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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먼여행은우리들자신의내부로떠나는여행이다

 데리코마이요

서 론

2006년 에개 한로랑캉테Laurent Cantet 감독의 화 ＜Vers le 

sud＞1)는 1980년 반 아이티를배경으로 “애정의 유토피아”2)를

1)우리나라에서는 ＜베르스르수드＞라는 이름으로소개되었다.

2) Jean-Luc Douin, 일간지르몽드, 2006년 1월 25일자기사, “Le commerce N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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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년의 미국여성 2명과그녀들에게

애정과몸을팔아살아가는 18세흑인소

년의이야기를보여 다. 이작품은, 강한

사회 주제들을 다루었던 감독의 이

화들3)의성향때문에, 돈많은서구

년여인들에의한가난한제 3세계소년의

성 착취와그비극 결말등의인상을

미리부터 풍기는 것이 사실이다.4) 그러

나, 화 비평가들은 이 화가 좀 더 복

잡하고 미묘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

한다.5)

그런데 이러한 분석과는 별개로, 이 화가 사람들의 심을 끄

는 고리는 많은 부분 ＜카리 해 상품＞에 한 서구인들의 고

정 념혹은이미지에기 고있는것도사실이다. 이 화의포스

터가보여주고있는벌거벗은건장한원주민의몸, 열 의 바닷가, 

푸른하늘은유럽의여행사들이해마다엄청나게쏟아내는 상

품카탈로그속사진들그 로이며, 그속에서배치된백인여성의

미묘한 시선은 ＜카리 해 ＞ 카탈로그를 바라보는 유럽인들의

시선과다르지않다. 이이미지는, 그배경을아이티가아니라아

리카로 설정한다고 해도 아무런 차이를 낳지 않는다. 화 말미에

흑인청년 그바가죽은후, 다른 ‘남쪽’ 섬을찾아떠나는

Sud des sentiments”

3) Ressources humaines (1999), Emplois du temps (2001)

4)실제로우리나라의포털사이트들을검색해보면이런식의감상을써놓은

리꾼들이많다.

5)요약하자면,자신이속한사회에서각각소외된존재인백인여성(애정없는가

정생활,마 사회)과흑인소년(가난,독재)이만나서남쪽 sud으로상징되는새

로운삶,새로운정체성을찾는모습과그것의실패를보여주고있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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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행선지가 (리조트가잘갖추어진) 아 리카의어느해안이라한

들달라질것은 없을것이다. 

이 듯, 서구인들에게아 리카나아이티로떠나는 은흔히

말하는문화 활동과는 상 없는것이다. 그들에게 (북아 리

카마그 지역을제외한) 아 리카는사막과정 혹은 활한

원, 야생동물과 원주민의 나라이며, ‘문화’라고 할 만한 것은, 용어

의개념을아주넓게 다고해도, 원시 술과 련된극히제한

된 형태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간단하게 말하

면, ‘아 리카’와 ‘문화 ’이라는말은서구인들의의식속에서서

로어울리지않는조합을이룬다.

이런 을고려할때, 유네스코에의해 1994년시작된 “노 루트” 

로젝트Projet “Route de l’esclave”는아 리카문화에 한새로운

과아 리카문화 에 한하나의가능성을제시하고있는것

으로보인다. “노 루트” 로젝트는네가지 로그램으로구성되

어있는데, 그 에서 ＜노 제도의기억과디아스포라＞ 로그램은

노 무역에 련된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자료를 발굴･보존하고

이를문화 산업의발 으로연결시키는것을주된내용으로하

고있다. 이계획은, 노 무역이라는, 들추어내기쉽지않은역사

상처로부터 출발하여 아 리카의 사회 ･문화 ･경제 발 을

지향한다는 에서아 리카개발과 련된다른많은시도들과분

명한 차별성을 가진다. 본 논문은 문화 을 통한 지역문화 발

과 지역개발이라는 에서 “노 루트” 로젝트가 보여주는 이

러한차별성을검토하는것을목표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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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1. “노 루트” 로젝트 개

1-1. 배경과 목표

“노 루트” 로젝트는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루어진 서

양･인도양･지 해연안의노 무역을주요한 상으로삼아, 그에

한연구조사활동, 그성과의확산으로서교육과문화활동등을

펼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 로젝트는 아이티와 아 리

카국가들의주창에따라 1993년제 27차유네스코총회에서승인되

었고, 1994년 9월베넹의 다Ouidah에서첫회의와함께시작되었

다. 이 회의에서는 로젝트의 책임자로 두두 디엔느Doudou 

Diène가선정되었으며, 국제 문가 원회와국가별 원회를구성

할것이결의되었다. 이후, “노 루트” 로젝트는 재까지노 무

역･노 제도에 련된 다양한 활동을 꾸 히펼치고있으며, 특히

1998년 ＜ 랑스내노 제도철폐 150주년기념의해＞와 1804년아

이티의 흑인 반란 200주년을 기념하여 유엔이 정한 2004년 ＜세계

반노 투쟁과노 해방기념의해＞ 등과 련하여많은행사와사

업을추진하 다.6)

“노 루트” 로젝트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서양･인도양･지 해에서 이루어졌던 노 무역과 노

제도, 그이론 배경, 개과정등에 한연구를수행하고그성

과를 리알리는것이다. 노 제도가철폐된지 150년이상이지났

지만, 그이후에도식민지활동등으로서구인들의침략이계속이

6) Bulletin d’information Projet “La route de l’esclave”, De l’esclavage à la liberté, 

Numéro spécial, Paris, UNESCO, 2004, p. 2 et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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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서양･인도양･지 해에서 이루어졌던 노 무역과 노

제도, 그이론 배경, 개과정등에 한연구를수행하고그성

과를 리알리는것이다. 노 제도가철폐된지 150년이상이지났

지만, 그이후에도식민지활동등으로서구인들의침략이계속이

6) Bulletin d’information Projet “La route de l’esclave”, De l’esclavage à la liberté, 

Numéro spécial, Paris, UNESCO, 2004, p. 2 et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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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면서, 그 속에서 노 제도에 한 연구와 평가가 제 로 이루

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노 무역이 그에 련되

었던 유럽･아 리카･아메리카의 사람들에게 문화 으로 어떠한

향을 끼쳤는지를 악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문화 측면과깊은연 을가지는데, “노 루트” 로젝

트는노 무역이결과 으로는문화간교류를만들어낸측면이있

다고보면서, 오늘날유럽･아메리카에살고있는사람들의삶속에

서노 들이가지고온아 리카문화의흔 이어떻게남아있는지

를 악하고자한다.

1-2. 로그램 구성

“노 루트” 로젝트는이두가지목표를실 하기 해네가지

하 로그램을운 하고있다. 이 로그램은각각연구활동, 교

육 활동, 문화･ 술 표 에 한지원 활동, 노 제도에 한잊

져가는 기억을 복원･발굴하는활동과 련된다. 첫 번째연구

로그램이 로젝트의 심축으로서, 나머지세가지 로그램에기

반재료를제공하는형식을취하고있는데, 이런구조는, “노 루트” 

로젝트가기본 으로학술 인성격을강하게띠고있음을보여

다.7)

1) 연구 로그램 

이 로그램은다양한국가의연구자들로구성된연구그룹들에

의해 수행된다. 로그램에서 다루는 주제들 요한 것들을 간

추려보면다음과같다. 노 제도 반에 한연구주제가가장많

은데, “노 제도와 노 무역의 법 ･이데올로기 근거”, “아 리

7)네가지하 로그램에 한자료는 Bulletin d’information Projet “La Route de 

l’esclave”, n° 1, Paris, UNESCO, 2000, p.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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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 디아스포라의 발 과정과 그들의 언어 ･ 술 표 ”, “노

제도의경제 측면”, “고문서와구 자료의발굴･보존”, “노 제도

－문화유산과기억의 ”, “노 제도와문화교류”, “노 제도－

박물 과 시회” 등을들수있다. 특정지역에 련된연구로서는

“아메리카와카리 해 지역에 해진반투문화의흔 (언어와 종

교)”, “세네감비지역에노 무역이미친 향” 등이있다.

2) 교육 로그램 “Briser le silence”

연구 로그램의 성과물을 보다 리 확산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로그램이다. 유네스코의 교육분과 le secteur de l’éducation de 

l’UNESCO가책임을맡고있으며, 그간노 제도에 한평가와반성

이제 로이루어지지않고공론화가 기시되어왔다는인식에기

반하여, “침묵을 깨고Briser le silence”라는 제목으로 운 되고 있다. 

학교교육지원 로그램, 강연, 아틀리에등의형태를취하기

도하고, 시회가개최되기도한다. 가장최근의 표 인 시회

로는 2007년 국 리스톨Bristol의 리티쉬 엠 이어 앤 커먼웰

스 뮤지엄British Empire and Commonwealth Museum에서 열린 ＜사슬을

끊고－노 제도 종식을 한 투쟁Breaking the chain－the fight to end 

slavery＞을들수있다.8)

3)문화 활동culture vivante의 진흥과 술 ･정신  표 활동을 한

로그램

이 로그램은노 무역이비록강제로이루어진형태이긴하

지만, 결과 으로 문화 간 교류를 만들어낸 측면이 있음에 주목한

다. 그래서유럽･아 리카･아메리카의문화에노 무역이미친

향에 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런 향이 오늘날의 문화 술

8) http://www.empiremuseum.co.uk/exhibitions/st200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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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재료를제공하는형식을취하고있는데, 이런구조는, “노 루트” 

로젝트가기본 으로학술 인성격을강하게띠고있음을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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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로그램 

이 로그램은다양한국가의연구자들로구성된연구그룹들에

의해 수행된다. 로그램에서 다루는 주제들 요한 것들을 간

추려보면다음과같다. 노 제도 반에 한연구주제가가장많

은데, “노 제도와 노 무역의 법 ･이데올로기 근거”, “아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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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고－노 제도 종식을 한 투쟁Breaking the chain－the fight to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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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http://www.empiremuseum.co.uk/exhibitions/st200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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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어떻게나타나고있는지를살펴보고, 그런활동을진흥하는

것을목표로한다. 이문화 로그램은, 노 무역으로인한문화간

만남의 결과가 단순한 역사 사실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 우리

의삶과깊이연 되어있음을강조하는 “노 루트” 로젝트의독

특한시각을가장잘보여 다고할수있다.9) 

4) 노 제도의 기억과 디아스포라에 한 로그램

노 무역은 가장 규모로 이루어진 반인류 범죄행 음에

도불구하고, 그에 한자료는소실되어가고있고그에 한기억

도사라져가고있다. 이런 단에따라 “노 루트” 로젝트는노

무역과노 제도의망각을막고이에 한사람들의 심을되살려

내기 해두가지하 로그램을운 하고있다. 첫번째는노

제도 박물 을 건립하는 것으로서, 노 제도에 련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발굴하고보존･ 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번째는

세계 회WTO와 력하여아 리카와카리 해에서문화

로그램을운 하는것이다. 두국제기구는 1995년공동선언을통

해이와같은내용에합의하 으며, 노 제도에 련된장소･건물･

유 등을발굴･복원하고 리알리는것을 주내용으로한다. “기

억의 tourisme de mémoire”을 지향하는 이 문화 로그램은

산업에의해아 리카의경제 개발을돕는것까지목표에포

함하고있다.10)

9) “Elle [traite négrière] a engendré entre Africains, Américains et Européens 

des interactions d’une ampleur telle que se joue peut-être aujoud’hui, dans le 

bouillonnement américain et antillais, un enjeu vital du troisième millénaire : 

le pluralisme culturel, c’est-à-dire la capacité et le potentiel de cohabitation   

de peuples, religions, cultures d’origines différentes, la reconnaissance de la 

richesse des spécificités et de la dynamique de leurs interactions” (Ibid., p. 4.)

10) “Ce programme a pour objectif principal l’identification, la restauration et la 

promotion des sites, bâtiments et lieux de mémoire liés à la traite et à 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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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노 루트” 로젝트의 특징

본 논문의 주제와 련해서 볼 때, “노 루트” 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노 무역을 문화 간 화의 한 형태로 악한다는 이

다. 유네스코 ＜문화간 화국Division du dialogue interculturel＞의국장

이며 “노 루트” 로젝트의 책임자인두두 디엔느는 로젝

트의 소식지 1호 맨첫머리에서노 무역을역사상최 의 세계화

mondialisation 상이었다고말하고있다.

역사상 최 의 세계화 체제 던 서양의 노 무역과 그로부터

시작된노 제도는유럽, 아 리카, 아메리카, 안틸러스제도사이의

계의보이지않는재료를구성한다.11)

이런 시각에서 노 무역은, 비록 그것이 강제된 것이었지만, 다

양한문화가만나고소통하는계기로 악된다. 그런데, 이런

에서는과거의역사 사실들자체보다는다양한문화와삶의 재

형태들이더 요한일로부각될수있으며, 자칫노 제도에서

정 측면을부각시키려는것이아닌가하는비 을살수있다. 

마치, 식민지배가피식민국가의근 화에이바지함으로써결과

으로는좋은 향을주었다고주장하는식민지근 화론처럼말이

다. 이런시각을의식해서인지, “노 루트” 로젝트의홈페이지는

“노 루트” 로젝트에서말하는 “문화 소통”이란특히노 들에

의해 아 리카 문화가 타 지역에 향을 끼친 부분을 가리킨다는

것을강조하고있다. 쉽게말하자면, 노 무역을통해아 리카문

clavage afin de valoriser un tourisme de mémoire et promouvoir le dévelop 

pement économique par le tourisme” (Ibid., p. 4.)

11) “Premier système de mondialisation de l’histoire, la traite négrière trans 

atlantique et l’esclavage qui en est issu, constituent la matière invisible des 

relations entre l’Europe, l’Afrique, les Amériques et les Antilles” (Ibid.,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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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어떻게나타나고있는지를살펴보고, 그런활동을진흥하는

것을목표로한다. 이문화 로그램은, 노 무역으로인한문화간

만남의 결과가 단순한 역사 사실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 우리

의삶과깊이연 되어있음을강조하는 “노 루트” 로젝트의독

특한시각을가장잘보여 다고할수있다.9) 

4) 노 제도의 기억과 디아스포라에 한 로그램

노 무역은 가장 규모로 이루어진 반인류 범죄행 음에

도불구하고, 그에 한자료는소실되어가고있고그에 한기억

도사라져가고있다. 이런 단에따라 “노 루트” 로젝트는노

무역과노 제도의망각을막고이에 한사람들의 심을되살려

내기 해두가지하 로그램을운 하고있다. 첫번째는노

제도 박물 을 건립하는 것으로서, 노 제도에 련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발굴하고보존･ 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번째는

세계 회WTO와 력하여아 리카와카리 해에서문화

로그램을운 하는것이다. 두국제기구는 1995년공동선언을통

해이와같은내용에합의하 으며, 노 제도에 련된장소･건물･

유 등을발굴･복원하고 리알리는것을 주내용으로한다. “기

억의 tourisme de mémoire”을 지향하는 이 문화 로그램은

산업에의해아 리카의경제 개발을돕는것까지목표에포

함하고있다.10)

9) “Elle [traite négrière] a engendré entre Africains, Américains et Européens 

des interactions d’une ampleur telle que se joue peut-être aujoud’hui, dans le 

bouillonnement américain et antillais, un enjeu vital du troisième millénaire : 

le pluralisme culturel, c’est-à-dire la capacité et le potentiel de cohabitation   

de peuples, religions, cultures d’origines différentes, la reconnaissance de la 

richesse des spécificités et de la dynamique de leurs interactions” (Ibid., p. 4.)

10) “Ce programme a pour objectif principal l’identification, la restauration et la 

promotion des sites, bâtiments et lieux de mémoire liés à la traite et à 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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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노 루트” 로젝트의 특징

본 논문의 주제와 련해서 볼 때, “노 루트” 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노 무역을 문화 간 화의 한 형태로 악한다는 이

다. 유네스코 ＜문화간 화국Division du dialogue interculturel＞의국장

이며 “노 루트” 로젝트의 책임자인두두 디엔느는 로젝

트의 소식지 1호 맨첫머리에서노 무역을역사상최 의 세계화

mondialisation 상이었다고말하고있다.

역사상 최 의 세계화 체제 던 서양의 노 무역과 그로부터

시작된노 제도는유럽, 아 리카, 아메리카, 안틸러스제도사이의

계의보이지않는재료를구성한다.11)

이런 시각에서 노 무역은, 비록 그것이 강제된 것이었지만, 다

양한문화가만나고소통하는계기로 악된다. 그런데, 이런

에서는과거의역사 사실들자체보다는다양한문화와삶의 재

형태들이더 요한일로부각될수있으며, 자칫노 제도에서

정 측면을부각시키려는것이아닌가하는비 을살수있다. 

마치, 식민지배가피식민국가의근 화에이바지함으로써결과

으로는좋은 향을주었다고주장하는식민지근 화론처럼말이

다. 이런시각을의식해서인지, “노 루트” 로젝트의홈페이지는

“노 루트” 로젝트에서말하는 “문화 소통”이란특히노 들에

의해 아 리카 문화가 타 지역에 향을 끼친 부분을 가리킨다는

것을강조하고있다. 쉽게말하자면, 노 무역을통해아 리카문

clavage afin de valoriser un tourisme de mémoire et promouvoir le dévelop 

pement économique par le tourisme” (Ibid., p. 4.)

11) “Premier système de mondialisation de l’histoire, la traite négrière trans 

atlantique et l’esclavage qui en est issu, constituent la matière invisible des 

relations entre l’Europe, l’Afrique, les Amériques et les Antilles” (Ibid.,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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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다양한요소들이유

럽과 미국에 해졌고, 

그것이오늘날유럽과미

국 문화 속에 많이 남아

해지고있다는것이다. 

2006년에유네스코가 “노

루트” 로젝트를 홍

보하기 해펴낸소책자

의표지는이러한의도를

잘 보여 다. 입에 재갈

을물린흑인노 로부터

퍼져나오는다양한색깔의말들이다양한인종과다양한연령층의

오늘날사람들에게향하는모습은, 문화 향의 계에주목하는

로젝트의지향 을잘보여 다.

이런맥락에서, 이문화 향의흔 을오늘날생활과 술활

동 속에서 찾아내는일을 “노 루트” 로젝트는 희생자들에 한

“추모hommage”라고 부른다. 여기서 추모란 ‘ 령’이 아니다. “노

루트” 로젝트가 유럽과 미국 사회에 남아있는 아 리카 문화의

흔 을찾아내고 리 알림으로써 지향하는것은 “흑인노 ”들에

게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이다. 묶인 채 끌려가고 학 받고

복종을 강요당하는 노 의 수동 이고 부정 인 이미지를 없애고

새로운문화환경속에자신들의고유문화를이식시키는독립 인

주체의이미지를입 주겠다는것이다. 이것은고향을떠나외지로

끌려간노 들이 한문화, 그들에의해원래있던문화의변형

된형태등을 악함으로써그들의문화 역량을드러내보이겠다

는 것으로서, 이런모습을 통해 “흑인노 ”들은 오늘날 세계의모

습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극 으로 참여한 ‘인격 존재’로 새로

유네스코의 “노 루트” 로젝트와 아 리카 문화 55

이 악된다.

아 리카 □아메리카인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재창조한 것은 노

제도라는맥락속에서 다는사실은흔히무시되어왔다. 그들은사

회･정치･경제･문화 인 발 의 기반을 수립하 다. 착취당하고 억

압당하고 학 당했지만, 노 로 있던 아 리카인들과 그 후손들은

그들의역사･문화･정치 인미래의창조에있어 극 이고창조

인주체들이었다.12)

“노 루트” 로젝트에서추진하는문화 로그램도이러한

특징과 한 계를 가지고 있다. 문화 사업의 많은 부분이

유럽과아메리카로 된아 리카문화의원형을보여주는 로

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문화

로그램은사실 20여년 만하더라도쉽게생각할수없는것이

었다. 그이유는크게두가지측면에서찾을수있는데, 첫번째는

이러한과거의상처를문화 의 상으로만드는것이쉽게용납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문화 자체의 성격이 오늘날

과많이달랐기때문이다. 우리는먼 두번째이유부터짚어보고

자한다. 사실, 이런문화 로그램이가능하게된것은 80년

이후문화 분야 반에걸쳐일어난변화와깊은 련이있다. 

12) “(...) il a été souvent oublié que ce fut dans le contexte de l’esclavage que les 

Africains-Américains se sont réinventé une identité: ils ont établis les fon 

dations de leur développement social, politique, économique et culturel. Bien 

que victimisés, exploités et oppréssés les africains assujettis et leurs descen 

dances furent des agents actifs et créatifs dans la fabrication de leur futur 

historique, cuturel et politique” (Howard Dodson, L’émergence de la culture 

Afro-Américaine, “노 루트” 로젝트홈페이지에발췌소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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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다양한요소들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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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오늘날유럽과미

국 문화 속에 많이 남아

해지고있다는것이다. 

2006년에유네스코가 “노

루트” 로젝트를 홍

보하기 해펴낸소책자

의표지는이러한의도를

잘 보여 다. 입에 재갈

을물린흑인노 로부터

퍼져나오는다양한색깔의말들이다양한인종과다양한연령층의

오늘날사람들에게향하는모습은, 문화 향의 계에주목하는

로젝트의지향 을잘보여 다.

이런맥락에서, 이문화 향의흔 을오늘날생활과 술활

동 속에서 찾아내는일을 “노 루트” 로젝트는 희생자들에 한

“추모hommage”라고 부른다. 여기서 추모란 ‘ 령’이 아니다. “노

루트” 로젝트가 유럽과 미국 사회에 남아있는 아 리카 문화의

흔 을찾아내고 리 알림으로써 지향하는것은 “흑인노 ”들에

게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이다. 묶인 채 끌려가고 학 받고

복종을 강요당하는 노 의 수동 이고 부정 인 이미지를 없애고

새로운문화환경속에자신들의고유문화를이식시키는독립 인

주체의이미지를입 주겠다는것이다. 이것은고향을떠나외지로

끌려간노 들이 한문화, 그들에의해원래있던문화의변형

된형태등을 악함으로써그들의문화 역량을드러내보이겠다

는 것으로서, 이런모습을 통해 “흑인노 ”들은 오늘날 세계의모

습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극 으로 참여한 ‘인격 존재’로 새로

유네스코의 “노 루트” 로젝트와 아 리카 문화 55

이 악된다.

아 리카 □아메리카인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재창조한 것은 노

제도라는맥락속에서 다는사실은흔히무시되어왔다. 그들은사

회･정치･경제･문화 인 발 의 기반을 수립하 다. 착취당하고 억

압당하고 학 당했지만, 노 로 있던 아 리카인들과 그 후손들은

그들의역사･문화･정치 인미래의창조에있어 극 이고창조

인주체들이었다.12)

“노 루트” 로젝트에서추진하는문화 로그램도이러한

특징과 한 계를 가지고 있다. 문화 사업의 많은 부분이

유럽과아메리카로 된아 리카문화의원형을보여주는 로

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문화

로그램은사실 20여년 만하더라도쉽게생각할수없는것이

었다. 그이유는크게두가지측면에서찾을수있는데, 첫번째는

이러한과거의상처를문화 의 상으로만드는것이쉽게용납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문화 자체의 성격이 오늘날

과많이달랐기때문이다. 우리는먼 두번째이유부터짚어보고

자한다. 사실, 이런문화 로그램이가능하게된것은 80년

이후문화 분야 반에걸쳐일어난변화와깊은 련이있다. 

12) “(...) il a été souvent oublié que ce fut dans le contexte de l’esclavage que les 

Africains-Américains se sont réinventé une identité: ils ont établis les fon 

dations de leur développement social, politique, économique et culturel. Bien 

que victimisés, exploités et oppréssés les africains assujettis et leurs descen 

dances furent des agents actifs et créatifs dans la fabrication de leur futur 

historique, cuturel et politique” (Howard Dodson, L’émergence de la culture 

Afro-Américaine, “노 루트” 로젝트홈페이지에발췌소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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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  개념의 변화

문가들마다조 씩다르지만, 문화 의일반 인정의는

부분다음의세가지구성요소를반드시포함하고있다. : 문화유산

이나지역 특성과의만남, 지식의습득이나감흥을통한개인지

평의확 , 하룻밤이상의여정으로구성되는이동행 .13) 이런면

에서 볼 때, 20세기 반까지 서구인들의 부분의 여행은 문화

에속한다고말할수있다. 상인들과군인들그리고토지를잃고

떠도는유랑민들을제외하면자기가사는곳을떠나장기간여행하

는사람들 부분은다른문화권의문화를만나고발견하고습득하

는것을목 으로하는사람들이었기때문이다.14) 

이런 등식이 깨어진 것은 20세기 반에 와서이다. 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이라는 활동이 화되면서, 지

식과 교양의 습득보다는 휴식과 스포츠 활동을 해 자연을

찾는사람들이늘어났고, 이는문화 이상 으로 축되는결

과를가져온것이다. 랑스의문화정책 인측면에서도문화

은 큰 심의 상이 아니었다. 문화부가 처음 창설되던 시기에

앙드 말로는 의문화활동에는 심이있었으나문화 에

는그리많은비 을두지않았다. 알랭르페 르Alain Lefebvre는, 

각자가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술작품과 직 인 을 가

능하도록 해주는 것에 앙드 말로가 가장 큰 요성을 부여했으

13) “On définit ici le tourisme culturel comme un déplacement (d’au moins une 

nuitée) dont la motivation principale est d’élargir ses horizons, de rechercher 

des connaissances et des émotions au travers de la découverte d’un patri 

moine et de son territoire.” (Claude Origet du Cluzeau, Le tourisme culturel, 

PUF, 2000, 2e édition, coll. Que sais-je?, p. 3.)

14) Ibid.,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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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따라서 이동을 제로 하는 문화 은 요하게 다루어질 수

없었다고분석하고있다.15) 

사실, 문화란근본 으로고 스러운것이며엘리트를 한것이

라는생각은매우뿌리깊은것이어서, 1970년 까지문화 이라

고하면 ‘클래식’ 문화와 련된일종의교육 을가리키는것이

일반 이었다. 따라서, 의 자연 활동과 소수 엘리트의 문

화 활동은분명히구분되는것이었고, 이런분 기속에서, 문

화와 ‘ ’은, 비교 최근까지도상호긴장 계속에있었다

고말할수있다. 

“이 클래식한 문화는 70년 말까지 문화 의 주된 동기 다. 

이런 문화 은 학교 여행과 유사하며 기드 블뢰( 랑스의 유명한

여행 가이드북)처럼 매우 상세하고 보편 인 문화와 련된 작품이

나 유 에 집 되어 있으면서, 그 외의 것은 모두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다.”16) 

그런데 략 1980년 이후문화 은새로운양상을띠기시작

한다. 고상한의미의문화를추구하는사람들이아니라, 보다개인

이고 인 형태의 문화를 찾는 사람들에게까지 문화 의

역이확 되기시작한것이다. 이런형태의문화 에서 요한

것은 고 인 규범에 의거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개인 인 발견

15) Emmanuel de Waresquiel (sous la direction de), Dictionnaire des Politiques 

culturelles de la France depuis 1959, Larousse, 2001, p. 592.

16) “Cette culture classique était, jusqu’à la fin des années 70, la motivation 

essentielle du tourisme culturel, assimilable à une sorte de tourisme scolaire, 

exhaustif comme un Guide bleu, focalisé sur les monuments et les œuvres de 

la culture universelle, mais ignorant tout le reste.” (Jean-François Grunfeld, 

Tourisme culturel, acteurs et actions. Association française d’action artistique, 

1999,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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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  개념의 변화

문가들마다조 씩다르지만, 문화 의일반 인정의는

부분다음의세가지구성요소를반드시포함하고있다. : 문화유산

이나지역 특성과의만남, 지식의습득이나감흥을통한개인지

평의확 , 하룻밤이상의여정으로구성되는이동행 .13) 이런면

에서 볼 때, 20세기 반까지 서구인들의 부분의 여행은 문화

에속한다고말할수있다. 상인들과군인들그리고토지를잃고

떠도는유랑민들을제외하면자기가사는곳을떠나장기간여행하

는사람들 부분은다른문화권의문화를만나고발견하고습득하

는것을목 으로하는사람들이었기때문이다.14) 

이런 등식이 깨어진 것은 20세기 반에 와서이다. 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이라는 활동이 화되면서, 지

식과 교양의 습득보다는 휴식과 스포츠 활동을 해 자연을

찾는사람들이늘어났고, 이는문화 이상 으로 축되는결

과를가져온것이다. 랑스의문화정책 인측면에서도문화

은 큰 심의 상이 아니었다. 문화부가 처음 창설되던 시기에

앙드 말로는 의문화활동에는 심이있었으나문화 에

는그리많은비 을두지않았다. 알랭르페 르Alain Lefebvre는, 

각자가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술작품과 직 인 을 가

능하도록 해주는 것에 앙드 말로가 가장 큰 요성을 부여했으

13) “On définit ici le tourisme culturel comme un déplacement (d’au moins une 

nuitée) dont la motivation principale est d’élargir ses horizons, de rechercher 

des connaissances et des émotions au travers de la découverte d’un patri 

moine et de son territoire.” (Claude Origet du Cluzeau, Le tourisme culturel, 

PUF, 2000, 2e édition, coll. Que sais-je?, p. 3.)

14) Ibid.,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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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따라서 이동을 제로 하는 문화 은 요하게 다루어질 수

없었다고분석하고있다.15) 

사실, 문화란근본 으로고 스러운것이며엘리트를 한것이

라는생각은매우뿌리깊은것이어서, 1970년 까지문화 이라

고하면 ‘클래식’ 문화와 련된일종의교육 을가리키는것이

일반 이었다. 따라서, 의 자연 활동과 소수 엘리트의 문

화 활동은분명히구분되는것이었고, 이런분 기속에서, 문

화와 ‘ ’은, 비교 최근까지도상호긴장 계속에있었다

고말할수있다. 

“이 클래식한 문화는 70년 말까지 문화 의 주된 동기 다. 

이런 문화 은 학교 여행과 유사하며 기드 블뢰( 랑스의 유명한

여행 가이드북)처럼 매우 상세하고 보편 인 문화와 련된 작품이

나 유 에 집 되어 있으면서, 그 외의 것은 모두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다.”16) 

그런데 략 1980년 이후문화 은새로운양상을띠기시작

한다. 고상한의미의문화를추구하는사람들이아니라, 보다개인

이고 인 형태의 문화를 찾는 사람들에게까지 문화 의

역이확 되기시작한것이다. 이런형태의문화 에서 요한

것은 고 인 규범에 의거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개인 인 발견

15) Emmanuel de Waresquiel (sous la direction de), Dictionnaire des Politiques 

culturelles de la France depuis 1959, Larousse, 2001, p. 592.

16) “Cette culture classique était, jusqu’à la fin des années 70, la motivation 

essentielle du tourisme culturel, assimilable à une sorte de tourisme scolaire, 

exhaustif comme un Guide bleu, focalisé sur les monuments et les œuvres de 

la culture universelle, mais ignorant tout le reste.” (Jean-François Grunfeld, 

Tourisme culturel, acteurs et actions. Association française d’action artistique, 

1999,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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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écouverte, 개인 차원의 만남이다. 장 랑수아 그륀펠트는 이런

변화의원인을아카데미 인고 문화가아니라개인 인발견의

느낌에기반한새로운문화 역이열렸기때문으로분석하고있으

며,17) 알랭 르페 르는 이 새로운 문화 객들의 심을 끄는 요

소들은산업･과학･생활･사회 인측면등새로운형태의문화유산

이라고지 한다. 

“‘유  박물  축제’라는세요소는더이상인기를 끌지못한다. 

문화 객들은이제새로운형태의문화유산(과학, 기술, 해양, 지질)

이나 에코뮤지엄, 사회박물 는 그동안 잊 져왔던 유 들(고고

학, 산업, 역사, 군사유 )에 심을보이고있다. 그리고음식문화유

산도빼놓을수없다.”18)  

이 듯 80년을 후한문화 의성격의변화는 들이찾는

문화유산, 혹은 의 상이 되는 문화 실체의 성격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 리카”와 “문화 ”이라는 말이 만

나서실 가능한조합을이룰수있을것이라보는것도새로이문

화 의 상이되기시작한이요소들덕분이고, “노 루트” 로

젝트에서문화 로그램을이야기할수있는것도 로젝트의

내용안에새로운문화 의요소들이 거포함되어있기때문이

다. 이제우리는보다구체 으로어떤요소들이 “노 루트” 로젝

트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해, 문화 개발 로그램의

17) Ibid., pp. 18~19

18) “(...) le tryptique ‘monument-musée-festival’ ne fait plus recette. Les tou 

ristes culturels s’intéressent désormais à de nouveaux patrimoines (scien 

tifiques et technique, maritime, géologique), aux écomusées, aux musées de 

sociétés ou à des patrimoines délaissés (sites archéologiques et industriels, 

patrimoine historique, architecture militaire), sans oublier le patrimoine 

culinaire!” (Emmanuel de Waresquiel, op. cit., p.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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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한가지를다루어보고자한다. 이사례를통해, 앞서제기한이

런종류의문화 로그램의첫번째문제, 즉상처를 로

그램화할수있는가라는문제도함께다루게될것이다.

3. “노 루트” 로젝트와 문화

사하라 이남 아 리카의 문화유산들을 보호하고 진흥하는 것을

목 으로하는 ＜아 리카 2009 로그램＞의일환으로 2004년 11월

베넹의포르토노보Porto novo에모인아 리카각국의문화유산담

당 기 의 수장들 26명은 “노 루트” 로그램의 문화 개발과

련된내용을정리하고각종결의사항과권고사항을채택했다. 이

들은노 무역에 련된역사 건물과장소를발굴하고그것들을

하나의루트로조성하며그결과를지역주민과 객들에게 리

알릴것을결의하 고, 이를 해각국정부가목록정리, 정보교환, 

경로circuit 개설등에 극 으로나설것을권고하 다.19) 이

런 사항들은 “노 루트” 로젝트의 문화 로그램이 지향하

는바를가장잘요약하고있다는것으로보인다. 그것은과거역사

의흔 을찾아내고, 보존하며, 그것에 해사람들이보다분명한

인식과 심을갖게한다는세가지로구성된다. 그런이유때문에

이 로그램은 기억의 tourisme du mémoire이라고 불리는

것이다.20) 이제살펴볼세네갈 감비아지역의노 이송경로문화

개발계획도이런목표가잘드러나는사례라고할수있다.

 

3-1. 세네갈과감비아의노 이송경로문화 개발계획사례

이계획은세네갈과감비아지역의내륙에서시작해해안까지이

19) Bulletin d’information, Numéro spécial, 2004, pp. 31~32.

20) Ibid.,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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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écouverte, 개인 차원의 만남이다. 장 랑수아 그륀펠트는 이런

변화의원인을아카데미 인고 문화가아니라개인 인발견의

느낌에기반한새로운문화 역이열렸기때문으로분석하고있으

며,17) 알랭 르페 르는 이 새로운 문화 객들의 심을 끄는 요

소들은산업･과학･생활･사회 인측면등새로운형태의문화유산

이라고지 한다. 

“‘유  박물  축제’라는세요소는더이상인기를 끌지못한다. 

문화 객들은이제새로운형태의문화유산(과학, 기술, 해양, 지질)

이나 에코뮤지엄, 사회박물 는 그동안 잊 져왔던 유 들(고고

학, 산업, 역사, 군사유 )에 심을보이고있다. 그리고음식문화유

산도빼놓을수없다.”18)  

이 듯 80년을 후한문화 의성격의변화는 들이찾는

문화유산, 혹은 의 상이 되는 문화 실체의 성격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 리카”와 “문화 ”이라는 말이 만

나서실 가능한조합을이룰수있을것이라보는것도새로이문

화 의 상이되기시작한이요소들덕분이고, “노 루트” 로

젝트에서문화 로그램을이야기할수있는것도 로젝트의

내용안에새로운문화 의요소들이 거포함되어있기때문이

다. 이제우리는보다구체 으로어떤요소들이 “노 루트” 로젝

트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해, 문화 개발 로그램의

17) Ibid., pp. 18~19

18) “(...) le tryptique ‘monument-musée-festival’ ne fait plus recette. Les tou 

ristes culturels s’intéressent désormais à de nouveaux patrimoines (scien 

tifiques et technique, maritime, géologique), aux écomusées, aux musées de 

sociétés ou à des patrimoines délaissés (sites archéologiques et industriels, 

patrimoine historique, architecture militaire), sans oublier le patrimoine 

culinaire!” (Emmanuel de Waresquiel, op. cit., p.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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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한가지를다루어보고자한다. 이사례를통해, 앞서제기한이

런종류의문화 로그램의첫번째문제, 즉상처를 로

그램화할수있는가라는문제도함께다루게될것이다.

3. “노 루트” 로젝트와 문화

사하라 이남 아 리카의 문화유산들을 보호하고 진흥하는 것을

목 으로하는 ＜아 리카 2009 로그램＞의일환으로 2004년 11월

베넹의포르토노보Porto novo에모인아 리카각국의문화유산담

당 기 의 수장들 26명은 “노 루트” 로그램의 문화 개발과

련된내용을정리하고각종결의사항과권고사항을채택했다. 이

들은노 무역에 련된역사 건물과장소를발굴하고그것들을

하나의루트로조성하며그결과를지역주민과 객들에게 리

알릴것을결의하 고, 이를 해각국정부가목록정리, 정보교환, 

경로circuit 개설등에 극 으로나설것을권고하 다.19) 이

런 사항들은 “노 루트” 로젝트의 문화 로그램이 지향하

는바를가장잘요약하고있다는것으로보인다. 그것은과거역사

의흔 을찾아내고, 보존하며, 그것에 해사람들이보다분명한

인식과 심을갖게한다는세가지로구성된다. 그런이유때문에

이 로그램은 기억의 tourisme du mémoire이라고 불리는

것이다.20) 이제살펴볼세네갈 감비아지역의노 이송경로문화

개발계획도이런목표가잘드러나는사례라고할수있다.

 

3-1. 세네갈과감비아의노 이송경로문화 개발계획사례

이계획은세네갈과감비아지역의내륙에서시작해해안까지이

19) Bulletin d’information, Numéro spécial, 2004, pp. 31~32.

20) Ibid.,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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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노 이송 경로를 따라, 노 무역의 유 들을 찾아내고 보존

하며그에 련된학술･문화활동을조직하는것을목표로한다. 연

구활동의주제는매우다양한분야에걸쳐있는데, 이경로에 한

유 의조사와발굴, 정확한노 이송과정에 한연구, 노 이송

에참여한부족과각부족의역할, 노 이송과함께이루어진문화

인요소들의 악, 오늘날남아있는이문화 의 향등을

악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특히오랜시간이지나기록과물질

인 흔 들이 많이 사라진 지 , 구 으로 해오는 자료들을 모으

고분석하는일이큰부분을차지한다.21) 이 게이송경로를 악

하고그것과 련된유 들을발굴･보존･복원하는것은, 이미오랜

시간이 지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가는 노 무역이라는

과거에물질 실체성을부여한다는효과를지닌다. 세네갈과감비

아지역의노 이송경로에 한연구작업을펼친음베에귀에

Mbaye Guèye는이미폐허에가깝게방치되어있는노 무역의유

들이 완 히 폐허가 되고 사라지게 되면, 노 무역의 과거도 사람

들의기억속에서도사라지게되리라는두려움이이작업을시작하

게만들었다고밝히고있다.

“망각을 막고 아 리카인들이 5세기 동안 겪었던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원히기억될수있도록하기 해우리는 (유 들을) 복원

하고기억의장소로만들수있을것이다.”22)

문화 루트를 개발하기 한 구체 인 사업내용으로는 크게

21)Mbaye Guèye, Sites liés à la traite négrière et à l’esclavage en Sénégambie pour un 

tourisme de mémoire, UNESCO, 2005, pp. 9~10.

22) “(...) on peut les restaurer, en faire des lieux de mémoire afin de bloquer le 

travail de l’oubli et d’immortaliser cette douloureuse situation connu par les 

Africains pendant cinq siècles” (Ibid.,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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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섬의노 수용소유 23)

세가지가거론되고있

다.24) 먼 노 가 이

송되면서 거쳤던 주요

마을에는 기념비가 세

워진다. 이 기념비는

지역주민들에게 잊

져가는 노 제도의 기

억을 되살려주는 역할

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지역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노 무역의 경로를 알려주는 이정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아직 남아있는 노 무역 당시

의 건물들에 박물 을 설치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사실, 노 무역

과 련된역사 요성을인정받아유네스코에의해세계문화유

산으로등록된세네갈의고 Gorée 섬과생루이Saint-Louis 섬의건물

들을제외하면, 아직다른지역의건물들의발굴과복원은더딘상

태이다. 재, 세네갈과 감비아를 지나는 세네갈 강의 상류지역에

남아있는상 으로 은수의노 무역당시의건물들을보존하

고 박물 으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 이다. 박물 이 요성을 띠

는 것은 그 역할이 단순히 노 무역과 련하여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수집･보존하고 문화 의 거 구실을 하는 데만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늘날의 박물 은 지역 주민들을 한 교육의

장소로서큰의미를가지는데, “노 루트” 에세워진박물 은노

제도의기억이사라지지않도록사람들에게 리알린다는원래

의목표를실 하기 한기반시설이될수있을것이다. 

23) Ibid., p. 43.

24) Ibid., pp.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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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노 이송 경로를 따라, 노 무역의 유 들을 찾아내고 보존

하며그에 련된학술･문화활동을조직하는것을목표로한다. 연

구활동의주제는매우다양한분야에걸쳐있는데, 이경로에 한

유 의조사와발굴, 정확한노 이송과정에 한연구, 노 이송

에참여한부족과각부족의역할, 노 이송과함께이루어진문화

인요소들의 악, 오늘날남아있는이문화 의 향등을

악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특히오랜시간이지나기록과물질

인 흔 들이 많이 사라진 지 , 구 으로 해오는 자료들을 모으

고분석하는일이큰부분을차지한다.21) 이 게이송경로를 악

하고그것과 련된유 들을발굴･보존･복원하는것은, 이미오랜

시간이 지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가는 노 무역이라는

과거에물질 실체성을부여한다는효과를지닌다. 세네갈과감비

아지역의노 이송경로에 한연구작업을펼친음베에귀에

Mbaye Guèye는이미폐허에가깝게방치되어있는노 무역의유

들이 완 히 폐허가 되고 사라지게 되면, 노 무역의 과거도 사람

들의기억속에서도사라지게되리라는두려움이이작업을시작하

게만들었다고밝히고있다.

“망각을 막고 아 리카인들이 5세기 동안 겪었던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원히기억될수있도록하기 해우리는 (유 들을) 복원

하고기억의장소로만들수있을것이다.”22)

문화 루트를 개발하기 한 구체 인 사업내용으로는 크게

21)Mbaye Guèye, Sites liés à la traite négrière et à l’esclavage en Sénégambie pour un 

tourisme de mémoire, UNESCO, 2005, pp. 9~10.

22) “(...) on peut les restaurer, en faire des lieux de mémoire afin de bloquer le 

travail de l’oubli et d’immortaliser cette douloureuse situation connu par les 

Africains pendant cinq siècles” (Ibid.,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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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섬의노 수용소유 23)

세가지가거론되고있

다.24) 먼 노 가 이

송되면서 거쳤던 주요

마을에는 기념비가 세

워진다. 이 기념비는

지역주민들에게 잊

져가는 노 제도의 기

억을 되살려주는 역할

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지역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노 무역의 경로를 알려주는 이정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아직 남아있는 노 무역 당시

의 건물들에 박물 을 설치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사실, 노 무역

과 련된역사 요성을인정받아유네스코에의해세계문화유

산으로등록된세네갈의고 Gorée 섬과생루이Saint-Louis 섬의건물

들을제외하면, 아직다른지역의건물들의발굴과복원은더딘상

태이다. 재, 세네갈과 감비아를 지나는 세네갈 강의 상류지역에

남아있는상 으로 은수의노 무역당시의건물들을보존하

고 박물 으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 이다. 박물 이 요성을 띠

는 것은 그 역할이 단순히 노 무역과 련하여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수집･보존하고 문화 의 거 구실을 하는 데만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늘날의 박물 은 지역 주민들을 한 교육의

장소로서큰의미를가지는데, “노 루트” 에세워진박물 은노

제도의기억이사라지지않도록사람들에게 리알린다는원래

의목표를실 하기 한기반시설이될수있을것이다. 

23) Ibid., p. 43.

24) Ibid., pp.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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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권역의 심지에우리가세우려고하는박물 들은지역주민

들이노 무역에 해더잘알고, 그해악을이해하여, 그들나라가

발 이 되지 않은근본 인 이유를 더잘 알도록 도와 것이다. 

한, 고통을당했던 모든 노 무역의 피해자들에 해, 더 희미

해져가는기억이아니라, 그들이다른곳에서했던일과그들이그들

의 륙을 해 할 수도 있었을 일들을 통해 원한 기억을 간직할

수있도록도와 것이다.”25) 

이런측면에서, 세네갈과감비아의문화 루트발굴단은다카

르나고 섬, 생루이섬의박물 들외에노 무역에서지역거

의 역할을 했던 도시들에도 소규모 박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다가나Dagana, 포도르Podor, 마탐Matam, 카오락Kaolack 등의도시가

그 상이다. 문화 의 측면에 치 하다 보면 아무래도 형 박

물 에 한지원이늘어나고상 으로규모가작은지역에는

심이 어드는 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소규모 박물 들은 그런

폐해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상된다.26) 마지막으로, 

문화 루트 발굴단은 노 무역의 유 과 식민지 시 의 유 에

조류공원, 야생동물공원등의자연공원과하천을이용한수상

활동을결합시킨 로그램을구성할것을제안하고있다.27)

25) “Ces musées qu’on devrait créer dans chaque chef-lieu de cercle aideraient 

les populations à s’imprégner de la traite négrière, d’en saisir les méfaits et de 

mieux connaître les causes profondes du sous-développement de leur pays et 

en même temps de garder de toutes les victimes de la traite négrière, tor 

turées, non plus des souvenirs évanescents, mais un souvenir éternel où se 

mêleront ce qu’elles ont fait ailleurs et ce qu’elles auraient pu faire pour leur 

continent.” (Ibid, p. 13.)

26) Ibid., p. 13.

27) Ibid.,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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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노 루트” 로젝트에서 문화 의 의미

1) 아 리카의 문화  정체성 형성의 가능성

아 리카인이라는 공통의 정체성의 부재는 아 리카 문화를 이

야기할 때 자주 지 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그런 은 아 리카의

미래를 건설하기 한 각종 노력에 있어 장애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측면을고려할때, “노 루트”는다양한아 리카종족과문화

를 통하는하나의매개고리로서의미를가진다. 이것이결코, 아

리카인이노 의후손이라는정체성을가진다는말은아니다. 그

것은다양한아 리카인들이하나의역사를공유하고있으며, 실

의 갖가지문제와 모순이 그들이 고통당했던 과거사실과 일정 정

도 연 성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의 인식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화 산업은그역사 사실을 실 실체로구 하는방법을

제공한다. 재의삶에과거의기억을연결하는수단인것이다.

사실, “루트”라는용어는오늘날아주많은문화 로젝트들에

사용되고있다. 그러나그용어는단순히하나의표 을넘어다문

화시 의 문화를 바라보는 하나의 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컨 , 유럽평의회가문화루트 itinéraire culturel를 요문화사업으

로설정하고있는것은, 다양한유럽의문화속에서유럽 인정체

성을 구성할 수 있는 하나의주제를 발굴하고 그것을 루트로 만들

어부각시킴으로써, 연결된지역간에공통 으로존재하는문화

정체성을 구축해 보자는 것이다. 룩셈부르크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럽문화루트연구소 Institut européen des itinéraires culturels28)가그 심

인역할을하고있으며, 이미로마제국루트Route Pax Romana, 뿌리

를향한루트Route for the root, 바이킹루트Route Viking 등많은루트

가개설되어있다. 

28) http://www.culture-routes.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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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권역의 심지에우리가세우려고하는박물 들은지역주민

들이노 무역에 해더잘알고, 그해악을이해하여, 그들나라가

발 이 되지 않은근본 인 이유를 더잘 알도록 도와 것이다. 

한, 고통을당했던 모든 노 무역의 피해자들에 해, 더 희미

해져가는기억이아니라, 그들이다른곳에서했던일과그들이그들

의 륙을 해 할 수도 있었을 일들을 통해 원한 기억을 간직할

수있도록도와 것이다.”25) 

이런측면에서, 세네갈과감비아의문화 루트발굴단은다카

르나고 섬, 생루이섬의박물 들외에노 무역에서지역거

의 역할을 했던 도시들에도 소규모 박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다가나Dagana, 포도르Podor, 마탐Matam, 카오락Kaolack 등의도시가

그 상이다. 문화 의 측면에 치 하다 보면 아무래도 형 박

물 에 한지원이늘어나고상 으로규모가작은지역에는

심이 어드는 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소규모 박물 들은 그런

폐해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상된다.26) 마지막으로, 

문화 루트 발굴단은 노 무역의 유 과 식민지 시 의 유 에

조류공원, 야생동물공원등의자연공원과하천을이용한수상

활동을결합시킨 로그램을구성할것을제안하고있다.27)

25) “Ces musées qu’on devrait créer dans chaque chef-lieu de cercle aideraient 

les populations à s’imprégner de la traite négrière, d’en saisir les méfaits et de 

mieux connaître les causes profondes du sous-développement de leur pays et 

en même temps de garder de toutes les victimes de la traite négrière, tor 

turées, non plus des souvenirs évanescents, mais un souvenir éternel où se 

mêleront ce qu’elles ont fait ailleurs et ce qu’elles auraient pu faire pour leur 

continent.” (Ibid, p. 13.)

26) Ibid., p. 13.

27) Ibid.,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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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노 루트” 로젝트에서 문화 의 의미

1) 아 리카의 문화  정체성 형성의 가능성

아 리카인이라는 공통의 정체성의 부재는 아 리카 문화를 이

야기할 때 자주 지 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그런 은 아 리카의

미래를 건설하기 한 각종 노력에 있어 장애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측면을고려할때, “노 루트”는다양한아 리카종족과문화

를 통하는하나의매개고리로서의미를가진다. 이것이결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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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http://www.culture-routes.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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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비아의 노 수용소 포트 제임스 Fort James 유 30)

“유럽의문화기 들은, 문화 을유럽인들공통의정체성을구

축하기 해훨씬혼종 인문화 거와문화 짜임새를만들수

있는특별한기회라고생각한다.”29)

한, “루트”라는

틀은 문화다양성이

지닌 험성에 한

응책으로서 의미

를지닌다. 문화다양

성을 강조함으로써

개별 문화의 차별성

이 부각되고 문화

근본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지 에 해

“루트”는 개별문화의 특성을 인정하면서도그것들을 연결해 주는

지 들을찾아냄으로써, 교류와소통이라는문화의본질 특성을

드러내보일수있다는것이다. “노 루트” 로젝트역시, “루트”라

는 말이 사람･문명･문화의 움직임의 역동성31)을 표 하는 용어라

고밝히고있다.

29) “Elles[instances européenes culturelles] considèrent que le tourisme culturel 

constitue l’occasion privilégiée de forger chez les Européens un autre référen 

tiel culturel, plus hybride, un métissage culturel finalement au service d’une 

identité supérieure commune” (Claude Origet du Cluzeau, op. cit., p. 106.)

30) “la dynamique du mouvement des peuples, des civilisations et des cultures” 

(Bulletin d’information n° 1, p. 1.)

31)Mbaye Guèye, op. cit.,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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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존･교육･개발이 만나는 고리

앞서 언 한 로, 노 무역과 련된 물질 유산들은 이미 상

당수 사라져버렸거나 폐허 직 의 상태에 놓여있다. , 노 무역

과 련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에 해오는 구

유산은연구활동의 요한 상이되고있다. 이유･무형의유산들

을발굴･보존하기 한활동에 극 으로나서지않는다면, 이문

화유산들은수십년내에 방사라져버릴것이다.

문화 은이러한상황에 처하는좋은수단이될수있다. 문

화 산업이지역의발 에도움이된다는인식이확산될때, 해

당국가와지역과지역주민들이그문화유산들을보호하기 해더

욱 극 으로나설것이기때문이다.

여기서아 리카인들에게돌이킬수없는상처를남겨주었던노

무역의기억을들추어서문화 의 상으로삼는것이 한

가라는 지 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아 리카의 상처가 서구

인들의호기심거리로 락하면서, 아 리카에 한 다른부정

시각을 낳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는 분명 간과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노 루트” 로젝트도 이런 을 의식하여, 그들이

보여주고자하는것이단순히과거노 들의삶의단편이아니라는

을강조하고있다. 아 리카인들의과거의상처를구경거리로만

들어서돈을벌려고하는것이아니라는것이다.

그런의미에서, 박물 과기념 에서는노 무역을통해아 리

카 문화가 어떻게 유럽과 아메리카 문화 속으로 유통되었는지, 그

래서 오늘날 어떠한 흔 이 남아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주력한다. 

한, 흑인노 들의해방을 한투쟁을다루면서, 그들이모든의

지를 박탈당한 채 속박되어 살았던가축 같은 존재가 아니라 자유

와해방을 해싸웠던인격 인존재 음을보여주고자한다.

실제로, 오늘날의문화 은보존과교육활동과개발간의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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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만남을 지향한다. 특히, 문화 의발 을통해, 지역주민과

객들에게그지역의특징 인문화유산들을보다잘알게하고

친숙하게느끼게함으로써, 결과 으로그문화유산의보존이가능

하도록하는데큰비 을둔다. 

“문화 에 한 심의 증가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 에서

무엇보다도 요한 것은 문화 이 경제 효과에 앞서 지역주민

간에, 그리고국가간에문화 이해의폭을넓히고문화교류의기회

를증 시킴에따라서상호간의 이익을증 시키는데 요한역할

을담당할수있으며, (...)”32)

“노 루트” 로젝트가 추진하는 문화 도 이러한 교육

에서다루어져야할것이며, 그런측면이개발지상주의에묻히지

않도록 감시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지역의 문화를 보존하고 활

성화시키며자연과문화의조화라는측면을부각시키고, 지역의발

을 도모한다는 에서 이런 은 보존 개발(지속가능한

sustainable tourism)이라고할수있다. 이 게될때, 아 리카인

들에게 “노 루트” 로젝트를 통한 문화 의 개발은 단순한경

제 효과이상의의미를가질수있을것이다.

결 론

2004년에 발간된 “노 루트” 로젝트의 소식지 특집호는 1994

년부터 10년간의성과를네가지로정리하고있다. 좀더자세히살

펴보면, 다양한주제에 한연구활동, 역사유 의발굴과문화

32)주종 (편 ),  문화 개발론 , 왕사, 2001,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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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의개발, 언론매체와학교교육등을통해이루어진노 제도

에 한 교육 활동이 언 되고 있으며, 거기에 의 인종주의와

불 용을 고발하는 2001년 ＜더반 선언＞과 2004년 ＜반노 제도 투

쟁과노 제도 철폐기념의해＞ 등의행사를성공 으로치러냄으

로써 다양한 분야가 력하는 성과를 이끌어낸 도 언 되고 있

다.33)

이성과들 에서, 가장뚜렷하게 에뜨이는것은역시학술

인성과라고할수있다. 국제 인 력 계를통해이루어진학술

활동들은노 제도와노 무역의이데올로기 기반, 법률 배경

등에 한연구를이끌어냈으며, 련지역에구 의형태로이어져

오는노 제도에 련된무형문화유산들과그에 련된문화

술 표 들을발굴하고부각시키는데성공했다. 

그에비해문화 과 련된사업의진척은아직미미한단계에

머물러있는것이사실이다. 앞서사례로든세네갈 감비아지역의

문화 개발 사업 외에는 바하마와 아이티 정도가 “노 루트”를

기반으로 한 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문

화 은다른어떤분야보다도인문학 인연구성과에많이의존

한다는 에서, “노 루트” 문화 사업은이제야제 로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역사학자만이 인들에

게 향력있는과거의사건이나인물을부각시킬수있고, 사회학

자는 의호기심과 심의방향을분석해낼수있으며, 박

물 학 사들이더부각시킬가치가있는소장품이무엇인지알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 은 이런 학문 성과 에서 비로소 좋은

상품을제공할수있다.34)

그밖에도, 아 리카에서문화 이하나의산업으로정착되기

33) Bulletin d’information, Numéro spécial, 2004, p. 34.

34) Claude Origet du Cluzeau, op. cit.,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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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노 루트” 로젝트를 통한 문화 의 개발은 단순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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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2004년에 발간된 “노 루트” 로젝트의 소식지 특집호는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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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주종 (편 ),  문화 개발론 , 왕사, 2001,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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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의개발, 언론매체와학교교육등을통해이루어진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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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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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비해문화 과 련된사업의진척은아직미미한단계에

머물러있는것이사실이다. 앞서사례로든세네갈 감비아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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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에서, “노 루트” 문화 사업은이제야제 로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역사학자만이 인들에

게 향력있는과거의사건이나인물을부각시킬수있고,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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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문화 은 이런 학문 성과 에서 비로소 좋은

상품을제공할수있다.34)

그밖에도, 아 리카에서문화 이하나의산업으로정착되기

33) Bulletin d’information, Numéro spécial, 2004, p. 34.

34) Claude Origet du Cluzeau, op. cit.,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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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아 리카

국가들의 정치 안정도 더 진척되어야 할 것이며, 산업에 필

요한기반시설구축에도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이다. 그러나오

늘날의문화 은더이상문화만을고집하지않으며오히려휴식

을 주된 목 으로 하는 의 여정 가운데문화 활동을 포함시

키는 형태가 더 확 되고 있다는 에서, 훌륭한 자연 자원을

가진 아 리카에 문화 로그램이 결합된다면 상당한 매력을

가진 목 지로자리잡을 수 있을것이다. 세네갈 감비아의문화

루트를 조사한 음베에 귀에 도 문화 과 자연 의 결합이

그들의목표임을밝히고있다.

“문화 이인간들사이의 력을끌어내는결정 요소가되어

야한다고하더라도, 우리가제안하는 루트는노 무역의역사, 

식민지침략의역사그리고일부지역이제공하는자연속휴식의가

능성을동시에고려한다.”35) 

서구인들에게아 리카는오랫동안미개의땅이었다. 그런인식

과 노 제도는 맞물리며 서로를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해왔고, 오늘

날에도여 히그런인식은강하게남아있다. 유네스코가추진하는

“노 루트” 로젝트는그런의미에서, 그동안무시되어왔던아

리카의문화에그들의온당한자리를돌려주고자하는의도를가지

고출발한다. 그들고유의문화를가진사람들로서, 오늘날서구인

들의 삶 속에 자리 잡은 다양한 문화 요소들을 물려 근원으로

서, 아 리카인들의 상을재정립하려는시도인것이다. 

35) “Si le tourisme culturel doit etre une pièce maîtresse dans la coopération 

entre les hommes, les itinéraires touristiques que nous proposons tiennent à la 

fois compte de l’histoire de la traite, de la colonisation et aussi des possibilités 

d’escapades qu’offrent certains sites.” (Mbaye Guèye, op. cit.,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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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루트” 로젝트가 추진하는 문화 로그램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서구인들과 우리는 아 리카로도 문화 을 떠

나고 싶은생각을가지게될까? 지 , 이질문에답을하기란쉬운

일이아니다. 그러나, 노 루트 로젝트가 1단계 10년의성과를검

토하고 새로운 단계로 어든 지 , 문화 로그램이 이 에

비해보다 요하게다루어지고있는것만은분명한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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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Projet “La Route de l’esclave” de l’UNESCO et le 

tourisme culturel en Afrique

SON Jeong-Houn

En général, l’Afrique ne constitue pas une destination du 

tourisme culturel mais celle de l’escapade dans l’esprit des occi 

dentaux : la nature sauvage, la mer et les peuples noirs robustes 

sont les éléments constitutifs du paysage touristique africaine. 

Dans ce sens, le projet “La Route de l’esclave” de l’UNESCO sem 

ble nous fait entrevoir la possibilité de la naissance du tourisme 

culturel en Afrique.

Le projet “La Route de l’esclave” cherche à promouvoir des 

activités sur le thème de la traite négrière et l’esclavage et veut 

faire connaître diverses aspects de ce crime contre l’humanité 

développés du 14e au 19e siècle. Le projet propose deux objectifs 

principaux : faire connaître universellement la question de la 

traite négrière et de l’esclavage, ses causes profondes et les faites 

historiques par des travaux scientifiques ; mettre en lumière ses 

conséquences et, notamment les interactions entre tous les peu 

ples concernés.

Pour atteindre ces objectifs, le projet propose quatre pro 

grammes : programme de recherche, des activités culturelles et 

artistiques, de l’éducation et de tourisme du mémoire. Ce dern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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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ne principalement le sujet de cette étude : le tourisme 

culturel.

Le caractéristique principal de ce projet réside donc dans le fait 

qu’il considère la traite négrière une forme du dialogue inter 

culturel. Même si ce dialogue a été forcé au peuple africain par les 

occidentaux, cette rencontre finit par beaucoup influencer à la 

culture d’aujourd’hui et garde ses traces surtout dans la société 

américaine. Le projet vise ainsi à instaurer les esclaves comme un 

être humain qui a voulu réagir activement au changement forcé 

de l’environnement : l’esclave noir n’est plus considéré comme un 

être assujetti, victimisé comme tel que l’on lui a longtemps attri 

bué.

Le tourisme culturel d’aujourd’hui ne se limite plus à des acti 

vités classique ou élitaire. Le concept s’élargit vers des différents 

éléments constituants une territoire : histoire, société, peuple, 

etc.. Il n’est plus question de satisfaire une simple curiosité ou 

l’exotisme. Il s’agit d’une forme d’éducation basée sur la decou 

verte individuelle d’une culture différente. Le projet “La route de 

l’esclave” veut développler son programme touristique dans ce 

contexte. Le tourisme culturel ainsi conçu contribue à garder et 

faire connaître le mémoire sur la traite négrière.

Dans le cadre du projet “La route de l’esclave”, le tourisme 

culturel pourrait avoir deux bénéfices : le premier consiste à la 

possibilité de la formation éventuelle d’une identité commune 

aux Africains. Les faits historiques communs mis en lumière par 

le projet peut devenir un élément autour duquel une identité 

africain commune pourrait se concrétise. le deuxième est que le 

tourisme culturel devient un lieu où se côtoye la conservation, 

l’éducation et le développ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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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programme du tourisme culturel du projet “La route de 

l’esclave” ne présente pas encore un résultat important. Mais, en 

s’appuyant sur les résutats scientifique de recherche de la pre 

mière phase du projet, le programe touristique pourrait désor 

mais réaliser une avancée importa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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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ne principalement le sujet de cette étude : le tourisme 

culturel.

Le caractéristique principal de ce projet réside donc dans le fait 

qu’il considère la traite négrière une forme du dialogue inter 

culturel. Même si ce dialogue a été forcé au peuple africain par les 

occidentaux, cette rencontre finit par beaucoup influencer à la 

culture d’aujourd’hui et garde ses traces surtout dans la société 

américaine. Le projet vise ainsi à instaurer les esclaves comme un 

être humain qui a voulu réagir activement au changement forcé 

de l’environnement : l’esclave noir n’est plus considéré comme un 

être assujetti, victimisé comme tel que l’on lui a longtemps attri 

bué.

Le tourisme culturel d’aujourd’hui ne se limite plus à des acti 

vités classique ou élitaire. Le concept s’élargit vers des différents 

éléments constituants une territoire : histoire, société, peuple, 

etc.. Il n’est plus question de satisfaire une simple curiosité ou 

l’exotisme. Il s’agit d’une forme d’éducation basée sur la decou 

verte individuelle d’une culture différente. Le projet “La route de 

l’esclave” veut développler son programme touristique dans ce 

contexte. Le tourisme culturel ainsi conçu contribue à garder et 

faire connaître le mémoire sur la traite négrière.

Dans le cadre du projet “La route de l’esclave”, le tourisme 

culturel pourrait avoir deux bénéfices : le premier consiste à la 

possibilité de la formation éventuelle d’une identité commune 

aux Africains. Les faits historiques communs mis en lumière par 

le projet peut devenir un élément autour duquel une identité 

africain commune pourrait se concrétise. le deuxième est que le 

tourisme culturel devient un lieu où se côtoye la conservation, 

l’éducation et le développ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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