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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매사냥’ 
공동등재의 특성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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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공동등재제도가 다 국가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어떠한 전략과 쟁점을 통해 실현되는

지에 주목하고, 이로써 공동등재제도의 특성과 의의를 도출하였다. 논의 대상으로 한국을 포함한 18개 국가가 2010년에 인류

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공동등재한 ‘매사냥’ 사례를 분석하였다. 

논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사냥의 인류무형유산 공동등재 참가국들은 등재신청서 작성을 통해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등재제도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매사냥의 등재가 결과적으로 무형유산 전

체의 가시성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등재신청서에 반영한 것이 2010년 공동등재와 2012년 등재

확대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공동등재 추진의 특성상 참가국들은 공유유산을 매개로 협력과 소통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상호간의 문화와 민족성

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었다. 이것은 공동등재를 통해 국가의 협력과 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네스코 이념의 실천이라

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셋째, 인류무형유산 매사냥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이행지침에 의거하여 지속적으로 참여국가가 확대됨으로써 공동

등재에 있어 모범적 사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동등재의 확대는 특정 무형유산의 소유자를 규정하는 문제를 두고 

발생하는 국제 간 긴장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으며, 협약의 취지에 대한 당사국의 이해가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면에서도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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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2003)에 따른 인

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제도 운영에 있어, 특정 국가에 

귀속되기 어려운 공유무형문화유산(이하 공유유산)1을 여

러 국가가 함께 공동으로 등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나의 

무형문화유산을 두고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신청을 하므로 

국가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야만 등재를 추진할 수 있다. 

유네스코의 이념인 평화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 이

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과 상호존중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이 

추구되기를 바라는 것이 협약의 목적임을 두고 보면, 공동등

재제도는 무형유산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등재제도의 본질

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2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공동

등재에 관한 사항을 이행지침(Operational Directive)에 반

영하였으며, 여기에 공유유산의 경우 단일 국가가 단독으로 

등재하기보다 다 국가간에 공동으로 등재할 것을 분명하게 

권장하고 있다.3  

그동안 인류무형유산 등재제도에 관한 학문적 논의

는 단독등재에 한하여 이루어져 왔다.4 대표목록으로 등재

된 건수 역시 공동등재 건수 보다 단독등재가 우세하다.5 이 

글에서는 ‘매사냥’의 공동등재 사례를 대상으로 참여국간에 

이루어지는 협력의 양상과 등재를 위한 전략을 짚어보았다. 

아울러 등재심사를 위해 유네스코에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

인 등재신청서 작성과정에서의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당사국

의 등재제도에 대한 이해가 공동등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를 살폈다.      

인류무형유산 매사냥은 지금까지 18개국으로 가장 많

은 국가가 참여하여 공동 등재에 성공한 사례로써 유네스

코로부터 국가간 협력과 가시성 제고에 기여하여 공동등재

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현재까지 보유한 

대표목록 20개의 무형유산 중에서 처음으로 공동등재가 된 

유산이 매사냥이므로 논의의 대상으로써 의미가 있다.6  

1 여러 국가에 분포되어 있는 공통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유산’, ‘공통유산‘, ‘공유유산’, ‘월경유산’, ‘다국적 유산’, ‘다국가 유산’, ‘다국 간 유산’ 등 다양한 용어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문화의 공유성을 잘 드러내는 용어로써 편의상 ‘공유무형문화유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유네스코에서의 국제적 보호 활동은 크게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작성과 공표(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제16조),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목

록 작성과 공표(제17조),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모범적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 선정과 증진을 정기적 작성(제18조)으로 요약된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

약에 따른 이러한 활동은 최고 의결기관인 협약 당사국 총회(매 2년마다 개최)와 6개 권역을 대표하는 24개 국가로 구성된 정부간위원회(매년 개최)를 거쳐 결

정된다.

3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이행지침(2014)> I.5 복수국가 신청

   13. 유산이 한 개 이상의 당사국 영토에서 발견된 경우, 당사국들이 긴급보호목록과 인류무형유산대표목록에 공동으로 복수국가 등재 신청을 하도록 권장한다.

   14.  위원회는 지리적으로 동떨어진 지역의 당사국들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을 비롯하여 소지역 및 지역 단위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권장한다. 당사국들은 단독 혹은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15. 둘 이상의 당사국들은 공동으로 국제원조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4 지금까지 인류무형유산 공동등재를 주제로 한 논문은 한편이 유일하다(송민선,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위한 교류협력방안 연구」, 『文化財』 제50

호 제2권, 2017, pp.93-115). 이 글은 인류무형유산으로 공동등재된 사례를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으나 공동등재를 다룬 최초의 논문이며, 향후 남북 공동등

재를 위해 활용이 가능한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 2018년을 기준으로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의 단독 등재건수는 470건이며, 이 중에서 공동등재는 6.6%에 해당하는 32건에 불과하다. 이 중에는 한국이 여러 국

가와 함께 공동 등재한 매사냥(2010)과, 줄다리기(2014), 씨름(2018)이 포함되어 있다.

6 현재까지 인류무형유산으로 공동등재된 32개의 공유유산은 대개 2개국에서 5개국이 참여하여 등재를 추진하였다. 이에 비하여 매사냥은 18개의 국가가 참

여함으로써 공동등재 참여국 수가 가장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 협약 이행지침에서는 등재유산에 대한 참가국의 확대와 축소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세계 약 60여 개국에서 매사냥이 전승되고 있음에 두고 볼 때 앞으로도 매사냥 공동등재 참여국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사냥의 공동등재 참가국 수

의 기록은 사실상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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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네스코에서는 단독등재 보다 공동등재 신청 건

을 국가별 등재신청 심사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7 단독

등재를 두고 벌어지는 과열된 경쟁을 지양하고자 최근 한국

은 공동등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에 공동등재에 관한 정

치한 논의는 시의적절하다고 본다.8

Ⅱ.  공유유산으로서 매사냥의 가치와 
등재과정 

1. 공유유산 매사냥의 가치

1) 매사냥 공동체와 지식과 기술의 전승

매사냥은 맹금류가 날짐승이나 길짐승을 사냥하는 

습성에서 착안해 매를 훈련시켜 사냥에 이용하는 것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수렵 술 가운데 하나이다.9 아시

아 초원지대에서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문화적 관

계와 교역을 통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에는 60개

국 이상의 지역 공동체 내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매

사냥을 하고 있다.  

매사냥꾼들에게는 매의 양육과 훈련, 관리, 비행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들은 매와 긴밀한 관계

와 정신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으며,10 사냥 자체뿐만 아

니라 전통의상과 음식, 노래, 음악, 시, 춤을 포함한 광범위

한 문화적 요소들이 연결되어 있다.

특히 매사냥꾼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과 윤리, 그리고 

수렵 집단으로서의 협력방식을 주목할 만하다. 아랍에미리

트(이하 UAE)의 ‘아름쿠와’11 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샤

릭’ 모임에서는 매사냥꾼간의 윤리와 동지애를 도모한다. 

아름쿠와 모임에서 매사냥은 넓은 대지에서 매사냥꾼들 

간의 동지애를 나누는 문화적 전통을 즐기는 수단인 것이

다.12 매사냥은 광범위한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역할도 한다.13 

매사냥은 가족 내 학습과 공식적인 훈련, 매사냥꾼 

공동체와 동호회에 의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나의 문화

적 전통으로 세대를 이어 전승되고 있다. 매사냥은 기본적

으로 실용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비공식 교육의 주된 방법

7 유네스코는 협약 채택 이후 2009년의 첫 번째 등재작업을 통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였다. 협약 시행 초기에는 인류의 창조성과 문화적 다양성의 원천인 

무형문화유산의 성격을 고려하여 등재신청 건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간 등재 경쟁 과열로 인해 긴급보호목록과 모범사례에 비하여 대표목록 등

재신청의 불균형 현상이 두드러졌고, 대표목록 관련 업무에 치중을 하게 되어 협약 이행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이 제한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등재 두 번째 해

인 2010년부터 국가별 신청 건수에 제한을 두었고, 2011년 11월에 발리에서 개최된 제6차 정부간위원회를 통해 ①공동 등재 신청 건 ②협약 목록과 모범사

례 및 국제 원조 건수가 없는 국가의 신청 건 ③등재 및 등록·수혜 건수가 적은 국가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2012년 6월 파리에서 개최된 무형문화

유산보호협약 제4차 총회에서는 ①등재 유산 미 보유국의 신청 건 및 긴급보호목록 등재 신청 건 ②공동등재 신청 건 ③등재유산이 적은 국가의 신청 건으로 

우선순위를 정했다. 이어서 같은 해 11월에 개최된 제7차 정부간위원회에서는 심사 총량을 60건 이하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8 한국은 ‘매사냥’과 ‘줄다리기’의 인류무형유산 공동등재 이후, 공동등재를 추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공유유산이 있으니 남북이 공동으로 공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이다. 과거 아리랑의 공동등재를 추진하였으나 남북 모두 단독으로 등재하게 되었고, 올해 말 씨름이 최초로 남북 공동으로 등재되었다.

9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unesco.or.kr/unesco/unesco_korea/

10 유럽의 매사냥꾼들은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날 포획된 사냥감에 대해 연설을 하거나 나팔을 불어 그 넋을 위로하기도 한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페인, 체코 

등 여러 유럽국가에서는 성공적인 사냥을 기원하고자 교회에서 매사냥 수호성인에 대한 미사를 올리는 전통이 있다. 아랍권 매사냥꾼들은 자신의 매가 잡은 

새나 동물 위에서 신의 이름을 부르기도 한다.

11 ‘아름쿠와’는 동료애와 사냥할 때의 임무와 비용, 책임의 동등한 분담을 일컬으며, ‘알 샤릭’은 파트너 윤리를 뜻한다.

12 매사냥꾼들이 경험하는 동지애는 “우리는 사냥감 자체가 아니라 사냥 중에 겪게 되는 다른 좋은 경험을 사냥한다.”라고 하는 체코 매사냥꾼들의 언술에서도 

잘 나타난다.

13 모로코 중서부의 콰와셈 부족은 수천 년 동안 행해 온 매사냥 덕분에 명망과 인지도를 얻었고, 술탄으로부터 받은 찬사의 편지로 인해 다른 부족 공동체와 차

별성을 갖게 되었다. 매사냥꾼 가문 중에는 유명세를 타게 돼 매사냥꾼의 의미를 갖는 비아즈(Biaz) 성을 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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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1 교육이다. 노련한 매사냥꾼들은 초보자들을 지도하

고 기술을 선보인다. 비공식적인 지식의 전승은 종종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몽골과 모로코, 카타르, 사우디아

라비아, UAE에서는 일반적이다. 매사냥꾼들은 자신의 아

이들에게 매를 다루는 법과 그들과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훈련한다. 먹이주기, 주먹 위에 매 올리기, 미끼 던져 

매부르기 등의 기술을 습득하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한 세대 단위로 마을에 정착하는 중동 국가의 경우, 

매사냥은 사막의 삶과 연결된 무형문화유산이다. 공식적

인 매사냥 학습체계는 여러 매사냥 단체에 의해 개발되어 

왔다. 오스트리아와 체코, 헝가리의 경우 합법적으로 매사

냥꾼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주관하는 공식 시험을 통과

해야 한다. 한편 매사냥 지식은 수 천 년 동안 문서로 기록

되어 왔다.14     

 

2) 매사냥 보호활동

식량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던 매사냥은 수 세기 동안 

여가활동을 비롯한 다른 가치가 더해졌다. 매사냥꾼들의 

사회적 배경은 상이하지만 새의 훈련과 관리방법, 사용 도

구, 새와의 유대감 형성에 대한 공통의 가치와 전통, 관습

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장소나 사냥감의 종류에 따

라 다양한 전통이 있으며, 매사냥 기술을 통해 조련된 맹

금류는 수백 종에 이른다. 

매사냥의 보호를 위하여 ‘국제매사냥과 맹금류 보존

협회(IAF)’가 조직되어 있으며, 회원 수는 4만 명에 달한다. 

‘유럽사냥보존협회연맹(FACE)’와 ‘국제사냥감 야생생물 보

존협회(CIC)’도 매사냥꾼들의 단체이다. 이들 NGO는 <생

물다양성협약>과 같은 국제 규율에 대한 매사냥꾼들의 이

해를 대변하고 있다.

매사냥꾼들은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매와 사냥감

의 지속가능한 개체 수 확보를 위해 보존과 번식 프로그램

을 마련해 왔다. 이를 통해 관리된 지역은 동식물의 서식지

가 되고 있으며, 매사냥이 유지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15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프랑스, UAE에서는 매사

냥 관련 유물과 문서, 예술을 기록하고 보호하기 위해 박

물관과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언어와 시, 속담, 노래, 회

화, 조각 등 매사냥 관련 유산을 수집하고 관련 수공예품

의 생산을 장려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UAE는 매

를 위한 전문병원 몇 곳을 포함하여 매사냥 환경조성을 위

한 여러 기관을 설립하였다. 아부다비 매 병원은 세계 유일

의 매 관련 공공기관으로 매를 위한 포괄적인 수의학 서비

스를 제공한다. 또한 매사냥꾼들이 매와 함께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매 여권을 발급하고 <이동성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협약(CMS)>에 따라 철새 맹금류의 보존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16

한편 오늘날 매사냥에 이용되는 매는 제초제나 서식

지 유실과 파괴로 인해 개체수 감소의 위험에 직면해 있

다. 매사냥꾼들은 국제적 차원에서 개체수의 지속 가능성

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시아 내 

번식지에서 매의 개체수를 복원하기 위한 방사 프로그램

과 몽골의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

한 협약(CITES)>을 바탕으로 대규모 인공 둥지 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은 매를 사육하는 지역 공동체를 지원

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헝가리매사냥클럽은 환경물자원부

의 지원으로 헝가리과학아카데미 등이 참여하는 9개년 연

14 13세기에 프리드리히 2세가 쓴 ‘새를 이용한 사냥의 기술(De Arte Venandi cum Avibus)’은 오늘날에도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있다.

15 야생생물 보존을 위한 기술적 지원제공(체코, 헝가리), 흰죽지수리와 흰배줄무늬수리 등 멸종위험에 처한 종 ‘가두어 기르기’ 프로그램(스페인) 등이 있으며, 

1971년부터 공식적으로 매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학자들과 협력(프랑스), 매년 봄 일반인들에게 매사냥 시범(한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밖에 일부 국가에서

는 매사냥꾼들이 약 58종의 새를 야생에 방사하고 매사냥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해 왔다.

16 이 밖에 오스트리아에서는 매사냥을 위한 법을 마련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 매사냥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헝가리는 지속 가능한 매사냥과 매사냥꾼, 자

연보존을 위해 헝가리매사냥클럽이 제공하는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해당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 정부주관의 시험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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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사업을 2010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이밖에 수많은 

국가에서 매사냥 박물관 설립과 현장연구 프로젝트, 매사

냥 기술 행사를 통해 매사냥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

한 매사냥 보호를 위한 각 국가들의 활동은 매사냥을 인

류무형유산으로 등재시키는 데에 기반이 되었다.

2. 매사냥의 인류무형유산 등재과정

매사냥의 공동등재는 UAE에서 매사냥이 전승되는 

국가에 공동등재 협력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UAE에

서의 매사냥은 국가 정체성의 상징으로 인식될 만큼 가

시성이 높은 무형문화유산으로 국가차원에서 유네스코

의 공동등재 시스템에 관한 정보 탐색 후 공동등재를 선

택하였다.17 

UAE는 2006년 3월에 아부다비 문화유산부가 주최

가 되어 등재신청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08년까지 

무형유산부에 국제전문가를 대거 합류시켜 등재신청 준비

에 박차를 가했다. 2007년 3월에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목

록 만들기 위해 아랍국가간 지역회의를 개최하였고, 같은 

해 9월에 매사냥 공동등재를 위한 당사국 정부간위원회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008년 6월에는 아부다비 문화유산

부와 아부다비 환경청 주최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매사냥

의 인류무형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들은 2008년 11월부터 공동등재 참여국 모집을 위

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매사냥 공동등재 관심국

에 초대장을 보내고 외교채널을 통해 서한을 발송하였고, 

매사냥이 전승되는 협약 당사국을 방문하였다. 이러한 작

업은 2009년까지 계속되었다. 2009년 6월에 공동등재 참

여를 희망하는 아랍 5개국(UAE, 모로코,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시리아)이 모여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18 

UAE는 같은 해 7월에 영국에서 개최된 매사냥 국제축제

에 참여하면서 매사냥 전승 국가의 대표들과 교류를 통해 

매사냥의 인류무형유산 공동등재 추진 사실을 알렸다. 이

때 한국 대표로 이 축제에 참여한 매사냥 전문가 통해 공

동등재 추진 사항이 한국정부에 알려지게 되었다. UAE는 

7월 중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통해 공동등재 참여 서한

을 보내었고, 이를 문화재청이 전달 받으면서 한국 내 공동

등재 참여가 시작되었다. 이 당시 UAE는 프랑스, 벨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등 약 10여 개 국과 매사냥을 

공동등재하고자 협의 중이었으며 2009년에 공동신청서를 

제출하여 2010년에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할 계획

이었다.19

한국이 UAE로부터 매사냥의 공동등재 참여협조 문

서를 받은 이후부터 등재까지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ㅇ---- 7월  공동등재 참여 서한 접수

*  한국 공동등재 참여 서한 수령 및 지자체에 참여 안내 문서 발

송20 

*  대전무형문화재 제8호 매사냥 보유자, 전북무형문화재 제

20호 매사냥 보유자 참여의사 회신21

ㅇ ---- 8월  공동등재 참여국 12개국 워크샵(등재서류 작성) 및 

등재신청서 제출

*  매사냥 국가간 공동등재 워크숍 참석(8.17~8.19/아부다비)

17 슐레이만 칼라프, 「UAE의 매사냥 유네스코 다국간 공동 유산 등재 추진 경험과 시사점」, 『국경을 넘는 무형유산: 동아시아 공동 무형문화유산의 다원성과 보

편성』, 2009 동아시아 공동 무형문화유산 국제포럼 자료집, 2009, pp.145~146.

18 카타르는 2009년 6월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여하는 등 매사냥의 공동등재 참여에 열의를 보였으나, 유네스코의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신청의 기본 조건

인 국가목록 미비로 신청서 준비 과정에서 결국 불참하게 되었다.

19 <UAE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 요청 안내 및 참여 건의>, 문화재청 국제교류과-467(2009.7.8.)  문건.

20 <‘한국 매사냥’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대표목록 국가간 공동등재 안내>, 문화재청 국제교류과-596(2009.7.29.) 문건.

21 <‘한국 매사냥’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대표목록 국가간 공동등재 참여 협조 요청>, 대전광역시 관광문화재과-7324(2009.7.31.)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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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1월 유네스코에서 UAE에 등재신청서 보완 요청 

ㅇ----12월 매사냥 등재 추진 회의

*  매사냥 등재 추진 회의 참석 및 공동등재 신청서 수정

(12.14~12.17/아부다비)  

ㅇ 2010년 11월 매사냥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제4차 정부

간위원회)   

ㅇ2011년 1월 헝가리, 오스트리아 매사냥 확대등재 요청

*  한국 헝가리, 오스트리아 매사냥 확대 등재 추진에 동의 서한 

발송(3월)22

ㅇ 2012년 2월 유네스코의 매사냥 확대등재로 인한 추가 

정보 작성 요청

ㅇ---- 3월   

*  한국의 매사냥 추가정보(등재기준 5개 항목에 대한 부족한 

정보 보충) 제출

ㅇ ---- 4월  매사냥 참여 11개국 국가별 추가정보 유네스코 제

출

ㅇ 2012년 11월 매사냥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확대 등재 

(제6차 정부간위원회)

※색 글씨는 한국의 행보

2010년 11월 16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5차 무형문화유산정부간위원회에서 ‘매사냥(Falconry : 

A living Human Heritage)’이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

록에 공동등재 되었다. UAE의 주도 하에 벨기에, 체코, 프

랑스, 한국, 몽골, 모로코, 슬로바키아, 사우디아라비아, 스

페인, 시리아 등 11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것으로 유네스

코로부터 공동등재를 위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무형유산 

등재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받았다.23 이전까지 문화

적 전통을 공유하는 인접국간의 공동 등재가 10건 있었으

나, 2～4개의 인접 국가들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일반

적이었기에 동서양의 여러 문화권을 아우르는 공동 등재는 

매사냥이 처음이어서 그 의미가 각별하게 인식되었다.24

2014년에 협약 이행지침의 3차 개정을 통해 등재 확

산과 축소가 가능해졌다.25 이에 근거하여 2010년에 공동

등재에 참여한 11개 참여국의 동의를 얻어 2014년에 헝가

리와 오스트리아가 추가로 참여하였고, 2016년에는 독일, 

포르투갈,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이 참여하여 매

사냥은 공동등재 중에서 18개 국가가 참여한 인류무형유

산이 되었다. 

이로써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중동지역, 중앙아시

아 등 서로 거리적 차이가 있는 국가에서 매사냥이 전승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리적 

거리를 막론하고 매사냥이라는 공유유산을 매개로 국가

22 문화재청, <서한 발송(인류무형유산 매사냥 확대등재 동의)>, 국제교류과-566(2011.3.11.) 문건.

23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아랍에미레이트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 요청 안내 및 참여 건의>, 문화커뮤니케이션팀-18(2009.7.8.) 문건.

24 한국의 입장에서는 공동등재 참여 경험이 ‘매사냥’이 처음이었고, 2010년 당시 공동등재는 단독등재와 별개로 심사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해 대

표목록과 가곡, 대목장 2건과 함께 모두 3건의 인류무형유산을 등재시키게 되었다. 또한 매사냥 공동등재 참여의 경험은 우리나라가 줄다리기의 공동등재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25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이행지침(2014)> I.6 확장 또는 축소 등재

   16.  긴급보호목록 또는 대표목록에 기 등재되어 있는 유산 종목에 대해, 해당 유산을 보호하고 있는 당사국은 관련 공동체, 단체, 개인 등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유산의 등재 확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 신청에 따라 해당유산은 국내적,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다른 공동체, 단체, 개인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17. 긴급보호목록 또는 대표목록에 등재된 종목 중 해당 유산을 보유한 당사국이 관련 공동체, 단체, 개인의 동의를 얻는다면 해당 유산의 등재 축소가 가능하다. 

   18. 관련 당사국은 확장 또는 축소 종목에 모든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 신청서 제출은 기존 절차와 기한을 따른다.  

   19.   위원회가 새로운 등재 신청을 기준으로 유산을 등재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새로운 등재가 기존의 등재를 대체한다. 위원회가 신규 등재 신청을 기준으로 

유산을 등재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기존 등재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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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공동 

등재된 다른 공유유산이 대체로 서로 근접한 국가들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등재 신청된 사례에 비해 이례적이

라 할 수 있다.

Ⅲ.  매사냥 공동등재의 추진전략과 
쟁점

1. 매사냥의 공동등재 추진전략

1) 주도국의 협력 기반 마련

공동등재의 경우, 단독등재와 달리 처음 제안하고 추

진을 주도하는 조정국과 참여국이 존재한다. 이에 매사냥의 

인류무형유산 공동등재를 주도한 UAE의 공동등재 추진 전

략과 참여국인 한국의 전략을 두루 살필 필요가 있다. 

UAE가 매사냥의 공동등재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유네스코 무형유산 정부간위원회 

위원국과 부의장국 및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다 국가와 소

통하는 데에 유리한 기반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즉 등재

에 관한 지식과 정책적 사항에 밝아진 것이다.26 또한 UAE

는 국제적으로 가장 많은 수인 약 5천명의 매사냥꾼과 그

들이 1인당 가장 많은 매의 수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밖에 매사냥의 촉진과 보호를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매사냥을 국제적인 보존의 노력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1976년에 이미 아부다비에서 세계 매사

냥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고, 중동과 북미, 유럽, 아시아

의 매사냥꾼이 집결하였다. 

1995년에는 매 방생 프로그램을 만들어 2006년까지 

많은 매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성공적으로 방생되었다. 

국제적으로 기반을 둔 이 프로그램은 많은 나라들의 협력

과 지원을 통해 진행되었다. 2002년에 포획하여 번식한 매

가 90%에 달하는 등, UAE는 매사냥에 있어 아랍권에서 

최초로 성공적인 변화를 겪은 국가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야생동물 번식센터와 야생 터전보존을 위한 법이 발표됐

고 2005년 매사냥꾼협회, 유네스코, 매사냥과 맹금 보존국

제협회가 협력하여 ‘매사냥 세계유산심포지엄’을 개최하기

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매사냥의 보존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

로 행해온 정책으로 2007년에 아부다비 문화유산부는 협

약의 대표목록 등재기준에 부합시키고자 무형문화유산 목

록을 만들기 위한 대규모 지역회의를 아랍국가들과 개최

하였다. 2008년 워크숍에는 국제 매사냥 협회와 기관에서 

온 전문가들과 함께 매사냥을 성공적으로 신청하기 위해 

논의하였다. 같은 해 6월에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정부

간위원회를 UAE에서 개최하였으며, 이때 대사관으로 유네

스코 대표부를 초청하여 매사냥을 홍보하기도 했다. 

한편 아부다비 문화유산부는 터키와 유럽, 이란, 아

랍 수도에서 발견된 동양 매사냥 고문서를 연구하기 위해 

유럽학자들과 협력하였다.27 같은 해 9월 아부다비 문화

유산부는 매사냥의 공동등재를 위한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살아있는 무형유산으로 매사냥의 가치에 대한 지방, 지역, 국제

적인 인식 제고

■  인류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명확한 실행계획과 전략 도입을 위한 

각 국가 격려

26 슐레이만 칼라프, 「UAE의 매사냥 유네스코 다국간 공동 유산 등재 추진 경험과 시사점」, 『국경을 넘는 무형유산: 동아시아 공동 무형문화유산의 다원성과 보

편성』, 2009 동아시아 공동 무형문화유산 국제포럼 자료집, 2009, p.147.

27 2009년 4월에 ‘아랍 매사냥 유산 문서의 보존과 전승’이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출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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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슐레이만 칼라프, 「UAE의 매사냥 유네스코 다국간 공동 유산 등재 추진 경험과 시사점」, 『국경을 넘는 무형유산: 동아시아 공동 무형문화유산의 다원성과 보

편성』, 2009 동아시아 공동 무형문화유산 국제포럼 자료집, 2009, p.147.

29 2009년 7월 11일부터 12일 양일에 걸쳐 개최된 매사냥국제축제에는 50여 개국이 참여하였다. 축제 슬로건은 ‘유산과 스포츠로 뭉친 세계 매사냥꾼’이었으

며, 수만 명의 관광객들이 참여하였다.

30 2003년 10월 17일에 유네스코 총회를 통해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채택된 이래로 한국은 2005년 2월 9일에 11번째로 협약에 가입하였고, 그동안 협약운

영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협약 체재 하에서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리의 경험은 협약국과 공유되고 있으며, 국제협력의 증진과 노력으로 

현재 20건의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이 등재되었다. 이는 등재 건수로서 적지 않은 수이다.

31 <한국 매사냥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대표목록 국가간 공동등재 참여 협조요청>, 국제교류과-618(2009.7.31.) 문건.

■  특히 매사냥을 법으로 금하고 있는 국가에 매사냥의 전적인 정

통성 부여28

2009년에 아부다비 환경청은 송골매 보호를 위한 전

문가 회의를 조직하였고, 영국에서 개최된 매사냥 국제축

제를 지원하였다.29 특히 이 축제기간 동안 UAE는 매사냥

의 공동등재를 위해 12개국 대표자들과 함께 세 시간 동

안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는 등재의 최종안을 위해 향후 

아부다비에서 모일 회의계획의 윤곽을 그리는 역할을 했

다. 6월에는 ‘매사냥: 살아있는 세계유산’이라는 화보를 편

찬하였다. 

이와 같이 UAE는 미래세대에게 매사냥 유산을 전승

하기 위하여 꾸준한 행사와 회의를 등재 이전까지 지속하

였다. 특히 국내적으로는 문화유산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기관과 환경 관련 부처, 유네스코위원회, 교육부, 외교

부, 청년과 지역발전에 관한 NGO, 그리고 매사냥꾼 모임

과 협력하였고 국제적으로는 국제 매사냥꾼연합과 이해관

계자들, 공동등재에 참여한 11개 국가와 협력하면서 공동

등재를 위한 기반마련에 전략적으로 주력하였다.

2) 한국의 매사냥 참여 전략과 이슈

다 국가 공동등재는 물적·인적 재원 확보가 수반되

는 작업으로, 공동등재 주도국의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

받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

다. 한국은 공동등재를 통해 인류무형유산 심사보조기구 

활동(’09～11),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11) 등

에 이어 국제무대에서 전문성과 지도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었다.30

한국은 UAE에서 발의한 ‘매사냥’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대표목록 공동등재에 참여하였지만 주도적 역

할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공동등재 작업의 특성상 처

음 발의한 국가인 UAE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다. 2009년 

초 영국에서 개최한 매사냥 축제에 한국의 전문가(대경

대 교수)에게 UAE측이 공동등재를 제안하였고, 해당 전

문가가 2009년 5월에 이 사실을 문화재청에 알리면서 조

치를 요구해왔다. 

UAE에서 협력 요청을 받은 당시 한국은 공동등재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공동등재의 절차에 대해 확인을 하

였다. 이후 공동등재가 단독등재와 별개로 카운팅되며, 매

사냥의 가시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다. 이

에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유네스코 등재기준인 국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전북과 대전시를 비롯한 지자체에 

매사냥 공동등재 참여 여부를 문의하여 전북과 대전시로

부터 참여의사를 확인하였다.31 

매사냥 공동등재는 주도국이자 조정국인 UAE를 중

심으로 참여국은 개별적으로 제출한 관련 자료를 작성하

고 공동등재 신청서를 작성했다. 공동등재 작업의 특성상 

처음 발의한 국가인 UAE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공동등재 참여국의 역할을 가시적으로 드러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한국의 전략은 주도국인 UAE가 주도하는 매사냥 공

동등재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의 매사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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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여기에 참여국인 한국을 비롯한 11개국(UAE,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프랑스, 몽골, 모로코, 슬로바키아, 스페인, 카타르, 한국)이 모였고, 이 회의에 전문가 

최○○(국제매사냥협회 회원, 000교수)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재연구실 강○○ 전문위원이 참석했다<유네스코 무형유산대표목록 국가간 공

동등재(매사냥) 관련 회의참석 협조요청>, 국제교류과-611(2009.7.31.) 문건.

33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2010년 무형유산 대표목록  ‘매사냥’ 등재 추진 회의)>, 국제교류과-1479, (2010.12.21.) 문건.

서 작성 시 한국 부분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매사냥 관련 

참여국의 최종회의는 2009년 8.17~8.18까지 UAE 문화부 

주관으로 아부다비에서 개최되었다.32 이 회의에서 공동등

재 논의와 신청서 작성에 대한 회의를 했다. 이때 작성한 

신청서를 토대로 ‘Falconry : A living Human Heritage’ 

제목으로 유네스코 공동등재신청서에 UAE가 대표로 제

출했다. 유네스코 사무국에서 2009년 11월에 UAE에 등재

신청서 보완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어서 2009년 12월 14

일부터 12월 17일까지 아부다비에서 매사냥 공동등재 신

청서 보완작업과 한국의 공동등재 신청서한을 전달하였

다. 신청서 보완작업은 한국의 매사냥 현황과 관련 보유자, 

행정적 지원정보를 추가로 게재했고 공동등재의 청장명의

의 지지서한을 전달하였다. 특히 매사냥 보유자(시도지정)

만 기재하였으나 이때 관련 단체인 ‘한국전통매사냥보존협

회(Korean Falconer’s Association)’를 추가하여 공동체가 

효과적으로 드러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한국의 무형유산

보호제도의 설명 추가와 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내용 등 보호제도에 대해 추가하였다.

2. 매사냥 공동등재의 쟁점

1) 매사냥의 인식제고와 등재 확대

유네스코의 심사보조기구에서 2009년 11월에 UAE

에 등재신청서 보완을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2009년 12

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아부다비에서 매사냥 공동등

재 신청서 보완작업을 하였고 완결성 있게 작성해야 했다. 

전반적인 요청사항은 ① 매사냥이 협약 제2조에서 규정하

는 무형유산의 개념에 부합하도록 추가기술 ② 매사냥의 

전승방법 및 구체적인 예 추가 ③ 매사냥 등재가 무형유산

의 가시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논의 ④ 사진, 영상자료 등 

필요한 추가서류 점검 등이었다.33

유네스코 사무국이 요청한 ① ② ④에 관한 사항은 

참여국의 매사냥 전승현황을 토대로 작성되는 비교적 단

순한 추가 기술이었던 데 반해 ③ 매사냥 등재가 무형유산

의 가시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등재신청서 Section 2.(i)

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내용의 보완이 필

요한 항목이다. 이에 참여국은 매사냥의 유산 등재가 지역, 

국가, 세계적 차원에서 매사냥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다음과 같이 기여함을 논의하여 기술하였다.

“...(중략) 매사냥이 유네스코의 인정을 받게 되면, 이

는 매사냥을 실행하는 모든 나라에서 매사냥의 문화적 전

통을 보호하고 이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매사냥은 특정 계절이나 지역에 한정되지 않으며, 매사냥의 

대표목록 등재는 전 세계 공동체에서 매사냥에 대한 관심

을 높일 것이다. 이는 무형유산과 유네스코의 역할에 대해 

언론이 보다 주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매사냥은 시골 지역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도시인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매사냥꾼

들은 매사냥이라는 풍부한 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적극

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전시, 문화유산 행사, 유서 깊은 성, 

각종 축제, 국가 행사 등 다양한 장소와 행사에서 공개 시

연을 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는 일반인들이 매사냥의 아름

다움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중략)...이

들 행사는 웅사와 일반인들 간의 대화를 활성화하고, 협력 

정신을 고취해 해당 사회와 자연에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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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매사냥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서 한글본>, 문화재청, 2010. 

35 “무형유산 보호협약 이행지침(Operationnal Directives)에 대한 I.5조 제 14항상 다국적 무형유산의 경우 관련 당사국의 동의가 있을시 대표목록에 기 등

재된 유산에 대한 확대 참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무형유산 분야에서 우리나라(헝가리)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 실적 및 매사냥의 다문화적인 특

성 등을 감안, 헝가리의 지지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헝가리의 유네스코 무형유산 ‘매사냥’ 공동등재 참여 지지요청>, 국제교류

과-469(2011.3.1.) 문건.

36 이에 문화재청은 요청사항 검토(3.13~3.19), 추가정보 작성회의(3.21), 추가정보 UAE에 제출(3.17)하였고, 이를 UAE에서 국가별 추가정보를 취합하여 4.17

일에 유네스코에 제출하였다.

매사냥은 청소년들을 매료시키고 그들의 관심을 이끌

어 낼 수 있어 젊은 세대가 무형유산에 대한 인식을 고취

하도록 하는 데 적합하다. 이미 여러 나라에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매사냥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34

2010년 11월 16일에 제5차 무형유산 정부간위원회에

서 매사냥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11개국이 참여한 가운

데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공동등재 되었다.

매사냥의 인류무형유산 등재 이후 매사냥을 보유한 

국가들의 확대등재 요청이 시작되었다. 매사냥의 등재 이

후 헝가리에서 처음으로 추가 참여를 희망하였다. 이 경우 

헝가리는 기 등재 참여한 국가 모두에게 확대등재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35 한국은 이 사실을 2011년 2월에 접수

하였고, 당시 UAE를 비롯한 벨기에, 체코, 모르코, 시리아, 

스페인은 이미 동의의사를 표명한 상태였다. 한국은 확대

등재 동의 서한을 2011년 3월 10일에 매사냥 공동등재 연

락담당자로서 의견취합을 담당하는 UAE 아부다비 문화

유산청에 발송하였다. 이후 오스트리아의 참가희망에 따

라 기 참여국의 동의에 따라 확대등재를 위해 유네스코 

사무국으로 신청을 하였고, 2012년 정부간위원회에서 심

사가 이루어질 계획이었다. 

유네스코 심사보조기구에서는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가 추가된 매사냥을 2012년 심사하기 위한 검토 과정에서 

제출된 신청서의 등재기준 5개 항목의 부족한 정보추가를 

요청해 왔다.36 

수정 요청사항을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Section 1. 유산의 이름 변경에 대한 제안이다. 심사 보조

기구는 무형유산의 가시성 제고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 향

상이라는 대표목록의 목적이 달성되려면 유산의 이름이 

이미 해당 유산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익숙한 방식으

로 정해져서는 안된다고 이르고 있다. 이에 이름을 보고 

매사냥을 몰랐던 사람이 매사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는 ‘매사냥 : 사냥을 위해 맹금류를 훈련하고 

다루는 것’ 또는 ‘매사냥: 맹금류를 이용한 사냥 관습’ 등 

매사냥의 의미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름으로 바꿀 것

을 제안하였다. 

Section 2.(i)에 대하여는 등재 이후 해당 유산의 가시

성이 아니라, 무형유산 전반의 가시성 향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가시성 향상과 대화증진, 창의

성 존중의 세 부분이 요구하는 내용을 기술할 필요가 있으

므로 전체적으로 기술했던 내용을 항목마다 비슷하게 반복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2010년에 등재된 유산을 확대등재 신청하는 것

이므로 2010년에 등재가 국제적인 무형유산의 인식제고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고, 확대 등재가 

어떻게 비슷한 효과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설명

을 요청하였다. Section 2(ii)에서는 등재가 대화증진에 어떠

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를 설명해야지 등재가 매사냥 

연행자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는지 설명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아울러 등재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언

급(알제리와 베트남)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

므로 등재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언급은 삭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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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제안하였다.37   

이와 같은 심사보조기구의 보완요청 사항은 2010년에 

매사냥의 등재신청 때에 비하여 심사가 매우 까다롭게 진행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2010년에 매사냥이 인류무형유

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된 이후 유산의 가시성과 인식제고, 

그리고 대화증진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보완요청은 

유네스코가 협약의 취지를 당사국들에게 보다 명확하게 인

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며, 인류무형유산 등재제도의 실효

성을 신청서에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공동체의 참여와 보호조치

Section 3.b(i)의 미래조치는 전반적인 미래보호조치

를 설명하고 동 보호조치를 기획하고 이행하는 데 당사국

과 공동체가 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 유기적으로 설명하도

록 제시했다. 3.b(ii)에서 미래보호조치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해당 유산에게만 해당하는 구체적인 조치여야 한

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였다. 3.b(iii)에서는 해당 공동체가 Section 

3.b(i)에서 제시된 계획 수립에 어떻게 참여했으며, 계획 

이행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의 설명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Section 5에 대해서는 국내목록에 매사냥이 등

재되어 있다는 증거로 웹사이트를 제시하여야 하며 주소

는 정확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해당 항목의 등재기준

이 엄격해졌으므로 요청하는 포인트를 잘 이해하여 필요

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도록 지적하였다.38 

심사보조기구의 심사에 필요한 추가정보를 요청한 유

네스코 사무국의 이러한 요청은 협약 이행지침 제14항의 

‘관련 국가는 확대된 유산의 등재조건을 모두 충족함을 보

여주는 등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

다. 즉 새로운 등재신청서는 기존 등재된 신청서와 별개로 

그 자체로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매사냥을 처음 등재를 신청했던 2009년 기준으로 충분했

던 정보라도 다시 심사하는 기준으로는 충분할 수 없으므

로 추가정보 작성이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등재확대에 따라 등재신청서의 작성 주도국인 UAE는 

공동등재 참여국과 협력하여 신청서 전체를 수정하기로 

하였고, 유네스코 사무국의 수정 요청이 없는 항목이라 할

지라도 현재 시점에 맞게 내용을 업데이트하였다.39 

유네스코 사무국의 제안에 대해 매사냥 공동등재 13

개국은 각 국가에서 해당 지적 사항에 대한 회의를 열어 

추가정보를 작성하였다. 

이후 참가국은 2012년 4월 9일에서 12일까지 매사냥 

확대 공동등재 추가정보 작성회의를 위해 아부다비에 모

였다.40 유네스코의 추가정보 작성 요청 항목에 따른 추가

정보를 작성하였고, 수정 신청서를 2012년 4월 16일에 유

네스코로 제출했으며, 제7차 무형유산 정부간위원회에서 

매사냥이 등재되었다. 2016년에는 독일, 포르투갈, 카자흐

스탄, 파키스탄, 이탈리아 5개국이 매사냥 등재확대가 결정

되면서 매사냥은 공동등재된 무형문화유산 중에서 18개국

으로 가장 많은 참여국이 협력한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이 되었다.

37 제6차 무형유산 정부간 위원회의 결정13(6.COM 13)에 따르면 “신청국은 해당국의 영토 밖에 없는 무형유산의 생명성이나 다른 국가에서 행하는 보호조치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

38 <매사냥 확대등재 추가정보 작성 계획>, 국제교류과-651(2011.3.13.) 문건.

39 한국의 수정사항은 국제협력과, 무형문화재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재연구실이 협력하여 추가정보 제출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2012.3.21.) 결과를 

UAE에 제출하였다.

40 한국, UAE, 헝가리,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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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매사냥 공동등재의 특성과 의의

1. 국제협력과 무형유산의 가시성 제고

문화다양성과 지역 협력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무형

문화유산의 특징은 자칫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분쟁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보호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공

동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41 

매사냥의 인류무형유산 공동등재에 참여한 국가들은 

등재 신청 과정을 통해 공유유산은 물론 참여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상호 교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청서 작성과정을 통해 협약이 요구하는 등재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도 하였다. 이는 공유유산의 등재 과정

에 국가와 공동체가 협조함으로 소통이 시작될 수 있고, 

성공적으로 등재가 될 경우에는 더 큰 긍정적인 결과를 낳

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매사냥의 공동등재 추진과정과 등재 확대 과정을 통

하여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 및 국가간 대

화가 증진되었다는 점은 공동등재제도의 의의라 할 수 있

다.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다 국가간 교류와 협력

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리라 판단된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

산 등재가 무형유산 전체의 가시성 확보와 지역, 국가, 세

계적 차원에서의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매사냥의 인류무형유산 등재 과정 중에 한국은 공동

등재 참여국들이 대부분 매사냥의 전승이 활발하다는 사

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매사냥 보호를 위

한 민간의 활동과 대중의 이해도가 상당히 높음을 확인 

하였다. 

사실 매사냥의 공동등재에 참여하기 전까지 한국에

서 매사냥은 전북과 대전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

의 맥을 잇고 있었고, 인지도가 높지 않았다. 국가를 비롯

한 다양한 공동체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인접

국가 몽골이 유목생활을 통해 매사냥의 전통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 데에 반해 한국은 생업을 통한 맥이 끊어지고 대

중의 관심이 높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중에 매사냥 공

동등재에 참여하게 된 한국은 국내에서 매사냥에 대한 이

해제고가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매사냥의 공동등재를 통해 한국은 전통 매사냥에 대한 국

내외 관심을 크게 환기시켰으며, 유산의 가시성을 높인 것

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매사냥 공동등재 참여의 경

험은 2015년에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줄다리기 의식

과 놀이’의 공동등재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요컨대 매사냥의 공동등재 추진과정과 등재 확대과

정을 통하여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와 인식을 국제적으로 

드높였고, 공동체와 국가간 대화를 증진하는 역할을 했다

는 측면에서 매사냥 공동등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무형문화유산의 미래 보호를 위한 과제

<무형유산보호협약>과 이행지침을 기반으로 운영되

고 있는 공유유산에 대한 공동등재제도는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다. 공유유산에 대한 공동등재는 협약의 권고사

항이므로 공유유산이라 할지라도 단독등재가 가능하다.42     

사실 공동등재는 단독등재에 비하여 추진하기가 쉽

지 않다. 여러 국가가 참여하여 추진하는 과정이 용이치 

않을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의 전승영역에 대한 국가간의 

41 임돈희,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의 과제와 전망」,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협력-과제와 전략』, 2011 창립기념 국제회의 보고

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2011, p.187.

42 각 당사국은 다른 국가에서 무형유산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상관없이 자국 영토 내에서 발견된 유산을 등재시킬 권리가 있다. 이러한 등재는 종종 민감한 

사항과 관련될 수 있으며, 부주의하게 접근 시 협력보다는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과 중국의 단오제, 아리랑 등을 통해 대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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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와 합의가 전제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물적·인

적 재원 확보가 수반된다는 점은 대표목록 공동등재 추진

의 큰 제약 요인이다. 또한 자국의 역사문화에 대한 자존

심 문제로 인해 공유유산임에도 공동등재 보다는 단독등

재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동등재의 성공적인 결과는 이후의 참여국, 참여 공

동체간의 다방면의 협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공유유산

의 공동등재를 통해 참여 당사국은 공동의 보호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등재 이후에도 협력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는 해당 공동체 간의 상호 교류와 이해 증진을 목적

으로 한 사업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국내 매사냥 프로그램 

개발과 매사냥 전승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활발한 네트워크 형성이 매사냥의 보호

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무형유산의 경우 여러 국가에 걸쳐 분포되는 경

우가 매우 보편적임을 고려할 때 협약의 이행지침에 공동

등재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마련하여 국가간 

협력을 토대로 한 공동등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Ⅴ.  맺음말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가 문화적 우월성을 과

시하는 데 활용됨으로써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대표

목록 등재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가 희석되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43 유네스코는 국가간의 협력을 통해 유네스코의 이

념인 평화의 문화를 정착하는 데 공동등재가 일정한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 권장하고 있다. 

이에 착안하여 이 글에서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으로 공동등재된 ‘매사냥’ 사례를 통해 유네스코의 공동등

재제도가 다 국가간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어떠한 전략과 

쟁점을 통해 실현되는지에 주목하였다.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사냥의 인류무형

유산 공동등재 참가국들은 등재신청서 작성을 통해 무형

유산보호를 위한 등재제도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

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매사냥의 등재가 결과적으

로 무형유산 전체의 가시성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등재신청서에 반영한 것이 2010년 

공동등재와 2012년 등재확대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공동등재 추진의 특성상 참가국들은 공유유산

을 매개로 협력과 소통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상호간의 문

화와 민족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었다. 이것은 

공동등재를 통해 국가간의 협력과 평화에 기여하고자 하

는 유네스코 이념의 실천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셋째, 인류무형유산 매사냥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

약>의 이행지침에 의거하여 지속적으로 참여국가가 확대

됨으로써 공동등재에 있어 모범적 사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동등재의 확대는 특정 무형유산의 소유

자를 규정하는 문제를 두고 발생하는 국제 간 긴장을 해결

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으며, 협약의 취지에 대한 당사국

의 이해가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면에서도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공동등재 참여를 통해 매사냥의 가시성을 높

이는 계기가 되었고, 정책적으로는 공동등재 참여의 경험

을 통해 향후 공동등재 주도국으로서 역할의 기틀을 마련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향후 유네스코는 인류무형유산 등재제도에 있어 국

가간 협력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보다 많은 공유유

산을 다 국가가 공동등재 할 수 있도록 공동등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

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룬다.

43 황경순, 「‘김장문화’의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통해 본 무형유산 보호의 패러다임 변화」 『民族文化論叢』 제55집, 嶺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2013, 

p.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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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gnificance of the Joint Inscription of  Falconry 
to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This paper focuses on strategies and issues involving a joint inscription of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lement to UNESCO through multinational cooperation and conclusive characteristic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multinational filing. The case of “Falconry”, which was jointly filed by 18 State Parties including ROK and 

inscribed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of UNESCO on 2010, was 

analyzed as the main object of discussion

The issu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tate Parties that participated at the joint nomination process 

got to grasp the purpose of the multinational nomination mechanism a lot better than before through drawing 

up the nomination forms. Especially, we learned that the inscription of the falconry eventually has to contribute 

to the perception of ICH in general and applying that knowledge at the submission of the multinational file was 

the major aspect for the inscription on the list in 2010 and the extension of the inscription 2012.

Second; the very nature of prosecution of the multinational nomination, State Parties are given opportunities 

to communicate and cooperate over their shared ICH element, through which a mutual understanding of other 

cultures and the national characteristics of other countries – which means implementing the very ideology of 

UNESCO- to contribute to cooperation and peace among nations through multinational nominations.

Third, the falconry, according to the Operational Directives of the <<Convention for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a chance to be deemed a Best Practice case, since it continuously extends 

through more and more State Parties participating to the multinational file. Extension of a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element can help defusing the tension caused by identifying the 

owner of the intangible heritage and can mean more awareness of the purpose of th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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