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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은 공동체가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생각하는 관습, 표상, 표현물, 지식 및 기

2003년 제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무형유산보호협약이 채택된 이후, 협약 가입이 빠르게

술을 의미한다. 이러한 무형유산은 세대 간에 전승되는 것이며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자

진행되었으며 10년도 지나지 않아 150여개 국가가 협약 당사국이 되었다. 무형유산의 보

연과 역사와의 상호 작용 속에서 공동체가 끊임없이 재창조한 것으로서 정체성과 연속성

호라는 협약의 목적에 따라, 유네스코 사무국은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
전략을 고안하였다. 역량강화 전략의 첫 번째 목적은 무형유산의 지속적인 보호를 위한 제

을 제공한다.

도적이고 전문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협약의 개념과 목적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과 지지기반을 제고하는 것이다. 역량강화 전략은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무형유산은 왜 중요한가?
WHY DOES IT MATTER?

다면적 접근방식으로 다수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다. 유네스코는 정책과 법률을
개정하고, 제도 기반을 정비하고, 목록 체계와 방식을 개발하고,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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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배양하는 데 조력자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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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대표목록)은 무형유산의 가시성 증진과 그 중요성에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유산목록

대한 인식 제고,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간 대화의 촉진을 목표로 한

말리,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위하여 국제적인 관심과 협력을 촉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긴급보호목

말리,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세누포
공동체의 발라폰 관련 문화 관습 및 표현

목록에 새로이 등재되었다.

보츠와나

키르기스스탄

보츠와나 카틀렝 구의 토기 제작기술

알라키이즈와 쉬르닥 - 키르기스스탄
전통 펠트 카펫 공예

Earthenware pottery-making skills in Botswana’s Kgatleng District

Ala-kiyiz and Shyrdak, art of Kyrgyz traditional felt carpets

보츠와나 바카트라 바 카펠라(Bakgatla ba Kgafela) 공동체
여성들은 진흙, 풍화된 사암 및 기타 재료를 이용하여 토기를
제작한다. 토기는 전통적인 의식 및 공동체의 신념과 연관된 형
태나 디자인으로 다양하게 제작된다. 토기는 맥주 보관, 수수밥
발효, 물 길어오기, 요리, 조상 숭배, 전통적인 치료 의식 등 다
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토기 제작 기술은 숙련된 제작자의 감
소, 완제품의 낮은 가격, 대량 생산된 용기의 사용 확대 등의 이
유로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

Cultural practices and expressions linked to the balafon of the
Senufo communities of Mali, Burkina Faso and Côte d’Ivoire

말리,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세누포(Senufo) 공동체의
발라폰(balafon)은 5음계 실로폰으로, 사다리꼴 틀에 11-21개
건반이 달려 있고 건반 밑에는 건반 크기에 맞는 다양한 크기의
조롱박 울림통이 있다. 교사의 지도 아래, 처음에 아이들은 어
린이용 작은 발라폰 연주를 익힌 후 일반 발라폰 연주를 배운
다. 발라폰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상징하며, 축제, 기도, 노동, 장
례식 등의 경우에 솔로나 합주로 연주된다.

아랍에미리트,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프랑스, 헝가리,
한국, 몽골, 모로코, 카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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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켄 – 파푸아 사람들의 다기능 직조
가방 수공예


비그왈라
- 우간다 바소가 왕국의
조롱박으로 만든 트럼펫 음악과 춤

Noken multifunctional knotted or woven bag,

Bigwala, gourd trumpet music and dance of

handcraft of the people of Papua

the Busoga Kingdom in Uganda

노켄(Noken)은 매듭을 짓거나 짜서 만든 가방으로, 인도네시아
파푸아 및 서 파푸아 지역 사람들이 나무 섬유나 잎을 이용하
여 수공예로 만든다. 노켄은 농산물, 사냥 수확물, 땔감, 아기,
작은 동물 등을 운반하거나 장을 볼 때, 그리고 집에서 물건을
보관할 때 사용된다. 화해의 표시로 노켄을 주기도 한다. 하지
만 공장에서 생산하는 가방과의 경쟁 문제와 원재료를 구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 때문에 노켄을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의 숫자
가 감소하고 있다.

감이 생긴다는 것이다. 알 다크누다는 결혼식, 축제, 특히
낙타 경주 등에서도 낭송된다. 시의 주제는 사랑, 우정, 염
원, 부족 간 유대관계에 대한 찬사 등에서부터 논쟁의 해
결, 현대적인 주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우간다 바소가(Basoga)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왕실 행사나 사
회 행사에서 비그왈라(Bigwala) 춤과 음악을 공연한다. 5음계
이상의 단음을 내는, 조롱박으로 만든 트럼펫인 비그왈라가 드
럼, 노래, 춤과 함께 연주된다. 가사는 바소가 사람들의 역사, 특
히 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비그왈라를 연행하는 사
람은 고령의 연주자 4명에 불과하다. 그 결과 비그왈라 공연 횟
수가 줄었고, 전승도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ELEMENTS INSCRIBED ON A national BASISㅑ

알제리
Rites and craftsmanship associated with the wedding costume
tradition of Tlemcen

알제리 북서부에 위치한 틀렘센(Tlemcen)의 혼례 의식에서 신
부는 금사로 짠 전통 실크 드레스를 입고 친구들과 기혼 여성
지인들로 둘러싸인다. 신부는 헤나를 이용해 손에 상징적인 문
양을 물들이고, 나이가 많은 여성이 신부가 자수로 장식된 벨
벳 카프탄(caftan)을 입고 보석을 달며 원뿔 모양의 모자를 쓰는
것을 도와준다. 틀렘센에서 소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혼례복 전
통을 접하고, 혼례복 제작과 관련된 기술은 대대로 전승된다.

매사냥은 자연 상태에 있는 먹잇감을 사냥하도록 매를 기르고
훈련하는 전통적인 활동으로,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연행된다.
매사냥은 원래 식량을 구하는 방법이었는데, 오늘날에는 동료
애나 나눔의 정신으로서 여겨진다. 매사냥 연행은 주로 철새의
이동경로를 따라 발견되며, 매사냥의 연행에는 전문성이나 나
이, 성별의 장벽이 없다. 매를 기르고, 훈련하고, 다루는 데는 많
은 헌신이 필요하며, 매사냥 연행자는 매와 친밀한 관계와 정신
적인 유대감을 형성한다.

아르메니아 서사시 ‘사순의 데어데빌’ 또는
‘사순의 데이비드’ 공연
Performance of the Armenian epic of ‘Daredevils of Sassoun’ or
‘David of Sassoun’

아르메니아 전통 서사시 ‘사순의 데어데빌(Daredevils of Sassoun)’은 사순 지역의 데이비드에 관한 이야기로, 데이비드는 악
과 맞선 불평등한 결투에서 고향을 지켜낸 소년이다. 영웅담으
로 구성된 서사시 구절들은 서정적이고 율동적이다. 서사시는
주로 앉은 상태에서 두둑의 연주와 함께 공연되며, 결혼식, 생
일, 세례, 국가의 주요 문화행사 등 다양한 경우에 연행된다.
160종의 공연이 있으며, 공연은 최대 2시간까지 지속된다.

일본

터키

에콰도르 토킬라 밀집모자 직조 전통

메시르 마쿠누 축제

Craftsmanship and performance art of the Tar, a long-necked string

Traditional weaving of the Ecuadorian toquilla straw hat

나치 노 덴가쿠 - 나치 불꽃축제의 종교
공연예술

Mesir Macunu festival

Nachi no Dengaku, a religious performing art held at the Nachi fire
festival

목이 긴 현악기 타르(Tar)는 아제르바이잔 전역에서 제작 및 연
주된다. 타르는 다양한 전통음악 장르에 사용되며, 결혼, 친목
모임, 페스티발, 콘서트 등에서 연행된다. 8자 모양으로 생긴 뽕
나무로 만든 속이 빈 악기를 수평으로 들고 연주하며, 금속으
로 만들어진 11개의 줄은 픽으로 퉁긴다. 타르를 만드는 장인
들은 제자들에게 지식을 전수하며, 연주자는 구전 및 공연을 통
해서 공동체 내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기술을 전수한다.

토킬라(toquilla) 밀집모자는 에콰도르 해안에서 자라는 야자나
무 섬유로 만든다. 농부들은 야자나무 밭을 경작하여 줄기를
수확하고 표피에서 섬유를 분리해낸다. 이후 엽록소를 제거하
기 위해 섬유를 끓이고, 말려서 표백한다. 이 섬유를 이용해 무
늬를 짜고, 모자의 윗부분과 챙을 만들다. 이후 모자를 씻고 표
백한 후 다림질을 하여 나무로 만든 틀에 끼우고 모양을 잡는
다. 모자의 질과 섬세함의 정도에 따라 모자 하나를 만드는 데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8개월이 소요된다.

나치 노 덴가쿠(那智田樂)는 나치 불꽃축제 동안에 구마노 나
치 신사(那智神社)에서 열리는 일본의 민속 공연예술이다. 축
제의 핵심 요소인 나치 노 덴가쿠는 피리와 타악기 반주에 맞
추어 행해지는 의식 춤의 형식을 띄며 쌀의 풍작을 기원한다.
피리 연주자 1명, 북 연주자 4명, 빈자사라(編木 : 대나무 타악
기의 일종) 연주자 4명 등이 음악을 연주하고, 8-10명의 무용
수가 다양한 대열로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다. 나치 노 덴가쿠의
레퍼토리는 22개이며, 각 공연에는 45분이 걸린다.

마니사(Manisa)에서 열리는 메시르 마쿠누(Mesir Macunu) 축
제는 술탄 술레이만 어머니의 회복을 기리는 행사이다. 술탄 술
레이만의 어머니는 메시르 마쿠누라는 반죽을 먹고 병에서 회
복되었다. 해마다 3월이 되면 반죽을 준비하여 포장하고, 이를
축성한 후 술탄 사원 돔에서 뿌린다. 떨어지는 반죽 조각을 잡
으려고 터키 각지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인다. 많은 사람들
은 떨어지는 반죽을 잡으면 결혼, 구직, 임신 등 소원이 1년 안
에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벨기에

프랑스

모로코

베네수엘라

앙트르 상브르 에 뫼즈 행진

페스트 노즈 - 브르타뉴 전통 춤의 집단
연행에 기반을 둔 축제 모임

세프루 체리 축제

베네수엘라 코퍼스 크리스티의 춤추는
악마들

Cherry festival in Sefrou

Fest-Noz, festive gathering based on the collective practice of
traditional dances of Brittany

앙트르 상브르 에 뫼즈 행진은 벨기에 왈로니아(Wallonia) 지역
앙트르 상브르 에 뫼즈(Entre-Sambre-et-Meuse) 마을의 문화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군대 형식의 행진은 마을
교회 봉헌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마을 전체가 행진에 참여한
다. 호위를 받으며 진행되는 행진 행렬은 여러 개의 중대로 구
성되며, 하나의 중대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참가자들로 이루
어진다. 군복을 입은 참가자들은 종교 행렬을 호위하는데, 드럼
과 파이프 연주, 그리고 노래 등도 동반된다. 젊은이들은 ‘젊은
호위대(Young Guard)’ 등에 포함되어 부모들과 함께 행진한다.

페스트 노즈(Fest-Noz)는 브르타뉴(Brittany) 지역의 전통 춤을
주제로 한 축제 모임이며, 여기에는 노래와 기악도 동반된다. 브
르타뉴의 문화 운동으로 페스트 노즈의 춤은 끊임없이 새로워
지는 과정을 거치며 지금까지 보존되었고, 현재 수백 개의 레퍼
토리와 수천 개의 음률이 존재한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 악기
를 연주하는 사람, 춤을 추는 사람 사이의 끈끈한 동료애, 사회
적 다양성, 세대 간의 다양성, 개방성 등이 페스트 노즈의 특징
이다. 페스트 노즈는 강렬한 음악 경험이며, 진정한 문화경제를
낳았다.

Venezuela’s Dancing Devils of Corpus Christi

해마다 6월이 되면 세프루(Sefrou) 지역 주민들은 3일 동안 지
역의 자연적이고 문화적인 아름다움을 기념하는 축제를 여는
데, 축제의 상징은 체리와 그 해에 뽑힌 체리 여왕이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행진으로, 행진에는 공연단, 지방 및 도시 음악,
악대장과 악단, 지역 주민들이 만든 장식차량 등이 함께한다.
체리 축제를 통해서 세프루 도시 전체는 그들의 활동과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베네수엘라 중부 해안지역에 있는 작은 공동체에서 해마다 열
리는 코퍼스 크리스티(Corpus Christi : 성체 축일) 축제에서, 악
마 가면을 쓴 무희들은 참회의 의미로 뒷걸음질 춤을 추고, 가
톨릭 교회 성직자는 성체를 가져온다. 행사의 절정에서 악마들
은 성체에 굴복하는데, 이는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을 의미한다.
프로메세로(약속을 지키는 사람들)라고 불리는 무희들은 공동
체의 역사적 기억과 선조들의 전통을 전승하는 단체의 평생회
원들이다.



볼리비아

헝가리

오만

베트남

이차페케네 피에스타 - 산 이그나시오 데
목소스의 최대 축제

전통 공동체의 마툐 자수 민속공예

알 아지 - 애가, 행렬 행진곡과 시가

푸토의 훙 왕조 숭배

Folk art of the Matyó, embroidery of a traditional community

Al ‘azi, elegy, processional march and poetry

Worship of Hùng kings in Phú Thọ

이차페케네 피에스타(Ichapekene Piesta) 축제는 성인 이그나티
우스 데 로욜라의 승리 신화와 목세뇨(Moxeño) 토착 신앙이 융
합된 것이다. 축제에서는 불꽃놀이, 노래, 미사, 장례, 자선행사,
연회 등이 열린다. 축제의 주요 행사는 성인 이그나티우스의 승
리를 재현하는 의식과 선조 및 동물들로 가면 분장을 한 참가
자들이 춤을 추면서 하는 행진이다. 이를 통해서 자연 존중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목세뇨 사람들은 선조의 영혼이 보는 앞에
서 기독교 전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헝가리 북동부 메죄쾨베슈드(Mezőkövesd) 마을 주변에 있는
천주교도 마툐(Matyó) 공동체의 자수 민속공예는 꽃문양이
특징으로, 플랫스티치 자수, 실내장식, 건축물 등에 사용된다.
마툐 자수의 전국적인 인기로 자수공예가 부 수입원이 되면서,
여성들이 좋은 섬유와 재료를 사서 정교한 의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다. 대개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마툐 자수 공예는
개인적인 예술 표현을 허용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공동체의 단합을 향상시키는 역할도
한다.

알 아지(Al ‘azi)는 시가로 시합 형식을 띄며 칼싸움, 스텝, 그리
고 시가를 부르는 사람과 합창단 간의 시 교환 등이 이루어진
다. 즉석에서 아랍어로 시를 짓거나 암송하는 시인은 다른 참가
자들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참가자들은 시인의 동작이나 암송
에 주의를 기울여 적절한 응답과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시는 소
속감에 대한 자부심이나 부족, 중요한 인물, 역사적인 사건 등
을 칭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마다 순례자들은 푸토성(Nghĩa Lĩnh) 응이아 린(Nghĩa
Lĩnh) 산(山)에 있는 훙 사당에 모여 조상을 숭배하고 좋은 날
씨, 풍작, 행운, 건강 등을 위해 기도한다. 이 축제는 음력 3월에
일주일 간 열린다. 마을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차려 입고, 행사
에 사용할 최고의 가마와 가장 좋은 공물을 바치기 위해 경쟁
한다. 공동체는 쌀로 만든 별미를 준비하고, 구전 및 민속 공연
예술, 청동 북 연주, 쏘안(Xoan) 노래, 기도 의식 등에 참여한다.

Al-Taghrooda, traditional Bedouin chanted poetry in the United Arab
Emirates and the Sultanate of Oman

브라질

베두인 전통 시 알 다크누다(Al-Taghrooda)는 아랍에미리트와
오만 사막을 낙타를 타고 여행하는 남자들이 짓고 낭송한다. 낙
타를 타고 여행하는 두 그룹은 짧은 시를 즉석에서 지어 부르
고, 때로는 번갈아 부르는 형식을 취한다. 이 전통에서 가장 중
요한 점은 시를 서로 지어 부르면서 상호 간에 사회적 유대

아리랑
Arirang, lyrical folk song in the Republic of Korea

Buddhist chanting of Ladakh: recitation of sacred Buddhist texts in
the trans-Himalayan Ladakh region, Jammu and Kashmir, India

프레보(Frevo)는 춤과 음악으로 구성된 브라질의 공연예술로 헤
시피(Recife)의 카니발 기간에 주로 공연된다. 프레보의 빠르고
활기찬 리듬은 행진곡, 브라질 탱고, 스퀘어 춤, 폴카, 클래식
음악 등 군악대가 공연하고 팡파르와 함께 연주되는 여러 장르
의 음악에서 나왔다. 프레보 음악은 도시적이며, 함께 공연되는
파쏘(Passo) 춤처럼 경쾌하고 반동적이다. 파쏘는 스틸 오케스
트라나 밴드의 열광적인 음악에 맞춰 즉흥적으로 뛰어오르는
카포에이라(브라질의 무술춤) 무용수의 기술과 민첩함에 기반
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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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tioners

Xtaxkgakget Makgkaxtlawana: the Centre for Indigenous Arts and

푸젠성(福建省) 인형극은 줄과 손으로 움직이는 인형을 다루는
중국 공연예술이다. 최근 인형극 전승에 위기가 닥치자, 지역 공
동체는 ‘2008-2020 푸젠성 인형극 연행자의 차세대 훈련전
략’을 마련했다. 이 전략에는 인형극 공연예술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행자, 지역 주민, 교육기관 등을 광범위하게 참
여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그 중에는 전문 교육 제공, 교
재 준비, 공연장·훈련소·전시관 마련, 공식 및 비공식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 활동, 지역적 및 국제적인 협력, 예술 교류 등이
있다.

 다크의 불교 독송 - 히말라야 라다크
라
지역, 잠무, 카슈미르의 불교 경전 암송

Frevo, performing arts of the Carnival of Recife

무형유산 보호 모범사례

Strategy for training coming generations of Fujian puppetry

한국

인도


프레보 - 헤시피 카니발의 공연예술

멕시코 베라크루즈 토토낙 사람들의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원주민 예술센터의 활동

협력을 증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2012년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

에콰도르

Ichapekene Piesta, the biggest festival of San Ignacio de Moxos

푸젠성 인형극 연행자의 차세대 훈련전략

모범사례 선정은 성공적인 무형유산 보호 프로그램을 위한 국제적 교류와

해마다 5월 코르도바(Cordova)에서는12일에 걸쳐 파티오(patio) 축제를 연다. 코르도바 역사 중심지에 형성된 파티오 주택
들은 공동의 문화 공간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으로, 여러
종류의 꽃나무로 장식되어 있다. 축제기간 동안에 거주자들은
방문객에게 집을 개방해서 그들이 파티오 정원을 즐기게 하고,
정원을 가꾸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감상할 수 있게 한다. 파티오
축제에는 플라멩코 노래, 기타 연주, 춤 등이 동반된다. 방문객
들은 조상 대대로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연행해 온
이 축제를 술과 음식을 먹으며 즐긴다.

목이 긴 현악기 타르 제작기술 및 공연

틀렘센 혼례복 전통 관련 의식 및 제작기술

멕시코

과 목표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평가하는 프로그램과 사업, 활동이 포함된다.

크레모나(Cremona)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등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드는 제작기술로 유명하다. 바이올
린 제작자들은 1년에 3-6개의 악기를 만들며, 70개 이상의 부
품을 만들고 내부 틀을 사용하여 조립한다. 개별 부품은 정성
스럽게 선별하고 자연적으로 처리된 특정한 나무로만 만들어진
다. 숙련된 바이올린 제작자들은 자신만의 기술과 독자적인 지
식을 이용하여 특별한 악기를 만들기 때문에, 2개의 똑같은 바
이올린이란 있을 수 없다.

아제르바이잔

Marches of Entre-Sambre-et-Meuse

중국

무형유산 보호 모범사례(모범사례)에는 위원회가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원칙

달마티아(Dalmatia)에서 목소리를 이용하여 다중으로 노래 부
르는 전통을 크라파(Klapa)라고 한다. 크라파는 단성 아카펠라
와 단순한 음악 형식이 특징이며, 구전으로 전승된다. 제1테너
가 그룹을 이끌며, 그 밖에 테너, 바리톤, 베이스 등이 함께 그
룹을 형성한다. 반구형으로 밀착하여 서서 공연을 하며, 제1테
너가 노래를 시작하면 나머지 그룹 구성원이 뒤를 잇는다. 최상
의 조화로운 목소리 조합을 구현하는 것이 크라파의 목적이다.
크라파 노래의 주제는 사랑, 일상생활, 지역 환경 등이다.

단독 등재 종목

알 다크누다 - 아랍에미리트와 오만의
베두인 전통 시

우간다

ㅈ

아르메니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인도네시아

Klapa multipart singing of Dalmatia, southern Croatia

매사냥
Falconry, a living human heritage

전통 펠트 카펫 제작은 키르기스스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예기술 중의 하나이다. 전통 펠트 카펫과 관련된 지식, 기술,
다양성, 장식, 의식 등은 키르기스스탄 사람들에게 정체성과 연
속성을 제공한다. 전통 펠트 카펫 제작은 공동 작업으로 진행
되며, 시골이나 산악지역의 나이 많은 여성들이 작업을 주도한
다. 하지만 제작자의 감소, 정부 보호조치의 부재, 차세대의 관
심 부재, 값싼 합성 카펫의 확산, 원자재의 품질 악화, 원자재 확
보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Fiesta of the patios in Cordovas

Schemenlaufen, the carnival of Imst, Austria

ㅈ

당사국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라질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의 보호를

최된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에서는 4개의 무형유산 종목이 이

코르도바 파티오 축제

Traditional violin craftsmanship in Cremona

musical instrument

ELEMENTS INSCRIBED ON A MULTINATIONAL BASIS

참여 공동체는 무형유산기금에서 재원을 지원 받을 수도 있다. 2012년 개

스페인

크레모나의 전통 바이올린 제작기술

임스트(Imst)에서는 4년에 한 번씩 사순절 전 일요일에 파스나
흐트(Fasnacht) 카니발을 개최하는데, 그 중 중심이 되는 축제
가 슈에멘라우펜(Schemenlaufen)이다. 슈에멘라우펜은 의상
을 입고 가면을 쓴 무용수들의 행렬로, 핵심 인물들은 종을 달
고 뛰면서 인사하는 동작이 담긴 특별한 춤을 춘다. 가면을 쓴
굴뚝 청소부는 집에 올라가고, 마녀는 귀에 거슬리는 음악을 연
주하는 악단과 함께 관중을 향해 소리 지르며, 곰은 힘을 과시
한다. 슈에멘라우펜을 통해 임스트 전체 인구가 단결하고, 이를
통해 오랫동안 지속된 전통에 따라 파스나흐트를 개최한다는
공동의 목표도 달성하게 된다.

록에 새로이 등재되었다.

공동 등재 종목

록은 공동체의 긴밀한 참여 하에 당사국이 입안한 보호 조치들을 규정하며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남부 달마티아의
크라파 노래 부르기

다. 2012년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에서는 27개 종목이 대표목

L 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유산목록(긴급보호목록)은 보유 공동체나

크로아티아

슈에멘라우펜 - 오스트리아 임스트
카니발
ㅈ

 EPRESENTATIVE LIST OF THE
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WWW.UNESCO.ORG/CULTURE/ICH

오스트리아

its contribution to safeguarding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Totonac people of Veracruz, Mexico

‘원주민 예술센터’는 전통적인 가르침, 예술, 가치, 문화 등의 전
승을 위한 교육 기관을 만들자는 토토낙(Totonac) 사람들의 오
래된 염원으로 생겨났다. 센터는 전통적인 ‘주택-학교’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별 주택은 도자기, 직물, 그림, 전통 치료 등
토토낙 예술 중 한 가지씩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개별 주택
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통해서 견습생들에게 통합적이고 총
체적인 방식으로 지식이 전수된다.

인도 라다크(Ladakh) 지역의 사원과 마을에서 라마(티베트 불
교의 영적 지도자)들은 부처의 정신, 철학, 가르침이 담긴 경전
을 독송한다. 제복을 갖추어 입은 승려들은 손동작과 다양한 악
기를 사용하여 독송을 하는데, 사람들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안
락과 마음의 정화와 평화를 위해, 그리고 사악한 기운의 분노를
달래고 다양한 부처, 보살, 신, 린포체(Rinpoche) 등의 축복을
불러오기 위해 기도를 한다. 행자들은 고승의 엄격한 지도 아래
가르침을 받는다.

아리랑은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로, 여러 사람의 집단적인 노력
에 의해 만들어졌다. 후렴구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로
이루어진 간단한 노래로, 지역에 따라 나머지 가사는 다르다.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아리랑의 음악적이고 문학적인 구성 덕
분에 즉흥적으로 부르거나, 따라 부르기, 함께 부르기 등이 가
능하다. 아리랑의 장점은 인간 창의성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감
정의 공감에 대한 존중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가사를 지
어 부를 수 있고, 이를 통해 아리랑의 지역적, 역사적, 문화적
다양성이 제고된다.

콜롬비아

이란

루마니아

퀴브도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 축제

카산의 마사데 아르데할 콰리수얀 의식

호레주 도자기 제조기술

Festival of Saint Francis of Assisi, Quibdó

Qālišuyān rituals of Mašhad-e Ardehāl in Kāšān

Craftsmanship of Horezu ceramics

해마다 9월부터 10월까지 퀴브도(Quibdó)에 있는 12개 프란시
스 구에서는 공동체의 아프리카-콜롬비아 초코(Chocó) 정체
성을 기리는 종교 행사인 피에스타 드 산 파초(Fiesta de San
Pacho)가 열린다. 피에스타 드 산 파초는 가톨릭 개회 미사로 시
작되는데, 미사에서는 전통 춤을 추고 오보에처럼 생긴 악기 치
리미아(chirimía)를 연주한다. 이후에 카니발 행진이 이어지는
데, 행진에는 장식차량, 축제 의상, 춤, 치리미아 연주 등이 동반
된다. 아침에 미사가 있고, 오후에는 장식차량과 카니발 그룹이
참여하는 미사가 있다. 축제가 진행되면서 성 프란시스는 아트
라토 강을 따라 내려오며, 동이 틀 무렵 사람들은 찬송가로 축
하를 하고 성 프란시스 대행진을 연다.

콰리수얀(Qālišuyān) 의식은 카산(Kāšān)과 핀(Fin) 사람들 사이
에서 영적인 순교자라 불리는 술탄 알리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전설에 따르면 술탄 알리의 몸은 발견된 후 카펫에 싸여 강으로
옮겨져 씻겨 졌다. 콰리수얀 의식은 술탄 알리의 묘에서 이루어
지는데, 이곳에 사람들이 대거 모여 카펫을 영적인 강물에 씻는
다. 제이브(Xāve) 사람들이 카펫에 장미수를 뿌린 후, 핀 사람들
에게 카펫을 넘겨준다. 핀 사람들은 카펫을 흐르는 물에 헹군
후 장식된 나무 막대기를 이용하여 카펫에 장미수를 뿌린다. 카
산 사람들은 의식을 위해 카펫을 제공한다.

호레주(Horezu) 도자기는 루마니아 블체아(Valcea)에서 독특한
전통 방식을 이용한 수공예로 만들어진다. 도공들은 흙을 고
르고 추출한 뒤 씻고, 자르고, 희석시키고, 반죽하고, 밟고, 섞
는 등의 과정을 통해 태토를 만들어 붉은 색 도자기를 빚는다.
각각의 도자기는 특별한 손가락 기술로 만들어지며, 전통문양
을 선명한 색깔로 채색한 후 구워낸다. 도공은 혼합기, 물레, 빗,
장식 도구, 장작 가마 등 전통 도구를 이용한다.

간위원회에서는 2개의 모범사례가 선정되었다.

유네스코 등재 무형문화유산
2008-2012

단독 등재 종목
ELEMENTS INSCRIBED ON A
NATIONAL BASIS

알바니아
알
 바니아의 이소 민속 다성음악(2008)

아래 목록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긴급보호목록, 대표목록 및 모범사
례에 등재된 298개 종목이다. 앞서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언
된 90개의 종목은 협약 제31조에 따라 2008년 대표목록에 통합되었다.
협약 목록에 등재된 16개의 공동 등재 종목은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
기 위해 가장 앞에 실었다.

(2012)
 우라라의 아헬릴(2008)
고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 서사시 ‘사순의 데어데빌’ 또는
‘사순의 데이비드’ 공연(2012)
아르메니아의 십자가비석, 카취카의
상징성과 공예(2010)
두둑

음악(2008)

- 슈에멘라우펜(2012)

아제르바이잔
목
 이 긴 현악기 타르 제작기술 및 공연

www.unesco.org/culture/ich/en/lists/

(2012)

아제르바이잔 전통 카펫 직조기술(2010)
아제르바이잔의 아쉬크 예술(2009)
아제르바이잔의 무감(2008)

방글라데시
바
 울 창악 (2008)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유산목록

공동 등재 종목

감비아, 세네갈
만딩 공동체의 성년식 - 칸쿠랑(2008)

ELEMENTS INSCRIBED ON A
MULTINATIONAL BASIS

말라위, 모잠비크, 잠비아
굴
 레 왐쿨루(2008)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무형유산 보호 모범사례

탱고 (2009)

말리,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아제르바이잔, 인도, 이란,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터키,
우즈베키스탄
나브루즈 축제(2009)

 리,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세누포
말
공동체의 발라폰 관련 문화 관습 및 표현
(2012)

몽골, 중국
전
 통 민속 장가 - 우르틴 두(2008)

벨기에, 프랑스
벨기에와 프랑스의 거인과 용의 행렬(2008)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모로코
지
 중해식 식단(2010)
벨리즈,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가
 리푸나족의 언어, 무용, 음악(2008)

베냉, 나이지리아, 토고
겔
 레데 구전 전통(2008)

볼리비아, 칠레, 페루
 리비아, 칠레, 페루 아이마라 공동체의
볼
무형유산 보호(2009)

아랍에미리트,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프랑스, 헝가리, 한국, 몽골,
모로코,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시리아
매
 사냥(2012)

아랍에미리트, 오만
아
 랍에미리트와 오만의 베두인 전통 시
- 알 다크누다(2012)

에콰도르, 페루
자
 파라족의 구전 전통과 문화 표현물(2008)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발트해 지역 가무축제(2008)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샤
 쉬마콤 음악(2008)

 불가리아 마을의 성 콘스탄티누스와 헬레나
제의 - 네스티나르즈보 (2009)
쇼플룩 지역의 고대 다성음악, 춤, 의례
- 비스트리챠 바비(2008)

캄보디아
캄보디아 왕실무용(2008)
크메르의 그림자연극 - 스벡톰(2008)

알제리
틀
 렘센 혼례복 전통 관련 의식 및 제작기술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임스트 카니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웹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불가리아

벨라루스
칼
 라아디 차르 의례 - 크리스마스 차르
(2009)

벨기에
 트르 상브르 에 뫼즈 행진(2012)
앙
루뱅의 연령집단 의식 레퍼토리(2011)
플랑드르 전통 놀이의 보호
- ‘놀이다양성’ 개발 프로그램(2011)
알스트 카니발(2010)
신트 리벤스 호우템의 겨울 가축시장
- 호우템 야마르크트(2010)
헤라스베르흔의 늦겨울 빵과 불 축제
- 크라컬링흔과 토네켄스브란스 (2010)
브루쥬의 보혈 행렬(2009)
뱅슈 카니발(2008)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앙아프리카 아카 피그미족의 다성창악
중
(2008)

중국
 젠성 인형극 연행자의 차세대 훈련전략
푸
(2012)
중국 그림자 인형극(2011)
허
 저족 이마칸 설창(2011)
중국 전통의학 침구술(2010)
메
 쉬렙(2010)
경극(2010)
중국

범선의 방수벽 기술(2010)
중국의

목제 활판인쇄술(2010)
중국 인장 전각예술(2009)
중국 조판인쇄술(2009)
중국 서예(2009)
중국 전지공예(2009)
중국 전통 목조건축 공예(2009)
난징의 윈진 문직공예(2009)
용선 축제(2009)
중국 조선족의 농악무(2009)
게사르 서사시 전통(2009)
동족 대가(2009)
화얼(2009)
마나스(2009)
마조 신앙과 관습(2009)
몽골 창악 흐미(2009)
난인(2009)
창
 족 신년축제(2009)
러공 예술(2009)
중국의 양잠과 비단공예(2009)
티벳 가극(2009)
중
 국의 전통적인 목조 교량 제작기술(2009)
롱추엔 청자의 전통 소성기술(2009)
전통 선지 제조기술(2009)
리
 족의 직물공예, 전통 방적, 염색, 방직과
자수 기술(2009)
시안 고악(2009)
월극(2009)
구친음악(2008)
곤극(2008)
신장의 위구르 무캄(2008)

볼리비아
산
 이그나시오 데 목소스의 최대 축제
- 이차페케네 피에스타(2012)
안
 데스 카야와야족의 세계관(2008)
오
 루로 카니발(2008)

부르기(2012)
크
 로아티아 동부의 베차락 노래와 연주
(2011)
달
 마티아 오지의 무반주 원무 – 니예모
콜로(2011)
크로아티아 북부의 생강빵 제조기술(2010)
오
 이카니에 창악(2010)
시니의 기사 경기 - 시니스카 알카(2010)
카
 스타브 지역 종지기들의 연례 사육제
(2009)
두
 브로브니크의 수호자 성 블라이세 축제
(2009)
크로아티아의 레이스 공예(2009)
흐바르 섬의 십자가 추종 행렬(2009)
고르자니 지역 여왕의 봄 행렬(2009)
흐
 르바츠코 자고르예의 전통 목제 완구
제조기술(2009)
이스트리안 음계 이중창과 이중주(2009)

헝가리
 통 공동체의 마툐 자수 민속공예(2012)
전
헝가리의 무형유산 전승 모델 - 탄하즈 체계
(2011)
모하츠 부소 축제(2009)

인도
 말라야 라다크 지역, 잠무, 카슈미르의
히
불교 경전 암송 - 라다크의 불교 독송(2012)
차우 무용(2010)
라자스탄 칼벨리아족의 민속가무(2010)
케랄라의 제의무용극 - 무디예투(2010)
인도 히말라야 가르왈 지역의 종교축제와
제의연극 - 람만(2009)
산스크리트연극 - 쿠티야탐(2008)
라마야나의 전통 공연 – 람릴라(2008)
베다 음송 전통(2008)

인도네시아
쿠바
툼바 프랑세사(2008)

사이프러스
 띠스따 시 경연(2011)
챠
레프카라 레이스 공예(2009)

 푸아 사람들의 다기능 직조 가방 수공예
파
- 노켄(2012)
사만 춤(2011)
인도네시아의 앙클룽(2010)
페칼롱안 바틱 박물관의 바틱 무형유산
교육과 훈련(2009)
인도네시아 바틱(2009)
인도네시아 크리스(2008)
와양 인형극(2008)

일본

나치
불꽃축제의 종교 공연예술
- 나치 노 덴가쿠(2012)
히로시마 미부의 모내기 의식
- 미부노 하나타우에(2011)
시마네 사다 신사의 신성무용
- 사다 신 노오(2011)
오키나와의 전통 음악극
- 쿠미오도리(2010)
유키 츠무기 견직기술(2010)
아키우의 모내기 춤(2009)
차키라코(2009)
다이모쿠타테(2009)
다이니치도 부가쿠(2009)
가가쿠(2009)
하야치네 가구라(2009)
히타치 후류모노(2009)
고시키지마의 도시돈(2009)
니이가타현 우오누마군의 모시 제조 기술
- 오지야 치지미와 에치고조후 (2009)
오쿠노토의 공양제의(2009)
시마네현 이와미군의 제지술
- 세키슈 반시(2009)
아이누 전통무용(2009)
교토 기온축제의 행렬 - 야마보코(2009)
가부키 연극(2008)
닌교 조루리 분라쿠 인형극(2008)
노오가쿠 연극(2008)

퀴브도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 축제(2012)
유루파리 재규어 샤먼의 전통지식(2011)
콜롬비아 남태평양 연안의 마림바 음악과
전통 영창(2010)
풋취푸우이가 집행하는 와유족의 규범체계
(2010)
흑백 사육제(2009)
포파얀의 성주간 행렬(2009)
바랑키야 카니발(2008)
산 바실리오의 팔렌케 문화공간(2008)

모리타니
무어족 서사시 테이딘(2011)

멕시코

 시코 베라크루즈 토토낙 사람들의
멕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원주민 예술센터의
활동(2012)
마리아치 현악, 노래와 트럼펫(2011)
치아파 데 코르소의 전통 신년축제의 춤
(2010)
푸르헤페차족의 전통 노래 - 피레쿠아
(2010)
멕시코 전통요리(2010)
툴리만의 기억의 장소와 살아있는 전통
(2009)
볼라도레스 제의식(2009)
망자를 위한 토착 축제(2008)

몽골
 기 림베의 민속 장가 연주 기법
악
– 순환호흡(2011)
몽골의 전통창악 흐미(2010)
몽골의 전통축제 나담(2010)
몽골의 전통 민속춤 - 비옐기(2009)
몽골 서사시 - 툴리(2009)
츄르 전통음악(2009)
모린 쿠르 전통음악(2008)

한국
 리랑(2012)
아
줄타기(2011)
택견(2011)
한산 모시짜기(2011)
대목장의 전통 목조건축(2010)
가곡(2010)
처용무(2009)
강강술래(2009)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2009)
남사당놀이(2009)
영산재(2009)
강릉단오제(2008)
판소리(2008)
종묘제례와 제례악(2008)

 레주 도자기 제조기술(2012)
호
도이나(2009)
칼루스 의식(2008)

러시아
세메이스키에 문화공간과 구전 문화(2008)
야쿠트족의 영웅서사시 - 올롱코(2008)

슬로바키아

페트라와 와디 룸의 베두족 문화공간(2008)

체코
 코 남동부의 왕들의 기마 행렬(2011)
체
흘리네츠코 지역의 쉬로브타이드 행렬과
가면(2010)
모집무용 - 슬로바크 베르분크(2008)

도미니카 공화국
 콜로 무용극 전통(2008)
코
빌라 멜라의 콩고 성령회 문화공간(2008)

에콰도르

이란

보
 츠와나 카틀렝 구의 토기 제작기술(2012)

브라질
헤
 시피 카니발의 공연예술 - 프레보(2012)
국가 무형유산 프로그램 사업 공모(2011)
살아있는 판당고 박물관(2011)
사
 회와 우주의 질서 유지를 위한 에나웨네
나웨 부족의 의식 – 야오크와(2011)
와자피족의 구술 및 회화 표현물(2008)
바
 이아 레콘카부의 삼바 데 루다(2008)

코스타리카의 소치기와 우차 전통(2008)

코트디부아르
타그바나 공동체의 횡취 나팔 음악

우즈베키스탄
 타 아슐라(2009)
카
보이순 지역의 문화공간(2008)

바누아투
바누아투의 모래그림(2008)

베네수엘라
 네수엘라 코퍼스 크리스티의 춤추는
베
악마들(2012)

베트남
푸토의 훙 왕조 숭배(2012)
푸토 지역의 쏘안 창악(2011)
푸동 사원과 속 사원의 죵 축제(2010)
카츄 창악(2009)
콴허 박닝 민요(2009)
베트남 궁중음악 나냑(2008)
징의 문화공간(2008)

예멘
사나의 노래(2008)

 산의 마사데 아르데할 콰리수얀 의식
카
(2012)
이란의 구연극 나칼리(2011)
페
 르시아만의 전통선박 렌즈 제작 및 항해
기술(2011)
호라산의 바크쉬 음악(2010)
팔레바니와 주르카네이 의식(2010)
제의극 타지예(2010)
파르스의 전통 카펫 직조기술(2010)
카샨의 전통 카펫 직조기술(2010)
이란의 라디프 전통음악(2009)

에콰도르 토킬라 밀집모자 직조 전통(2012)

케냐

모잠비크
키르기스스탄
 르기스스탄 전통 펠트 카펫 공예
키
- 알라키이즈와 쉬르닥(2012)
키르기스 서사예인 아킨의 기예(2008)

니카라과

라트비아
나이지리아
 젤레 가면무용(2009)
이
이파 점술(2008)

이라크의 마캄(2008)

알 시라흐 알 힐라리야흐 서사시(2008)

 레모나의 전통 바이올린 제작기술(2012)
크
사르디니아의 목가 - 칸토 아 테노레(2008)
시칠리아의 인형극 - 오페라 데이 푸피
(2008)

리투아니아의 다성창악 - 수타르티네
(2010)
십자가 공예와 그 상징성(2008)

코르도바 파티오 축제(2012)
알헤메시의 성모 축제(2011)
안달루시아 세비야 모론데라프론테라의
전통 석회제조기술 재활성화(2011)
마요르카의 시빌 영창(2010)
플라멩코(2010)
인간 탑 쌓기(2010)
전통문화센터 푸솔 학교박물관의 교육 사업
(2009)
스페인 지중해 연안의 관개자 법정(2009)
라 고메라 섬의 휘파람 언어 - 실보 고메로
(2009)
엘체 신비극(2008)
베르가의 파툼 축제(2008)

통가
오만
 가, 행렬 행진곡과 시가 - 알 아지(2012)
애
오만 도파르 계곡의 음악과 춤
- 알 바라(2010)

룩셈부르크
에히터나흐의 무도행렬(2010)


브르타뉴
전통 춤의 집단 연행에 기반을 둔
축제 모임 - 페스트 노즈(2012)
프랑스의 전통 승마술(2011)
지식과 정체성의 수습 전승 네트워크
- 콩파뇨나쥬(2010)
알렁송의 바늘레이스 공예(2010)
프랑스의 미식문화(2010)
오뷔송 태피스트리(2009)
코
 르시카의 세속적, 전례적 구전 전통
- 파그젤라 칸투(2009)
말로야(2009)
프랑스 목조물 도해 설계 전통(2009)

스페인

리투아니아
이탈리아

 토 합창 전통 - 세토 릴로(2009)
세
키누 문화공간(2008)

쵸피족의 팀빌라(2008)

엘 구에구엔세(2008)

수이티 문화공간(2009)

에스토니아

 프루 체리 축제(2012)
세
제마 엘프나 광장의 문화공간(2008)
탄탄의 무 (2008)

미지켄다의 카야 관련 전통과 관습(2009)

이라크
이집트

모로코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의 히카예(2008)

자메이카
무어 마을의 마룬 전통(2008)

마다가스카르
자피마나리족의 목공예 지식(2008)

페루
말라위
빔부자 치유무용(2008)

말레이시아

 아치파이레족의 하라큼붓 창악 기도
후
- 에슈바(2011)
코이루리티 신의 성소 순례(2011)
미토 마을의 의식무용 - 와코나다(2010)
가위춤(2010)
타킬레의 직물공예(2008)

막용 연극(2008)

통가의 춤과 서창 - 라카라카(2008)

터키
메시르 마쿠누 축제(2012)
케스켁 전통의식(2011)
키르크피나르 오일 레슬링 축제(2010)
알레비-벡타시 의식무용 - 세마(2010)
전통 소벳 모임(2010)
음유시인 예술 전통 - 아쉬클릭(2009)
카라괴즈(2009)
서사예인 메다의 기예(2008)
메블레비의 세마 의식(2008)

우간다
 간다 바소가 왕국의 조롱박으로 만든
우
트럼펫 음악과 춤 - 비그왈라(2012)
우간다의 목피천 공예(2008)

필리핀
코스타리카

칸돔베와 그 사회문화적 공간(2009)

요르단

말리
보츠와나

우루과이

루마니아

푸자라 음악(2008)

프랑스
콜롬비아

부탄
드
 라메체의 가면 북춤(2008)

크로아티아
크
 로아티아 남부 달마티아의 크라파 노래

그루지아
그루지아의 다성창악(2008)

과테말라
라비날 아치 무용극 전통(2008)

- 아푼카하의 그보페(2008)

기니
소쏘발라 문화공간(2008)

말리의 지식의례
- 코레두가우의 비밀집회(2011)
쿠루칸 푸가의 만덴 헌장(2009)
상케족의 공동 어로의식 - 상케몬(2009)
캉가바의 신성한 집
- 카마블론의 지붕교체 의식(2009)
아랄과 데갈의 문화공간(2008)

 라나오족의 다랑겐 서사시(2008)
마
이푸가오의 후드후드 창악(2008)

아랍에미리트
 랍에미리트의 전통 직조기술
아
- 알 사두(2011)

포르투갈
포르투갈의 도시 대중가요 – 파두(2011)

잠비아
마키쉬 가면무용 의식(2008)

짐바브웨
음벤데 제루살레마 춤(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