 

연주를 위한 가락과 리듬의 앙상블이라고 말하는 타지크

계 아랍어로 이 둘이 합쳐져 여섯 종의 현악 앙상블을 뜻

한다. 하지만 샤쉬마콤은 현악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

고, 성악과 기악 그리고 가사와 시가 운율에 융합되어 독특

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 샤쉬마콤은  타지키스탄과 우즈베

키스탄이 유네스코 대표목록에 공동 등재하였고 양국 음

악 문화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전통으로, 양국의 문

화적 교통交通과 친밀성을 보여준다. 그동안 수많은 동서양

의 학자와 시인, 건축가들에게 영감을 주어 온 이 음악이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예술양식이자 창조성의 근원으로 

여겨지고 있다.15

14   타지키스탄 무형유산 보호 현황조사 보고서 내용 발췌 정리, 오담 바 올람, 2014. 『타지키스탄 무형유산보호 현황조사 보고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15   박성용, 2010, 「전통문화 그 이상의 천년문화향연,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사시마콤」 『월간문화재』 313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pp.10~11.

그림 2.    나부르즈를 맞아 봄 인사하는 우즈베키스탄 소녀들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그림 3.    나부르즈를 맞아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여인들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그림 4.    샤쉬마콤 공연 (Ⓒ 유네스코우즈베키스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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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쉬마콤의 고향 타지키스탄은 최근에서야 무형유산 

보호 활동을 시작했으나, 분쟁 이후 상황으로 인해 문화유

산 보호를 위한 확고한 체계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타

지키스탄은 무형유산 분야의 제도적 보호, 무형유산의 법

적 정의의 문제, 체계적인 활동 계획의 부재, 재정 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또한 전문적, 기술적 역량, 

재정 지원 그리고 국가 목록작성 등에 있어 국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황조사 보고서는 무형유산에 대한 대

중의 긍정적인 인식제고가 시급하다는 것과 목록 작성 과

정에서 공동체 참여가 부진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3. 전통서사시 마나스Manas로 하나되는 키르기스스탄16

마나스Manas 서사시는 키르기스 민족만이 공유하는 

대표적인 구전 전통이다. 영웅 마나스와 그의 후손 세메테

이Semetei와 세이텍의 일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 서사시는 문화사 측면에서 인도의 마하바라타 내지 유

럽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전과 비교되기도 하는데, 현존하

는 서사시 중 가장 방대한 장편으로 알려져 있다.

마나스의 영광을 자긍심으로 삼는 키르기스스탄은 

무형유산 보호와 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서는 무형유산의 개념 확립과 그 중요성 그리고 공공 차원

에서 무형유산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무형유산을 

위협하는 요소들로는 이농현상, 도시화, 세계화의 부정적 

경제효과 등이 지적되었다.

키르기스스탄은 마나스법, 무형유산과 국가 목록기록

법과 같은 필수적인 법률의 채택과 이에 대한 집중적인 인

식제고, 그리고 비정부기구와 정부기구, 정부 간 기구의 협

력단 구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무형유산 보호활동  

추진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로는 국가역량 부족, 통

합적 기구의 부재, 재정적 어려움, 관료주의 그리고 경제성

장과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무형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국제 및 비교 관점의 

연구와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문화적, 제도적 운영, 기금모

금, 재정 지원, 전문가 교류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전문적 지

원을 기대하고 있다. 

4. 돔브라Dombra 연주가 유명한 카자흐스탄17

돔브라 쿠이 전통 예술은 짧은 솔로 곡을 연행하는 

것으로, 서양배(pear-shaped)를 닮은 몸통 부분과 긴 목 

부분에 두 줄이 연결된 돔브라 전통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

래를 부른다. 이 연행예술은 카자흐스탄 사람들 사이에 문

화를 전달하는 중요한 사회적 소통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18

돔부라 연주를 즐기는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 

16   키르기스스탄 무형유산 보호 현황조사 보고서 내용 발췌 정리, 키르기스국립과학아카데미, 2011, 『키르기스스탄 무형유산보호 현황조사 보고서』,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17   카자흐스탄 무형유산 보호 현황조사 보고서 내용 발췌 정리, 카자흐스탄유네스코연맹, 2012, 『카자흐스탄 무형유산보호 현황조사 보고서』, 유네스코아태무형

유산센터.

18   ‘돔브라 쿠이 카자흐스탄 전통 예술’ 유네스코 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참조(http://lle.jnue.kr/board/view.sko?menuCd=SM04001000000&bo

ardId=sm_notice&dataSid=8008).

그림 5.    키르기스스탄의 마나스치(마나스 연행자)가 대서사시의 한 장면을 
음송하고 있다.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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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 중에서 가장 최근인 2011년에 유네스코 협약을 인

준하였다. 그러나 이미 국가 무형유산 잠정목록을 마련하고 

2개 종목을 유네스코 대표목록에 등재시켰고, 무형유산 보

호에 관한 구상을 입안하는 등 국내외 노력에 발맞추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카자흐스

탄은 무형유산, 특히 전통 공예에 위협이 되는 요소로서 세

계화와 환경 및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

무형유산 현황을 살펴볼 때, 카자흐스탄은 2011년 12월  

의회가 인준한 유네스코 협약이 ‘무형유산’ 용어 및 개념을 

포함하는 유일한 법적 토대이다. 광의에서 보면 카자흐스탄

의 국내법은 많은 법률과 규정을 통해 무형유산을 보호한다

고 볼 수도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강

화하기 위한 국가전략 수립과 채택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5. 비옐기Biyelgee로 초원의 영혼을 춤추는 몽골19

비옐기는 몽골의 전통 춤으로 몽골어로 ‘영혼을 위해 

노래한다’는 의미이다. 전통을 중시하는 몽골 사람들은 흔

히 비옐기 춤이 광활한 초원을 유랑하는 몽골 유목민들의 

삶을 닮았다고도 이야기 한다. 이것은 비옐기 춤사위를 통

해 몽골 유목민들의 생활 방식과 전통 그리고 그들의 신성

한 의식이 그대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비옐기 춤의 나라인 몽골은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

제협력 관계에 관심이 높고, 실제로 협력사업 추진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무형유산 관련 지적 재산정보가 이번 현

황조사 보고에 포함되어있지 않았지만, 저작권 및 인접권

(Law on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1993]2006)법

이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파생물을 보호하는 것

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황조사를 통해 위험에 처한 무형유

산 종목들이 국가 긴급보호목록에 포함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조치는 일부 무형유

산 종목에 대한 국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인간문화재

제도의 도입(2008~2010) 그리고 국가 지정(2011)을 실행한 

것이었다. 그러나 재정, 기술, 전문역량 등의 부족으로 계획

대로 정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몽골 보고서

는 무형유산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과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네트워킹

과 인식제고, 역량강화 활동 분야에서 보다 많은 국제 협력

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Ⅲ.   중앙아시아 무형유산 보호  

네트워크 활동

1. 네트워크 구축 활동의 본격화

최근 센터에서 의뢰한 네트워킹에 대한 연구결과보고

서20에 제시된 ‘무형유산 분야의 네트워크’의 조작적 정의

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는 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모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물적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지

역사회 혹은 그 대표자들, 전승자, 전문가, 전문센터 및 연

구기관 등에서부터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센터의 활동과 

관련해 무형유산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 및 관

계 기관의 네트워크를 일컫는 것으로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의 네트워크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네트워킹은 그 중요성을 날로 더

해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상기 연구에서 명시하고 있

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야를 막론하고 네트워크의 

보유와 활용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19   몽골 무형유산 보호 현황조사 보고서 내용 발췌 정리,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2009, 『몽골 무형유산보호 현황조사 보고서』, 유네스코몽골위원회.

20   남정숙 외, 2014,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네트워킹 사업진단 및 미래수립 연구사업 보고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발행.

무형유산 관련 지식, 자원과 정보 등에 대한 상호의존, 관리 및 커뮤니케
이션을 통해 경쟁우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집단 노하우를 개발
하기 위한 협력시스템이자 사회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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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 둘째, 무형유산 보호 활동에 관한 네트워크는 

정보의 취득, 공유, 전파의 연결고리로 정보의 흐름 그 자체

로서 기능한다는 점, 셋째, 네트워킹 활동의 핵심은 정보의 

유통을 통한 소통과 교류이고 ‘나눔(sharing)’을 통한 ‘확산

(dissemination)’, 소통을 통한 ‘이해(understanding)’라는 

의미를 내포21한다는 점 등이다. 결국, 무형유산 네트워킹

의 목적은 소통과 교류를 통해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센터는 지난 2010년부터 6년 

여간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 지역 

국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무형유산 목록작성’을 지원하

기 위한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하고, 정보기술

을 활용해 중앙아시아 무형유산 보호를 추진하였다. 결과

적으로,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어느 정도의 기반이 존재하

였던 국가뿐만 아니라 그런 기반이 전무했던 국가들까지도 

모두 무형유산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했으며, 2003년 무

형유산보호협약에 당사국이 될 정도로 이들의 관심을 끌

어올리는 데 기여하였다. 더불어 그동안 간과해 왔던 자국

의 구전 전통, 공연 예술, 생활 습관, 전통 지식 등을 자신들

의 전통을 무형유산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 

보급하는 활동이 진행되었다.

2011년 7월부터 시작된 ‘온라인 툴을 활용한 무형유

산 국가 목록작성 협력 사업’은 중앙아시아 4개국과 센터가 

3년간 추진한 첫 협력 사업이었다. 구체적인 협력사업의 개

발은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지역 내 

무형유산 전문기관인 센터와의 협력 네트워크도 더욱 공고

히 하는 토대가 되었다.

2. 무형유산 다자협력 :

     국가별 목록작성Inventory-Making

아태지역의 무형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하

나의 메커니즘으로 센터는 아태지역을 5개의 권역으로 나

누어 소지역 다자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 중 중

앙아시아 지역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협

력 네트워크 회의22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제6차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도 하였다.

제1차 중앙아시아 협력 네트워크 회의가 우즈베키스

탄에서 열렸고, 여기서 무형유산 목록 작성의 일환으로 온

21   함한희 외, 2014,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정보화 사업진단 및 미래수립 연구사업 보고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발행, p.45.

22   2010년 제1차 회의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2011년 제2차 회의 : 타지키스탄 두산베, 2012년 제3차 회의 :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2013년 제4차 회의 :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2014년 제5차 회의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2015년 제6차 회의 : 대한민국 서울, 전주 개최.

그림 7.    중앙아시아 네트워크 회의 참가자, 타지키스탄 두샨베, 2011.7.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그림 6.    ‘네트워크’는 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모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인
적·물적 관계로, 지역사회 혹은 그 대표자들, 전승자, 전문가, 전문
센터 및 연구기관 등은 무형유산 보호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
하고 있다.

국가

지역사회

연구기관

전승자

…

 …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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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툴을 활용한 공동 사업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후, 듀

샨베에서 열린 제2차 협력 네트워크 회의는 센터  - 중앙아

시아 협력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는데 향후 

3년간 공동으로 추진할 ‘온라인 툴을 활용한 중앙아시아 

목록작성 사업(2011년 하반기~2014년 상반기)’계획에 합의

했기 때문이다.

이 계획의 단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

1단계에서 목록작성을 위한 국가위원회 구성, 국가별 무형

유산 예비목록 조사 실시, 국가별 무형유산 분류체계 및 잠

정목록 작성을 목표로 하였다. 제2단계에서는 무형유산 목

록 관련 DB시스템 실무그룹 구성, 오픈 소스 DB 시스템 개

발, 무형유산 예비목록 관련 현지조사 실시 등이 포함되었

다. 제3단계에는 국가별 무형유산 DB 운영시스템 구축, 국

가 무형유산 홈페이지 시범 제작, 국가목록 해설집 준비에 

관한 것이었다.

국가마다 서로 내용상의 차이는 있으나 참가국가 모

두 계획된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이는 참가국 관계자

들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국 무형유산에 대

한 애정이 있었기에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성과였다. 첫 

번째 센터-중앙아시아 간 중기 협력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

는 시점에서 중앙아시아의 무형유산과 보호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새로운 협력 과제를 모색하는 작업이 진행되

고 있다.

3. 무형유산 양자협력 : 디지털 콘텐츠와 영상기록 제작 

센터는 ‘온라인 툴을 활용한 중앙아시아 지역 무형유

산 목록 작성’사업 외에도 국가별 니즈(needs)를 반영한 맞

춤형 양자사업도 진행하였다.

먼저, 센터는 우즈베키스탄과 무형유산 디지털 콘텐

츠 제작 사업을 진행하였다. 대상 자료는 그동안의 현지 조

사를 통해서 수집된 페르가나Ferghana 지역 무형유산을 담

은 음원, 사진, 영상 자료로써, 이중 일부를 선별하여 우즈

벡어, 국문, 영문 해설을 붙여 십여 장의 CD/DVD 선집으

로 제작하였다.23 이 멀티미디어 자료는 센터의 홈페이지 

내 e-지식관(e-Knowledge Center)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고, 향후 제작될 중앙아시아 종합 홈페이지에도 게재될 

것이다.

두 번째로, 센터와 타지키스탄 간의 양자 사업이다. 

2012년 광주에서 개최된 한-중앙아시아 문화장관 회의에 

참석했던 타지키스탄 문화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타지키스

탄 무형유산 분야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 교류

를 진행하였다.24 동 사업에는 타지키스탄의 국립예술원, 공

예전문학교, 기예능보유자연맹, 시각디자인예술원, 쿨롭시 

뮤지엄컴플렉스 등의 기관장과 문화부 담당관이 방한해서 

양국의 무형유산 분야 관심사를 교환하였다.

세 번째는 키르기스스탄과 진행한 영상기록제작 사업

이다. 2014년에 키르기스스탄 언어문학연구소, ELTR 국영

방송, Aigine 문화센터 등 관련 기관 전문가들과 한국의 영

상 전문가들이 모여 무형유산 영상기록을 위한 전문가 워

크숍을 실시하였고, 키르기스스탄을 대표하는 서사시 ‘마

나스’에 대한 영상기록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였다.25

23   우즈베키스탄의 페르가나 계곡(Fergana Valley)의 무형유산을 주제로 하였다.

24   2013년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대전, 부산 등지에서 개최하였다.

25 6월 18일~22일까지 전통서사시 마나스를 주제로 비슈케크에서 워크숍과 탈라스지역에서 영상작업이 실시되었다.

그림 8.    타지키스탄 인적교류 사업 참가자의 국내 무형유산 기관 견학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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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과 진행하고 있는 무형유산 아

날로그 자료 디지털화 지원 사업이 있다. 센터는 아태지역

의 전문기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무형유산 관련 노후 자료

들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

는 우즈베키스탄 예술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자기테이프 

300여 시간 분량과 35mm 영화필름 77통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몽골과의 무형유산 양자협력 사업이다. 센

터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몽골과 다수의 협력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센터 설립 초기 협력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 유네스코몽골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몽

골 교육문화과학부 및 산하의 문화유산센터, 국립과학원의 

언어문학연구소와 문화예술연구소, 국영라디오방송국, 자

연문화유산보호재단 등의 정부 및 비정부 기관들이 참가

하여 몽골의 무형유산 보호의 기반을 다져왔다.

협력 사업을 실시한 첫 해인 2007년에는 전문가 교류

세미나를 통해 보호 활동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8년에는 몽골의 주도로 자국의 실정에 맞는 

무형유산 제도를 구축하는 협력 사업, 2009년에는 몽골의 

무형유산 지정 작업을 위한 현지조사 지원 사업, 2010년에

는 몽골의 무형유산 종목을 소개하는 도서 발간 및 무형

유산 홈페이지 제작 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무형유산 관련 노후 자료 복원 및 디지털화 사업, 2013년

에는 영상 기록 전문가 워크숍 및 공동기록 사업 등을 추

진하였다.

Ⅳ.   중앙아시아 무형유산 네트워크  

활동의 주요 성과

지난해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된 중앙아시아 지역 협

력회의에서는 지난 5년간 무형유산 네트워크 활동이 지속

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생겨난 변화에 대해 의견을 교

류할 수 있었다. 사업 참가국 대표들은 자체평가26에서 공

동사업에 대한 각국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고, 그 자리

그림 9.    키르기스스탄에서 이루어진 마나스 영상기록 작업 장면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26   2014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개최된 제5차 회의에서 국가별 사업평가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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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참가국 대표들은 당초 계획대로 협력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공동 사업이 각국의 무형유산 정

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 공감했다.

무형유산 네트워크 공동사업을 통해 유라시아 지역에

서 얻을 수 있었던 공통적인 성과는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에 없었던 국가별 무형유산위원회

가 조직되어 무형유산의 확인과 지정사업이 실시되었고, 목

록작성을 담당하는 실무 추진조직도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

다. 그리고 무형유산의 확인과 실태 조사를 위해 국가별로 

현지 조사가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한 무형유산 

종목 조사를 위한 방법론 개발이 이뤄지기도 하였다.

국가별로 대규모 현지조사가 실시되었는데, 해당 지역

은 다음과 같다.

아울러, 현지 조사와 함께 수집된 무형유산 조사 자

료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개발이 이뤄졌다. 또한, 

각 국가별로 무형유산 전용 웹사이트가 구축되기도 하였

다. 특히, 협력 사업을 통해서 무형유산 국가 목록 작성 

(Inventory-Making)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유네스코 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신청 작업이 가능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아울러, 무형유

산 보호 활동에 관한 서적 출판 활동이 촉진되는 등 다양

한 무형유산 인식제고 활동이 강화되었다.

그림 10.    센터 -  중앙아시아 협력사업을 통해 제작된 중앙아시아 국가별 무
형유산 홈페이지. 사진은 키르기스스탄의 웹사이트

27   몽골의 경우, 중앙아시아 지역 협력에 앞서서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지원으로 2008~2009년에 현지조사가 실시되었다.

• 카자흐스탄 동부지역 
오스케멘(Oskemen), 세메이(Semey), 아야고즈(Ayagoz), 
아베이(Abay), 타르바가타이(Tarbagatay), 쿠르심(Kurshim), 
카이산(Zaisan), 아크수앗(Aksuat), 슈바르타우(Shubartau), 
자르만(Zharman), 카이나르(Kainar), 시기스(Shygys), 자이산
(Zaisan), 코크페티(Kokpekti), 카톤카그게이(Katonkaragay) 등

• 키르기스스탄
이시쿨(Issyk-Kul) 지역 제티오구즈(Jeti-Oguz), 
나린(Naryn) 지역의 코취코르(Kochkor)

•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Ferghana) 계곡 지역
안디잔(Andijan), 나망간(Namangan), 
페르가나(Ferghana) 주와 자라프샨(Zarafshan)

우즈베키스탄 남부 지역
지작(Jizzakh), 사마르칸트(Samarkand), 
쿼시콰다리아(Qashqadarya), 수르칸다랴(Surkhandarya) 주, 
나보이(Navoyi), 부하라(Bukhara), 코레즘(Khorezm) 주

카라칼팍스탄공화국

• 타지키스탄
야그놉(Yaghnob), 코발링(Khovaling) 지역

• 몽골27

북부

쿠브스굴 세렌지(KhuvsgulSelenge), 오르콘(Orkhon)

서부

코브드(Khovd), 우부스(Uvs), 바얀-울지(Bayan-Ulgii)

동부

켄티(Khentii), 도노드(Dornod) 

중부

불간(Bulgan), 우부르칸가이(Uvurkhangai), 
중앙 아이맥(Central aimag), 둔드고비(Dundgovi)

남부

도르노고비(Dornogovi), 고비숨버르(Govis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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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카자흐스탄 정부대표는 아태센터와의 협

력 사업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무형유산 보호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하면서 실질적인 변화에 대해 부언해서 설

명한 바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네트워크 사업 활동의 영향

으로 나타난 몇 가지 현상은 공식 문서와 연설문 등에 무

형유산 관련 용어가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는 점과 정부 주

도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무형유산 전시회가 포함되고 있

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초로 무형유산 홍보 영상은 물론 

관련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어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영되고 

있고, 이전에는 시도되지 않았던 패션디자이너 작품에서 

무형유산 모티브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공

동사업을 통해 국가, 지역, 국제 차원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었고, 무형유산에 대한 대중적 인식과 정책결정자들

의 관심이 증대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자평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형유산을 주제로 이뤄졌

던 협력 사업은 협력국가이자 수혜국이 인정하는 구체적

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유라

시아지역에서 실시된 무형유산 공동사업은 결과적으로 여

러 유형의 필요한 인적,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

고히 하는 기회가 되었다. 국가별 정부의 무형유산담당자

(focal point), 연구기관과 연구자, 전문가, 비정부기구 등 주

체(actor)별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무형유산 분야(domain)와 주제별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토대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서 구축된 네트워크는 무형유

산의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위해 적극 활용될 것

이다.

맺는말 : 향후 과제와 새로운 도전

이상에서 밝혔듯이 유라시아 국가들과 무형유산 보

호 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는 국제사업의 계량 가능한 결과

물뿐 만 아니라 다양하고도 확고한 인적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결코 단시간에 얻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라시아지역의 무형유산 국제 네

트워크 활동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28

우선, 협력대상인 유라시아는 광대한 지역이므로 여기

서의 네트워크 활동은 많은 투자와 장기간의 인내가 요구

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본격적인 협력 

이전 단계에서 인식 제고와 정책 공조 측면에서 많은 공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내 국가별 사회문화 환경

의 차이로 인해서 다수의 국가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

제 협력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일도 쉽지 않다. 아울

러, 적합한 협력자 내지는 현지의 조력자들을 발굴하는 일

이 관건인데, 실제로 현지의 이해관계자들이 사업에 자발적

이고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정도는 전적으로 현지 여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도 문제이다.

제기된 문제점들을 염두에 두고 기존 네트워크의 관

리는 물론 새로운 범주로 확장하기 위해서 몇 가지 도전과

제를 간추려 볼 수 있겠다. 이 분야 국제협력 네트워킹의 주

체는 무형유산 보호의 주체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정부관

계자는 물론 무형유산 공동체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

자의 의견을 같은 눈높이에서 수렴하고 정책 기획에 반영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협력 대상국들의 현실

적인 요구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도록 연결 기능을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국제협력의 기본에 충실해서 상호 존중의 

정신과 파트너십에 근거한 민주적 절차에 따른 무형유산 

네트워크 활동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장기적 전

략을 수립하고, 원활하고 세심한 소통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네트워크 활동의 중심 가치이자 목표 설정이 중요한

28   박성용, 2012, 「아태지역 무형유산 보호에 관한 정보 공유와 네트워킹」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방안 Les Mesures De Soutien Au Patrimoine 

Immaterial, Conseil quebecois du partimoine vivant』, pp.58~59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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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예를 들면, 보호 활동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론과 모범

사례를 함께 발굴하고 보급해 참가국가의 역량을 높이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목표와 수

단을 명확히 설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기술적인 측면에서 무형유산에 대한 네트

워크 구축 과정에서 원활한 의사소통과 효율적인 협업이 

가능케 해주는 전산화된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이나 관련 

서비스 제공을 검토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네트워킹을 

생성, 공유 및 보급할 수 있는 플랫폼과 프로그램을 제공하

고 필요 자원을 동원하는 보조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함께 

논의될 수 있겠다.

요컨대, 유라시아 지역에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무형

유산 보호를 향한 지속가능한 네트워크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데, 이것 역시도 서로가 필요로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과 그 결과를 토대로 최대공약수를 반영하는 협력 활

동으로 공동선共同善을 향해 나아가는 일, 그 과정에서 네

트워크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끝으로, 유라시아지역에서 무형유산과 네트워크 협력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이야기로 이 글을 마무리하

고자 한다.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제1단계사업 성

과에 기초하여, 제2단계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올해 초 

유라시아지역의 회원국들과 합의하였다.29 2015~2018년 간 

센터는 문화재청의 후원으로 중앙아시아 회원국들과 협력

하여, ‘영상라이브러리 구축 사업’으로 명명된 무형유산 영

상기록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실크로드를 관

통하는 중앙아시아의 다채롭고도 풍부한 무형유산을 영상

에 담아 보급함으로써 이 지역 문화의 가시성을 높이는 데 

기본 취지를 두고 있다. 각국의 무형유산 공동체와 전문가, 

영상기록 전문가, 국영방송국, 연구기관 및 정부 관계자 등

이 이 사업에 참여할 것이다. 국내외 유관기관과 전문가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다.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 유라시아의 전통문화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

과 유라시아의 미래협력을 위한 더 큰 디딤돌이 되기를 기

대해 본다.

28   2016년 4월 28일~5월 3일, 서울과 전주에서 개최된 제6차 중앙아시아 네트워크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그림 11.    중앙아시아 무형유산 보호의 미래를 향해 - 제6차 중앙아시아 네트워크 회의에서 참가자들이 2차 3개년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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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ocie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has recently been making efforts to further promote a 

rapprochement of cultures in relation to alleviating military and political conflicts and other social clashes. In line 

with these efforts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on Central Asia and, in particular, 

on the Silk Road, which functioned as a trade route among ancient civilizations in the region and is also seen as 

a route that promoted cultural dialogue and exchanges.

Given the amount of cross cultural dialogue and exchange, it is no surprise tha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historically been abundant and easily found in the region. However, this heritage was placed in considerable 

risk because heritage transmission critically weakened for seventy years under Soviet rule. Fortunately, since 

independence, there has been increasing interest in restoring community identity and reviving intangible 

heritage. Nevertheless, in spite of this interest, a lack of policies and cultural support in each country has made 

heritage safeguarding difficult.

In this paper, I analyze the various phenomena that took place after the concept and international trends 

on ICH were introduced and speak about the experiences and outcomes obtained from collaborative network 

projects by ICHCAP and the Central Asian countries over the last six year. In addition, I would like take this 

opportunity to discuss how we can understand and develop collaboration in the intangible heritage field in 

Central Asia in a long-term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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