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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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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연구

유 경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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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는 중요무형문화재 전통춤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 및 전승에 관한 부분

을 연구․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실현가능한 활성화 방안을 제

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는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 정책으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전통춤 분야에서 지정․전승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시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지정 과정 절차, 지정 종목 체계,

전승 교육 체계, 전승 운영 체계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은 ‘중요무형문화재 전통춤 분야’로 자료 수집은 문헌연구를 일차적

인 연구방법으로 하였으며, 기존에 연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분석을 통하여 연

구가 이루어졌다. 연구의 전반적인 과정은 연구 계획 수립, 연구 문제 형성,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연구 결과로 5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였다.

전통춤 분야 지정 및 전승 활성화 방안은 제도적 문제점으로 범주화하여 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였다.

지정제도에서의 내적 요인은 ‘보유자 인정 및 지정해제’, ‘보유자 및 전승자 심

사 기준안’, ‘지정 종목 기준안’ 과 ‘지정 종목 분류체계’, ‘지정 종목 명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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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발굴․선정’에 관한 내용들로 분류되어 분석하였으며, 전승제도는 ‘활성화

종목과 비활성화 종목 전승’, ‘전수교육회관 운영 및 설립’, ‘보유자 고령화’, 보유

자 복수인정 제도‘, ’전승지원금 책정 기준안‘, ’활성화 종목 전승운영금 기준안‘으

로 분류되어 분석하였다.

전통춤 분야는 지정 종목 발굴․선정 시 올바른 기준안을 통해 보유자와 종목

지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종목 명칭의 적절성 부분과 활발한 종목 선정을 통한

지정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전승제도에서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으로 구분

되어 있지만 행정관리 및 정책 관련해서는 구분되지 않은 점을 바탕으로 교육

체계와 운영 체계를 종목의 특성과 현 시대의 경제적 흐름에 따라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중요무형문화재 전통춤 분야의 지정 및 전승제도의 문제점을

통한 지정 및 전승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데 이론적인 내용을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의 전통춤 분야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내용에 기여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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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오늘날 급격하게 바뀌어가는 정보화시대에 사회는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한

다. 변화가 되지 않은 것은 과거의 전유물로 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는 잊은 채 새로운 시대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러나 모든 것의 변화가 다 필요한 부분은 아니다. 일부는 변화보단 유지하고

있음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기도 한다. 그러한 부분이 바로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이고 더 세부적으로는 문화재라고 볼 수 있다.

문화는 시대적인 변화에 영향을 받아 표현되는 생활양식이며 행동양식으로

그 시대의 민족성과 정체성을 내포하고 표상하는 영역이다. 문화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예술로서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나 오랜 세월을 거쳐

현재로 오면서 본연의 기능을 잃었거나 변형되어 원형보존의 원칙에 입각한

전승활동에 있어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문화 보존은 서구사회 중심의

생활양식의 도입과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전통의 기반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

이다.

문화 보존은 과거부터 우리 문화를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가장 정통적인

전통’1)을 지키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과거 사대주의가 자신의 문화를 저급한 것

으로 인식하고 배척하고 타문화를 추종하는 방향으로 원형의 변형을 이끌었던

역사적 현실이 현시대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내 나라의 문화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전통 문화를 원형보존의 관점에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전통문화는 오랜 역사 속에 민족의식이 내포되어 민족과 공감대를 형성하면

1) 이애주 대담자료(2008. 3). 서울대학교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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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해져 내려왔다. 근대를 지나 현대까지 오면서 전통문화 의식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두 가지의 방향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변화를 일부분만 인정하되

문화 자체로서 유지되어야한다는 전통적인 인식과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제도

에서 변화해야 한다는 서양적인2) 인식이 서로 대립되어 나타나고 있다.

문화정책적인 부분 중 문화재에 관련한 주요 업무는 문화재 보존·전승제도 개

선, 체계적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조성, 문화재 향유 다양화 등 문화유산을 창조

적으로 계승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문화재를 보호․육성․전승하기 위해 1962

년 1월 10일 법률 제961호 문화재보호법3)이 제정되었다.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자연적, 인위적으로 소멸될 위험이 있는 것을 법제적 제도하에 국가가 지정한 것

이다. 문화재법은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이루 소수 국가만이 시행하고 있는

문화정책으로 자국의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여 문화를 통해 국제 사회에 한발 앞

서나가기 위해 만든 정책이다. 그렇다보니 시대가 흐르면서 문화정책에 관한 연

구가 활발해지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한 문화정책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존의 제도에서 변화되어야 한다

는 개방적인 입장과 변화를 일부분만 인정하고 문화 그 자체로서 유지되어야 한

다는 보수적인 입장으로 분류되고 있다. 정책적이나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 변화

가 필요하다는 개방적인 측면에서 연구된 것으로는 홍건표(2011), 양진환(2009),

김용구(2005), 이경엽(2004), 서한범(2003) 등으로 이들은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제인식을 통한 여러 형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재는 형태에 따라 무형문화재와 유형문화재로 나눈다. 그 중 무형문화재는

형태가 없이 가변성을 띄고 있는 것으로 시간성과 공간성에 영향을 받으면서

사람을 통해 기능과 예술성이 전달된다. 무형문화재 중 전통춤은 현재 한국 문

화의 근간이며 현재의 삶과 문화, 언어, 행동과 연결되어 전승되고 있다. 기존

의 무형문화재의 원형보존 원칙에 입각한 전승활동을 해오던 전통춤 분야는

시간이 흐르면서 원형을 지켜내는 것이 힘들고 과거의 것을 그대로 답습한다

는 관점들로 인해 기존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목들을 어떠한 관점과 측면

2) 이애주 대담자료(2012. 4). 서울대학교 연구실. 

3)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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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것이 옳은 지에 대한 의문점들이 생겼다. 본 연구는

중요무형문화재 전통춤 분야 중 제12호 진주검무, 제21호 승전무, 제27호 승무,

제39호 처용무, 제92호 태평무, 제97호 살풀이춤 종목들을 중심으로 연구하도록

하겠다.

전통춤 분야는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행정관리 및 정책

관련해서는 구분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 중 지정 종목 발굴․선정 시 올바른

체계 없이 지정된 점으로 인해 지정 종목의 명칭의 적절성 부분과 다른 분야와

중복되는 분류체계가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준 과정에서 발생

한 문제는 지정 및 전승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 보유자 복수인정 제

도는 종목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었지만 보유자별 복수인정 부분에서 가져올

수 있는 일부 보유자에게 집중되는 현상과 그에 따른 운영금 측면에서 정책적으

로 개선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부 종목에만 전수교육회관 설립으로 인한 전승활동의 차별화 부

분 또한 비활성화되고 있는 보유자 종목을 별도로 하는 등의 방향을 정해서 개

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현재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연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통춤 분야 개인종목에 대한 지정 및 전승에 관한

분야는 부족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재보호법을 중심으로 정책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전통춤 분야에서 지정․전승제도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시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지정 과정 절차, 지정 종목 체계, 전승 교

육 체계, 전승 운영 체계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

우리나라 문화재는 과거의 역사로 묻힌 것만이 아닌 과거의 역사와 함께 생성

되어 나타난 산 역사의 증거물로 전통춤은 춤 안에서 역사의 구조를 일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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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한다.(이애주, 1996; 347) 예능보유자는 삶 속에서 춤을 익혀 몸소 터득해 우

리의 전통춤을 지금까지 지켜오면서 삶이 춤이고, 춤이 곧 삶의 이유가 되어 문

화재로서의 가치를 이어나가고 있다. 전통춤 분야는 문화재 중 중요무형문화재로

문화의 특성상 유형문화재와 같이 기록으로 남겨지는 것이 아닌 구전심수로 전

해지지만 그 안에 민족의 정서와 삶, 역사 등이 깃들여져 있어 문화로서 높은 소

장가치를 가지고 있다. 문화재는 소장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종

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문화재 관리정책과 행정운영이 실제 운영 및 정책이

과 괴리되어 있다. 문화재마다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지정제도와 종목마다 전

승과정이 다른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이어나가기 위해

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요무형문화재 전통춤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 및 전승제도

에 관한 부분을 연구․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실현가능한 지정

및 전승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요무형문화재 전통춤 분야를 중심으로 보유자 지정 및 전승제도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정 과정 절차, 지정 종목 체계, 전승 교육 체계, 전승 운영

체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본다. 지정제도에 관한 부분은 보유자 지정 및 해제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분과 종목 발굴․선정 시 올바른 체계 없이 지정되는 부분,

지정 종목의 명칭 적절성 부분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알아본다. 전승제도에 관

한 부분은 개인종목 보유자 안에서 분류되는 활성화 종목의 전승관련 문제와 태

평무, 살풀이 종목의 보유자의 고령화 문제, 일부 개인종목에만 설립되어 있는

전수교육회관, 원형보존 중점 전승, 개인종목 보유자 복수인정 제도로 인한 보유

자별 집중되는 현상을 중심으로 연구하며, 전승지원금 책정에 대한 기준안 미흡

과 활성화 종목으로 분류된 전승운영금 기준안의 부적절성에 관한 내용을 연구

한다.

둘째, 전통춤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 및 전승 활성화 방안은 앞서 문제점에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지정에 대한 내용은 보유자 지정 및 지정해제 기준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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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 인정 평가내용, 조사항목 평가 기준 개선안을 알아본다. 지정 종목 체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목 분류체계와 종목 명칭의 재정립, 종목 선정의 다양화를

위한 내용을 연구한다. 전승 교육 체계 활성화 방안으로는 활성화 종목과 비활성

화 종목의 전승 차별화와 전수교육회관 운영 및 개인종목으로 설립 확대, 보유자

고령화 지원정책, 다양한 계보의 보유자 지정 확대를 연구한다. 전승 운영 체계

는 전승운영금 기준안 개선과 한 종목으로 묶여 있는 보유자 지원금으로 인한

운영별, 보유자별 활성화 정도에 따른 지원금 차등지급을 연구한다.

3. 연구 범위

우리나라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관리 주체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

지정문화재로 구분된다. 이중 국가지정문화재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거친 것

이 중요무형문화재와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7

개 유형이다. 중요무형문화재를 종목별로 구분하면 음악․전통춤․연극․놀이와

의식․무예분야 등으로 나뉜다.

본 연구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종목 중 전통춤 분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였다.

전통춤 분야를 연구하기 전 중요무형문화재의 개념과 지정 및 전승제도의 기준,

절차, 현황으로 구분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보고 그 중 전통춤 분야에 해당하

는 내용을 연구 범위에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전통춤 분야에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제12호 진주검무, 제21호 승전무, 제27호 승무, 제39호 처용무, 제40호 학

연화대합설무, 제92호 태평무, 제97호 살풀이춤을 중심으로 지정 및 전승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알아보았다. 지정 및 전승제도는 지정

과정 절차, 지정 종목 체계, 전승 교육 체계, 전승 운영 체계 부분으로 연구 범위

를 설정하였으며, 문화재보호법에 지정 및 전승에 관련한 형행 법체계의 흐름과

시대별 변화되는 제도를 분석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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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중요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

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무형문화재 중에서 중

요한 것이다.4)

전통춤 - 본래 문화재청에 제시된 분류명은 무용라고 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

서는 전통춤으로 용어로 바꿔 사용하였다.

4)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정의, 법률 제11053호(201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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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제도

1)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기준

중점보호주의에 입각한 지정제도와 등록제도는 문화재보호 및 관리업무에 있

어서 가중 중요한 기본 업무로 지정문화재로 등록되어 정부의 관리 하에 보호를

받게 된다. 문화재는 문화재 보호법의 체계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 지

정문화재로 구분된다. 국가지정문화재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

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 지정 문화재5)는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심의를 받아 『문화

5)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

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

할 수 있다. 다만,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보유자 인정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아닌 자 중

에서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도

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

정·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문화재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에는 해

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앞에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문화재청장,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임명된 도지사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재로서 보

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있으면 현재 그 문화재가 전승되고 있는 지역을 관

할하고 있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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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정기준

중요무형

문화재

1. 다음 각 종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 이 경우 세부적인 지정

기준은 전승가치, 전승능력, 전승환경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정

하여 고시한다.

가. 연극

인형극ㆍ가면극

나. 음악

제례악(祭禮樂), 연례악(宴禮樂), 대취타(大吹打), 가곡, 가사(歌

詞) 또는 시조의 영창(詠唱), 산조(散調), 농악, 잡가(雜歌), 민

요, 무악(巫樂), 범패(梵唄)

다. 무용

의식무, 정재무(呈才舞), 탈춤, 민속무

라. 공예기술

표 1.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기준

재보호법』제2조 제2항 제2호(시·도지정문화재)6) 및 제55조 제1항(시·도 지정문

화재지정 등)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김선

영,2007; 17-18).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기준을 살펴보면 분야별로 각각의 종목에 해당하는 것을

기준으로 종류로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그 밖의 의식ㆍ놀이ㆍ무예ㆍ음식제

조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표 1>의 지정 기준을 살펴보면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고 향토적인 것을 중심으로 지정되며, 지정되는 종목으로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ㆍ놀이ㆍ무예ㆍ음식제조, 제작ㆍ수리 등이다. 종목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관련 학회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학술조사연구를 실시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문화재위원회에 부의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지정기준은 1965년 문화재위원회에서 제시한 것으로 지정 후 세부적인 종목

지정을 하기 위한 기준을 살펴보면 전승가치, 전승능력, 전승환경의 기준에 입각

6)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

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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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항목
조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

가치
역사성 전승된 기간 전승된 연수(年數)

표 2.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종목 전승가치 (개인․단체) 

도자공예, 피모(皮毛)공예, 금속공예, 골각(骨角)공예, 나전칠(螺

鈿漆)공예, 제지공예, 목공예, 건축공예, 지물(紙物)공예, 직물공

예, 염색공예, 옥석(玉石)공예, 수ㆍ매듭공예, 복식(服飾)공예,

악기공예, 초고(草藁)공예, 죽공예, 무구공예

마. 그 밖의 의식ㆍ놀이ㆍ무예ㆍ음식제조 등

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

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ㆍ수리 등의 기술

하여 조사 후 지정하고 있다. 지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 항목은 전승가치,

전승능력, 전승환경이다. 지정 종목(단체․개인)의 구체적인 기준에 해당하는 전

승가치 항목을 살펴보면 <표 2, 3, 4>와 같다.

(1) 전승가치

전승가치는 지정 받을 종목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부분으로 역사적인 배경 아

래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예술성과 학술성, 그리고 지역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성이 얼마나 내포하고 있는 문화재인지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

하고 있다. <표 2>7)에 제시된 전승가치를 정리하면 중요무형문화재는 발생연대

가 오래된 것 중 민족적인 성격과 시대성을 지닌 전통적인 기법으로 예술적 가

치가 높으며 인멸될 우려가 높은 것을 지정한다. 이것은 중요무형문화재는 보호

되어야 할 가치 있는 문화, 예술형태이면서 동시에 산업화 근대화로 인해 인멸의

위험성이 많은 것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7)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한 운영 규정, 훈령 제225(2011. 1. 1),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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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형태의 지속성 정도
현재의 무형문화재 형태

의 지속성 정도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정도
유물, 문헌, 구술등 역사

적 근거의 신뢰성 수준

예술성

고유성의 수준 고유성 수준(독특성) 정도

형식미․ 내용미의 수준
형식미와 내용미의 수준

정도

표현미의 수준 표현미의 수준 정도

기능성 정도 기능적 활용도와 가치

학술성

한국문화 연구에 대한 기여 가능

성의 수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적 가치 정도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
학술적 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 수준

지역성

지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지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

성 정도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

성 정도

조사

항목
조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 전승기량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분야별 실기능력 평가결과

표 3.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종목 전승능력 (개인․단체)

(2) 전승능력

<표 3>8)에 제시된 각 종목별 전승능력은 전승기량과 전승활동으로 나누어져

있다. 전승기량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실기 종목의 능력과 종목에 대한 용어

및 역사적인 이해정도를 파악하여 전반적인 수준을 알아보는 것이다. 전승활동은

무형문화재에 종사한 기간과 입문한 연령 및 전승 계통․계보의 명확성, 공연․

발표․전시 등에 관한 내용을 통해 활동 정도를 조사한다.

8)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한 운영 규정, 훈령 제225(2011. 1. 1),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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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인가?

해당 종목에서 사용하는 용어

(어휘)에 대한 이해도(개인)

해당 종목에서 사용하는 고

유 용어에 대한 이해는 어

느 정도인가?

전승활동

전승단체가 운영된 기간의 지속성
전승단체가 설립되어 운영

된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전승단체 내 전승 활동의 활성화

정도

전승단체 내 전수교육, 모

임 주기, 단체의 합리적 운

영 여부

대외적 전승 활동내용
대외적 공연·발표 등 활동

내용은?

무형문화재에 종사한 기간(개인) 무형문화재에 종사한 연수는?

입문 시점(개인) 입문 시점의 연령은?

독립하여 활동한 시기(개인) 독립하여 활동한 시점은?

전승 계통의 명확성(개인)
전승 계통·계보의 명확성

정도는?

전승활동 내용(개인)
공연·발표·전시 등 수상 실

적은?

(3) 전승환경

전승환경은 현재 전승되는 상황과 기반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후 현

재 종목이 전승 가능한 환경인지, 전승주체의 전승의지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종목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표 4>9) 지정 종목의 전승환경을 보면 전승 상황은

개인과 단체 모두 같은 항목으로 조사되지만 전승기반은 개인과 단체의 세부항

목이 다르게 조사된다. 개인항목은 전승자에 대한 개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으

로 전승활동과 전승자의 생계에 관한 부분과 대외적인 평판, 건강수준에 관한 부

분이 조사되고 단체는 단체의 시설 및 장비와 인적 현황의 전승기반이 조사된다.

전승의지는 단체와 개인 모두 같은 항목으로 전승주체자의 전승 의지에 관한 부

9)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한 운영 규정, 훈령 제225(2011. 1. 1), 9쪽.



- 12 -

조사

항목
조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

환경

전승상황

전승되는 교육형태
현대적 공교육체계에 편입

되어 있는 정도는?

사회적인 관심 정도 사회적 관심과 지원 정도는?

동일 종목에서의 전승 단체의

수(전국에 존재했던 단체에만

적용)

동일 종목에서의 전승단체

의 수는?

전승기반

전승단체의 시설 현황 필수적인 시설의 충족 수준은?

전승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현황
필요 장비를 구비한 비율은?

전승단체의 인적 기반
단체의 필수 인원에 대한

충족도는?

전승자의 종사 수준(개인)
전승자의 전승활동과 전승

자의 생계 관계는?(개인)

전승자에 대한 평판(개인)
전승자에 대한 평판은?

(개인)

전승자의 건강상태(개인)
전승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전승자의 건강수준?(개인)

전승의지 전승주체의 전승 의지
전승주체의 전승 의지와 향

후 전승계획은?

표 4.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종목 전승환경 (개인․단체)

분이 조사된다.

2)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절차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절차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하여 진행된

다. 중요무형문화재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관계전문가, 개인 및 단

체 명의로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재에 대한 지정기준에 입각한 사항들을 포함한

내용을 시·군의 문화재 담당부서에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시·군에서 접수

하고 해당 문화재 정보를 도의 문화재 부서에 올려 문화재에 대한 1차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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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종목지정 및 보유자 추천

시․도지사 추천

표 5.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절차

기․예능 조사계획 수립 및 실시

해당분과 문화재위원, 전문위원 3인 이상

조사보고서 제작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실시하게 된다. 국가지정문화재10)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청으로 보

내져 2차로 문화재위원회의 해당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3

인 이상을 현지로 파견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검토 하여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

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 후 공고 수렴하여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지

정 여부를 결정 한다. 다음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절차를 한국 중요무형문화재 기

능보존협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표 5>11)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

10)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4조제1항

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및 법 제26조에 따른 중

요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면 법 제8조에 따른 문화

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

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

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지정 여부

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

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11) 한국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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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 검토

지정 및 인정가치 여부 검토

종목지정 및 보유자 인정 예고

문화재위원회 지정 및 인정심의 전 심의할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

공고․의견수렴

문화재위원회 심의

지정 및 인정가치 여부 심의

지정고시

관보고시, 보유자 인정서 교부

↓

↓

↓

3) 중요무형문화재 지정현황

<표 6>12)에 제시된 유형분류를 보면 문화재는 문화유산으로서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것을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로 구분하여 국가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문화재는 구분된 것을 토대로 크게 국

가지정문화재와 시․도 지정 문화재로 구분된다. 제 24조에 의하면 국가지정문화

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國寶)·보물(寶物)·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사적(史蹟

)·명승(名勝)·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및 중요민속문화재(重要民俗文化財)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국보(國寶) 315건, 보물(寶物) 1,731건, 사적(史蹟) 482건, 명승(名勝) 87건,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423건,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115건, 중요민속

문화재(重要民俗文化財) 267건으로 총 7개 유형으로 나뉘어져 총 3,420건이 등록

12)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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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화재
문화재

자료

종류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국가지정

문화재
국보·보물

중요무형

문화재

사적·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

문화재

시·도지정

문화재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

자료

 표 6.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유형분류  

되었다.13)

우리나라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은 1964년 12월 7일 종묘제례악이 중요무형문

화재 제1호로 지정된 이래 양주별산대놀이(제2호), 꼭두각시놀음(제3호)을 지정하

면서 현재까지 115종목이 전승되고 있다. 시․도 지정 문화재는 특별시장·광역시

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

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

화재로서 시·도유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 시·도기념물, 시·도민속문화재, 문화

재자료로 총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14) 시·도지정문화재는 시·도유형문화재 2,772

건, 시·도무형문화재 454건, 시·도기념물 1,599건, 시·도민속문화재345건, 문화재자

료 2,468건으로 총 7,638건이 등록되었다.15)

중요무형문화재로서 무형문화재는 크게 기능계열과 예능계열로 나누어져 있다.

<표 7>16)의 기․예능별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음악분야 17종목(24세부종목), 전

통춤 분야(무용) 7종목, 연극분야 14종목, 놀이와 의식분야 25종목(28세부종목),

무예분야 1종목, 공예기술분야 49종목, 음식분야 2종목(4세부종목) 등 7개 분야에

총 115종목(127세부종목)17)이 지정되어 있다.

13) 문화재청 주요업무 통계자료(2012. 6. 30), 10쪽.

14)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15) 앞 문화재청 주요업무 통계자료집 자료와 동일.

16) 앞 문화재청 주요업무 통계자료집 자료와 동일, 36쪽.

17) 음악분야 제11호 농악·제83호 향제줄풍류·제84호 농요, 놀이와 의식분야 제82호 풍어제는 각 종  

 목별로 세부종목이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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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지정현황

예능 종목 기능 종목

계
음 악 무 용 연 극

놀 이

의 식

무

예

공예

기술
음 식

지

정

종

목

지정번호 17 7 14 25 1 49 2 115

세부종목 24 7 14 28 1 49 4 127

보유단체 14 4 13 27 - - 1 59

표 7. 기·예능별 지정현황 (단위 : 종목, 명) 

2.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제도

1) 중요무형문화재 전승기준

무형문화재는 고정된 형태가 있는 유형문화재와는 달리 형태를 띠고 있지 않

는 것이기에 사람이 갖고 있는 기·예능이 문화재로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전승

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를 후세에 전

승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 보유자 인정 제도는

기본적으로 문화재의 원형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성립한 것으로 보유자는 지

정된 당시의 상태 그대로 보존·전승시키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전승기준이란 국가에서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해

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가 그 보유 기능과 예능의 전수 교육을 실

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유자(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체단체로 하여금 필요한 경비지원 및 관련 국·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8)

18)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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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절차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때 중요

무형문화재가 지정되면 이에 해당하는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고 인정한 보

유자 외에 해당 보유자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제

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

를 인정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무형문화

재의 보유자 본인이 명예보유자가 되기를 원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러한 보유자 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2조19)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에 대한 분류는 시대에 따

라 변하고 있다. 무형문화재를 계속 전승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보유자만 지정해

서는 안정적인 상태로 보존이 힘들다 여겨 1964년 ‘보유자(保有者)’, ‘보유자후보

(保有者候補)’ 또는 ‘준보유자(準保有者)’, ‘전수조교(傳授助敎)’, ‘전수교육보유자

(傳授敎育補助者)’, ‘이수자(履修者)’ 이렇게 5단계로 구분되었다. 이후 시대가 변

19) 제12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중

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및 명예보유자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ㆍ보존하고 그대

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2.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단체: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그

   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단체. 다만,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에서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傳授)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사람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

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본

인이 명예보유자가 되기를 원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중요무형문화 

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유자 등의 세부적인 인정기준은 전승가치, 전승능력, 전승환경 및 전수   

활동 기여도를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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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1990 1991∼2004 2005∼현재

보유자 보유자 보유자

보유자후보

전수교육조교
전수교육조교준보유자

전수조교

전수교육보유자 이수자

이수자 이수자 명예보유자

표 8. 전승구조 변화 

하면서 1991년에는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보유자후보’와 ‘전수조교’, ‘전수교육조

교’를 통합하여 ‘전수교육조교(傳授敎育助敎)’로 명칭을 바꿔 축소시켰다(서한범,

2003; 61). 다시 2005년에는 명예보유자(名譽保有者)20) 체제를 도입하여 현재는

‘명예보유자’,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이렇게 4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① 보유자(보유단체)

문화재보호법 제 24조 규정에 의거해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 포함)를 인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인정

한 보유자 외에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중요무

형문화재의 보유자는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 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개인을 칭하며 보유자로 인정되면 문화재보호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해당 중요무형문화재를 공개하여 보존하는데 힘써야 한다.

보유단체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단체로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 지정된다. 이에 해당하는 종

목으로는 농악, 탈춤 등 개인 한 명이 아닌 여러 사람이 함께 실연되는 종목 중

에서 지정된다.

20) 명예보유자는 보유자 중 연로하거나 건강상 등의 사유로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교육(傳授敎育)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名譽保有者)로 인정할  

 수 있다.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때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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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는 지속적인 전승활동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이에 대한 전승이 불가

피하거나 명예를 실추할 경우 보유자로서 인정이 해제될 수 있다.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간에서 1년 이상 연구, 연수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수교육을

통해 해당 분야의 무형문화재 계승을 위하여 이수자를 양성하여야 한다. 이수자

를 양성하지 않거나 보유자로서 전통문화의 공연, 전시, 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

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유자 인정이 해제된다. 그

리고 국외로 이민을 가게 되면 보유자로서 인정 또한 해제 된다.21) 보유자는 국

가에서 한 사람의 인격체로만 보는 것이 아닌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지켜나가야

할 무형문화재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기에 지켜야 할 절차가 복잡

하다.

② 명예보유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지정된 사람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예능 전승활동

에 있어서 예능의 전수(傳授) 교육을 정상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불가하다고 판단

되는 사람 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한다. 명예보유자

제도는 2001년에 도입되었으며,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보유자를 자동으로 해제

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③ 전수교육조교

전수교육조교라는 명칭이 생기기 전 1964년부터 보유자후보, 준보유자, 전수

21) 제31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

을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 중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

자 인정이 해제되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 개인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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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전수교육보유자 등의 여러 명칭으로 혼용되었다. 1991년 위의 모든 명칭을

통합하는 전수교육조교로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을 통해 통일되었다. 전수교육

조교는 보유자가 전승하고 있는 전통춤을 보존하는데 있어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수교육이라는 권한을 준 것이므로 충분한 교육을 받

은 사람이 선정이 되어야 한다.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3년 이상 받

은 사람의 기능이나 예능을 심사하여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전수교육조교는 이수증을 발급받고 5년 이상 전

승활동을 한 사람 중에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한다.22)

문화재로 지정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전수교육조교 자를 추천하려고 할

때에는 문화재청장이 선정하려는 전수교육조교 수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해야 한

다. 그 후 전수교육조교를 선정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분

야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을 포함한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을 위촉하여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의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하도록 한다.23)

④ 이수자

1994년 10월 7일 대통령령 제14399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을 기정하여 국가가

기, 예능을 심사하여 이수증을 교부하던 제도를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 보유

자 또는 보유단체에 이관하여 전수교육을 보유자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시행하

고 보유자가 직접 전수교육을 받은 자를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홍건표, 2011; 22). 이수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 제1

22) 제26조(전수 교육 조교) ①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 교육

을 보조하기 위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고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 교육을 보조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조교를 선정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

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을 위촉하여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

람의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2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3조 3항, 4항,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9호(201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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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단체로부터 전수교육

을 3년 이상 받고 기능 또는 예능이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면 해당 종

목의 보유자 또는 단체로부터 이수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수증 교부는 1994년

실시된 전수교육의 자율화 조치에 의해 보유자 또는 보유자 단체가 고유권한으

로 주게 된다.

⑤ 전수교육관(전수회관)

1974년 서울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건립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수

교육관을 건립하여 전수교육관 보유자 등 전수자가 전수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보유자에게는 원형보존의 형태로 기·예능을 전수하기 위해 사용되고, 전승자들에

게는 전승의 공간을, 그 외 일반인들에게도 문화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건립하였

다. 전수교육관을 건립하기 이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한 후에 이루어지

고 있다. 첫째, 해당 중요무형문화재가 전승되는 지역에 건립한다. 둘째, 개인종

목보단 단체종목에 한하여 건립한다. 셋째, 여러 종목이 전승되는 지역에 우선적

으로 건립한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이러한 건립 및 보존을 좀 더 체계화하기 위해 1980년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협회로 설립되어 1992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으로 명의

개칭하였다. 2002년에 문화재보호·보존·보급 및 전통생활문화의 창조적 개발을

목적으로(민법 제32조) 문화재보호법 제77조 2항에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

련함으로서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전통문화 보

존·전승, 문화재 애호·보급사업 등으로 한국의집 운영(1981년부터), 중요무형문화

재전수회관 운영(1982년부터), 서울놀이마당 운영(1995년∼1999년 서울시반납),

전통공예관(한국전통공예관) 운영(1988년부터), 한옥마을관리 운영(1998년부터),

전통문화홍보교육관 운영(2000년 추진), 한국문화의집 운영(2003년부터), 문화재

조사연구단 운영, 중요무형문화재공개행사개최, 전승공예대전개최, 직장인과 일반

인을 위한 전통문화학교 운영 및 전통문화 관련강좌를 개설․운영하는 등 다양

한 문화 사업을 통해 무형문화재 보급·선양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이정호, 2003;



- 22 -

구분 단체명 지정번호 보유자

기능

갓일공방 제4호 정춘모

매듭공방 제22호 김희진, 정봉섭

조각공방 제35호 김철주

악기공방 제42호 윤종국(조교)

궁시공방 제47호 유영기

입사공방 제78호 홍정실

자수공방 제80호 한상수

침선공방 제89호 구혜자

소반공방 제99호 이종덕(조교)

각자장 제106호 오옥진

화각장 제109호 이재만

예능

남사당놀이 보존회 제3호 박용태

판소리연구 보존회 제5호 성우향

표 9.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예능 종목 입주단체현황  

33).

그 중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은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및 단체의

전승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다양한 전통공연과 전시, 체험 등 우리나라 춤

에 관심이 있는 내국, 외국인 모두를 위해 공연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우리의 아

름다운 전통문화를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표

9>의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의 입주현황을 살펴보면 11개의 기능종목 공방과

8개의 예능종목 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기능종목은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공예품의 제작과정과 완성된 작품을 일반에 공개하고, 공예기능의 전수교육도 실

시하고 있다.24) 예능 종목은 보유자를 중심으로 후세에 이어주기 위하여 전수교

육과 일반인 강습을 연중 실시하고, 정기발표공연 및 국내·외 초청공연에도 참가

하고 있다.

24) 한국문화재보호재단, www.chf.or.kr.



- 23 -

종목

전승자

예능 종목 기능 종목

계
음 악 무 용 연 극

놀이

의식
무 예

공예

기술

음

식

보 유 자 40 11(1) 26 34 1 64 4 180(1)

전수조교 90 21(1) 65 70 2 49 1 298(1)

이 수 자 2,077 732 475 617 52 496 22 4,471

전수장학생 14 - 3 2 - 56 - 75

계 2,221 764(2) 569 723 55 665 27 5,024(2)

표 10. 분야별 전승현황(단위: 종목, 명)  

북청사자 놀음 보존회 제15호 이근화선

봉산탈춤 보존회 제17호 김애선

선소리산타령 보존회 제19호 황용주

강령탈춤 보존회 제34호 김정순

학연화대합설무보존회 제40호 이흥구

서울새남굿보존회 제104호 이상순

3) 중요무형문화재 전승현황

중요무형문화재 전승현황은 기․예능이 따로 나뉘어서 집계된 것을 토대로 자

료화 되고 있다. <표 10>25)에 나타난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가지정문화재는 115

개 종목으로 총 5,024명이다. 이중 보유자는 180(1)명, 전수조교(전수교육조교)는

298(1)명, 이수자는 4,471명, 전수장학생은 75명, 명예보유자는 26명이다. 전승체

계에서 전승자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이수자는 보유자만큼 종목을

알리는데 있어 큰 몫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수자 수가 많은 만큼 전승이 활성화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5) 문화재청 주요업무 통계자료(2011.12.31),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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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보유자 2 1 5 8 - 9 1 26

※ 세부종목 : 농악(6), 풍어제(4), 향제줄풍류(2), 농요(2), 향토술담그기(3) 포함

※ ( ) : 2종목이상 중복인정(선정) 보유자(전수교육조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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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방 법

본 연구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에 관한 내용을 통해, 전통춤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점과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한 개선방안

을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중요무형문화재에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원형과 전승에 관한 문제, 정책 및 운

영 발전 방안, 지정제도 문제 등을 중점으로 연구가 되어 중요무형문화재 전반적

인 흐름에 관한 문제점 인식이 되어 연구되어 왔었다. 그러나 전통춤 분야로 한

정되어 지정 및 전승 활성화 방안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토대로 연구된 부분

은 없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기 위해 기존에 연구되어 온 선행연구

와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청의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문헌 연구 위주인 질적 접

근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미 문화재와 관련된 연구로는 질적 접근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현황 조사 및 의견 수렴을 토대로 연구하기 위해 설문

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본 연구는 철저한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연구하

였다.

1. 연구 계획

본 연구에서는 지정 및 전승 제도와 관련하여 정책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

되었던 기존의 선행 연구를 토대로 전통춤 분야에서 행정적인 부분과 인식적인

부분의 오류로 인한 문제점을 통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것을 구

체화하기 위해 중요무형문화재 전통춤 분야를 중심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사례와

전통춤 분야 외 다른 분야에서 비슷한 문제점으로 드러난 내용을 바탕으로 지정

과정, 종목 체계, 전승 교육, 전승 운영으로 세분화하였다.

중요무형문화재 전통춤 분야 지정제도는 문화재보호법과 관련된 내용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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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안이 불분명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문제점으로 제시하여 전

통춤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다

른 분야에서 연구되어 온 내용을 바탕으로 전통춤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

는 문제점을 연결시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타당성을 높였다. 전승제도는 중요

무형문화재 예능계열 분류체계와 관련된 선행 연구조사에서 제시한 실질적인 대

안책 중 미흡한 부분과 일괄적으로 제시된 전승제도를 현실가능성 측면에서 분

석․종합하여 실질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2. 연구 절차

본 본문은 <그림 1>에 제시된 연구 절차에 따라 연구하였다. 연구의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연구 계획 수립, 연구 문제 형성,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연구 결과로 5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였다.

먼저, 연구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정책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던 기존의 선행 연구를 살펴본 후, 중요무형문화재 전통춤 분야 지정 및

전승제도의 문제점을 통한 전승 활성화 방안을 연구 문제로 형성하였다.

다음으로 자료 수집은 문헌자료를 통해 이루어졌다. 문헌자료는 문화재보호법

과 관련된 법령, 훈령 등으로 이외 부족한 부분은 문헌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은 수집된 자료 토대로 최근 계정된 법령 내용들과 과거 연구되었던

법령 내용들을 비교․분석하여 변화의 흐름에 따라 연구 문제를 재설정하였다.

또한 연구 중 계정된 문화재보호법 법령이 나오면 가장 최근에 계정된 내용으로

수정하여 연구하였다. 일부 현황은 문화재청에서 현황 자료에 올라와 있지 않아

개인적으로 따라 의뢰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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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절차 

3. 자료 수집

본 논문에서 연구 대상은 ‘중요무형문화재 전통춤 분야’로 참여관찰 영역은 전

통춤 분야 지정제도와 전승제도로 구분한 후, 지정 체계와 종목 체계, 전승 체계,

운영 체계로 세분화 하여 연구하였다. 중요무형문화재 전통춤의 지정 및 전승체

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내용 중 발

생되고 있는 문제점과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화되어야 할 점에 따른 개선방

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무형문화재의 원형보존원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 전승제도에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보

유자와 후학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전수조교 및 이수자들의 현황을 토대로 살

펴보았다.

자료 수집은 문헌연구를 일차적인 연구방법으로 하였으며, 기존에 연구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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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한 분석을 통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지정 및 전승 관련한 문제점

을 조사하기 위해 전수교육체계에 대한 검토, 무형문화재정책, 예능분야의 지정

과 전승문제, 운영관련 등과 관련된 여러 논문들을 선행연구 자료로 선택하여 검

토하였다. 전승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문헌자료와 설문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선행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문화재청에서 제시한 정책 및 현황을 중점으로 지정

및 전승의 전반적인 흐름과 문화재보호법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3단비교를

통한 자료를 토대로 하였다. 문화재청에서 제시한 자료로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

11228호 2012년 1월 26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62호 2012년 6월

19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9호 2012년 6월 21일 계정된

것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지정 및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등에 관한 내용은 문화

재청훈령을 기본으로 자료 분석을 하였으며 전승 교육과 운영에 관한 부분은 매

년 문화재청에서 제시되고 있는 주요업무 통계자료를 통한 흐름을 분석하였다.

전통춤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은 주로 참고 도서, 관련 연구 자료와 학위 논문을

통한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하였으며 이외 기존의 연구에서 설문지연구 자료

를 토대로 지정 및 전승 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연

구 내용에 관한 부분은 중요무형문화재 정책적인 변화에 따른 현시대에서 필요

한 변화와 문화재로서 지켜져야 할 의미 등 문화 전반적인 흐름과 그 안에 내포

되어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방향을 중점으로 조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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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중요무형문화재 전통춤 분야 지정 및 전승제도 문제점

1) 지정 과정 절차 문제

(1) 보유자 인정 및 지정해제 기준안 문제

무형문화재는 유형문화재와는 달리 형태가 없어 객관적인 기준점 안에서 주관

적인 평가를 내려야 할 때, 불분명한 기준안으로 보유자 인정 및 해제하는 과정

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 일부 종목은 보유자 인정에 관련한

심사의 기준안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심사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지정된 보유자에 대한 낮은 신뢰성과 보유자

로서 인정하지 못해 법적 소송을 하는 분야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우려하여 보

유자 인정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기준안을 정립하고, 사전에 인정예

고제를 실시하여 보유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현재까지

보유자 지정 시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 보유자 인정 과정은 전승의 전 과정을 실연하는 것보다는 연령, 연공서열

위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심사가 형식적이고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보유자 인정기준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문

화재청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인정)에 관한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

다. 아래의 기사와 같이 신설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정기준안의 수정 사항에 관련

된 부분이 서류상 나타나는 자격조건과 보유자의 기능적인 면을 무형문화재로

실연하는 과정을 통해서 동시에 지정과정 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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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운영 규정의 핵심은 그동안 조사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있었던 중요무형문화재 조사방식을 점수로 객관화하고, 실기 능력도 

구체적으로 검증받도록 했다는 점이다. 조사 항목은 크게 전승 가치, 전승 능력, 

전승 환경이지만 분야별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조사 항목을 달리 만들었다. 농

악이나 연희 같은 단체 종목은 23개 조사 항목과 실기 능력을, 판소리나 승무 

같은 개인 종목은 29개 항목과 실기 능력을 검증한다.

  예를 들어 개인 종목의 경우는 한국 문화 연구에 대한 기여 가능성 수준, 한

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대상자의 해당 종목 실기 능력, 무형문화재에 종사한 

기간과 입문 시점, 해당 종목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이해도, 시설 현황, 건

강 상태, 평판까지 꼼꼼히 세부 지표로 나눠 평가하도록 했다. 조사자는 세부 항

목별로 대상자의 수준을 5단계(매우 미흡·미흡·보통·우수·탁월)로 나눠 평가하고, 

문화재청에서는 이를 점수(100점 만점)로 환산한다.26)

보유자 지정해제에 관련된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보유자와 종목 전승 여부를

직결되어 생각하는 것에 의해 보유자가 사망 시 종목 전승 여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 종목은 사라질 위기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다른 종목들 중 전승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 보유자 지정 없이 진행되어, 결과적으로 해당 종목에

보유자로 지정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보유자 인정 기준안 ‘원형’의 의미 문제

문화재보호법 제12조에 규정된 보유자 인정기준27)을 보면 “보유자는 중요무형

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

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규정한 내용 중 ‘원형’이라는 단어는 정확한 기준점이

제시되지 않은 의미의 모호함으로 인해 보유자 인정 기준점을 정확하게 찾기 힘

들다. ‘원형’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본래 형상, 기본이 되는 형태” 또는

“지정 당시의 형태”로 당시 가지고 있던 본 모습에 의미를 두고 있다.

26) 조선일보(2011. 1. 21).

2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2조 1항(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 앞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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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명(2006)은 “무형문화재의 원형 보존과 창조적 계승”이라는 문제는 ‘무형문

화재의 원형이 존재한다,’ 또는 ‘지정 당시의 형태가 원형이다’라는 전제하에 설

정된 것으로 보았다. 이런 전제가 있어야만 ‘보존해야 할 대상으로서 원형’과 ‘창

조적으로 계승해야 할 대상으로서 원형’이 성립 가능하며, 원형의 의미를 재해석

하여 정리하였다.

이러한 원형보존원칙에 입각한 기준안으로 중요무형문화재를 설명하는 것이

문화적 상승의 효과를 차단시킨다는 원형보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의견이 팽배하고 있다(한승희, 2009; 한양명, 2006).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

이 아닌 원형 보존을 바탕으로 한 변화를 통해 원형이라는 의미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한범(2003)은 스승의 기․예능의 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

석하여 박제화(剝製化)라는 표현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표현방법의 오류라고 말

하면서 오랜 시간 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난 변화를 예술의 생명인 개성이라는 사

실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전통춤 분야는 형태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원형’이라는 의미를 보유자가 추

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가깝게 전승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

나 그 원형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당시 보유자의 실기를 원형으로 추정하여 국

가가 공인하는 것일 뿐 조사 당시로부터 그 이전의 변형들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확인할 방법도 없다(이장열, 2005; 226). 그렇다보니 원형 자체가 보유자

자신이 되고 전승을 위해서는 보유자와 똑같이 체득하는 것을 원형이라는 의미

로 받아들여지고 해석하여 보유자와 똑같은 형식과 방식으로 추어지지 않는 것

은 변형이라고 보고 있다. 원형과 변형이라는 시각적인 차이로 인해 전통춤 분야

에서 보유자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변형이고 지정된 후의 사람만이 원형이 되어

버리는 모순점이 생겼다.

판소리 분야에서도 연구자가 우려했던 부분과 같은 맥락에서 원형이라는 것에

대한 한계와 관련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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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통과 유파를 중시하는 관점이 강화되어 가면서, 소리의 양식화, 정형화가 심

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소리꾼의 창의적 변용 역량을 하기보다 배운 대

로만 소리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판소리’에서 요즘은 여러 스승으로부터 

배운 소리 가운데 좋은 대목만을 따서 한 바탕 소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통 

있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상대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여

러 스승의 소리를 배워 자기화 된 개성적인 소리세계를 구축한 것으로도 볼 수

도 있다. 법통 있는 소리를 중시하는 무형문화재제도가 시행되면서 원형을 바라

보는 시각이 앞의 경향처럼 보편화되고 있다.28)

지정 이전의 변형은 발전하기 위한 단계로 인정할 수 있지만 지정된 이후의

변형은 원형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과도한 원형중심은 개인의

예술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만든다. 시대가 변한만큼 문화재보호법상 제시되

어 있는 ‘원형’이라는 단어 의미에 치중해서 보유자로 인정여부를 결정짓는 것이

아닌 과연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

이다.

② 보유자 지정해제 관련 문제

문화재보호법 제31조 3항에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 중

개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이 해제되며, 중요무형

문화재의 보유자 중 개인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

자 중 개인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국가의 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을 보유자

가 없다는 이유로 해제한다는 것은 종목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한다는 측면

보단 보유자를 문화재로 지정한 종목보다 우선순위에 놓고 지정해제 여부를 결

정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문화재청에서 해당 종목을 문화재로 지정한 후 그에

28) 김기형(2004). 무형문화재 제도와 판소리, 2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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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유자를 인정하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보유자 사망 이전에 예비 보유자

를 선정하지 않은 상태로 둔 문화재청의 관리가 소홀한 부분을 문제로 들 수 있

다. 보유자가 사망이전 예비 보유자를 미리 지정해 놓지 않고 보유자 한명에게만

막중한 책임감을 떠넘기면서 보유자가 사망한다고 하여 다른 전수자들을 통해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정 해제를 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정해제 기준이 나왔다는 것은 보유자가 종목을

대표하는 문화재임을 인식하지 못해서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적절

한 기준안으로 인해 한 전통춤 분야에서 중요한 종목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제

도적으로 합당한 기준안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보유자 및 전승자 심사 기준안 불분명 문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형문화재 보유자 심사제도에 대한 공정성 논란은 일부

전공자들 사이에서 뿐만이 아닌 언론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되었다.29) 그리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 인정·전수교육조교 선정과 관련

한 절차와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이 마련되었

다. 지정 기준에 따른 조사항목 별 배점을 보면, 보유자는 조사항목 중 전승능력

이 70%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전승기량과 전승활동이 같은 비율로 조사

되고 있다. 그러나 전승활동에 해당하는 전수교육조교 경력과 공개행사 참여율,

입상실적을 하나로 묶여서 평가하기에는 서로 성격이 달라 적합하지 않다고 본

다. <표 11>30)에서 조사지표 중 전수교육조교 경력은 전승활동에서 가장 큰 배

점을 차지하는 항목이지만 특정 일부 사람에게만 그 주어지는 자격으로 보이므

로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공개행사 참여율이라는 명

칭에서의 오류는 공개행사라고 하는 정확한 기준과 규모, 참여정도 등에 대한 기

29) 지난 2006년 당시 한 국회의원의 여동생이 가야금 산조 분야 인간문화재로 지정되었으나 그 사

람의 예술적 기량에 대한 불신과 권력 실세의 영향력에 의한 지정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조선일보(2011. 6. 3).  

30)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한 운영 규정, 훈령 제228호(2011. 4. 1), 1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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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항목

조사

항목

비중

조사지표

조사지표

비중 세부지표

세부지

표별

가중치

무용 음악

전승

능력
70%

전승기량 50%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80%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 20%

전승활동 50%

전수교육조교 경력 40%

공개행사 참여율 40%

관련 분야 입상 실적 20%

전승

환경
20%

전승기반 80%

전승자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수

준
20%

전승자의 시설 현황 20%

전승자의 건강상태 20%

전승자에 대한 평판 10%

전승자의 인적 기반 30%

전승의지 20% 전승자의 전승의지 100%

전수

활동

기여도

10%

보유자활동에

대한 전승기

여도

100% 보유자 활동에 대한 기여도 100%

표 11.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세부지표별 배점 (개인)  

준점이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보이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경력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입상실적을 전승활동 목록에 포함시

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진다.

전승환경에서 전승기반 항목은 단체와 개인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단체 항

목에서는 전승자의 건강상태를 조사지표 비중의 40%, 세부지표별 가중치를

100%로 보고 있다. 이 부분은 개인과 단체를 비교할 때,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

나 내용부분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를 보이고 있다. 개인부분에서의 전승기반은

장비, 시설, 평판, 인적 기반까지 환경적인 부분에서 사회적, 개인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한 내용을 평가하지만 단체부분에서는 개인의 건강상태만을 놓고 전승기

반 항목에 포함시켜 놓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 35 -

(3) 종목 지정 기준안 불분명 문제

중요무형문화재 중 전통춤 분야는 외적·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화의 가능성이

많은 분야이지만, 지정하는 과정이나 기준을 정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을 갖고 있

다. 비슷한 시대에 생겨난 전통춤 중 형식과 기법부분에 있어 학술적·예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춤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 기준이 나와 있지 않다. 지정 기준이

확립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지정받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합당한 종목인데도 불

구하고 지정받지 못하게 된다. 지정기준 중 전승가치<표 2>를 보면 역사성․예

술성․학술성․지역성으로 조사되어 발생연대가 오래된 것 중 민족적인 성격과

시대성을 지닌 전통적인 기법으로 예술적 가치가 높으며 인멸될 우려가 높은 것

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조사지표 중 예술성 부분에 해당하는 고유성의

수준에 측정 산식에 제시된 고유성 수준을 독특성이라는 측면에서 채점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독특성이라는 단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점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전승능력 <표 3>중 전승기량에 세부지표로 제시된 ‘해당 종목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이해도’ 부분은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

다. 만약 이 두 부분을 따로 분류하여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종목의 이론적인 부

분에 관한 이해도라고 명시해 줘야 하며, 그 외 다른 이해도 부분은 종목의 실기

분야와 관련된 용어로 구분하여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일관성 없는 세부사항 나

열은 평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위와 같은 종목 지정 안에 충족하기 위해 변형되는 종목도 있어 지정기준안의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승수(2005)는 지역사회 내에서 명맥을 유지해 오던 무형의 문화인 택견이 정

부의 무형문화재 제도 속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전승자 지정을 위한 조사자와

심사자, 그리고 정부 당국 등에 의해 제도화되면서 자율적, 자생적인 전승이 아

닌 문화정책상의 국가 차원의 개입이 전제되면서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한 모순이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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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범(2012)은 택견이 무술에서 스포츠로 제도화 과정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택견이 기술적 측면에서 기술체계, 겨루기, 복장 등에 있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

될 당시와 비교하여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종목의 변형에 대한 우려는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통춤 분

야 또한 지정안의 모호함으로 인해 지정 받지 못한 종목 중 故한영숙의 ‘살풀이’

를 보면 활발한 전승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 故한영숙에게 사사받아 현재 제27호 ‘승무’ 보유자인 이애주와 정재만이 기

능적인 부분이나 예술적인 부분에서 충분한 전승이 가능하지만 지정받는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현재 그 뜻을 펼치는데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애주와

정재만은 ‘승무’를 지정받으면서 전승능력과 전승환경 부분에 있어 검증을 받은

상태로 지정 종목의 가치만 인정받는다면 전승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

고 보여 현재까지 앞서 언급한 종목 지정을 위해 문화재청과 교류하였지만 아직

지정받지 못하였다. 종목 지정 기준안의 더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

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지정 종목 체계 문제

(1) 지정 종목 분류체계 문제

전통춤분야 분류체계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별표 1)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기

준(제11조 제1항 관련)을 보면 ‘정재무’, ‘탈춤’, ‘의식무’, ‘민속무’가 분류되어 있

다. 무형문화재로 현재 지정된 춤 종류를 기준에 의해 분류해 보면 ‘정재무’에는

학연화대합설무, 처용무, ‘탈춤’에는 지정된 종목이 없으며, ‘의식무’에는 진주검무

와 승전무, ‘민속무’에는 살풀이, 승무, 태평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처럼 7종

목이 4가지의 분류체계로 나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통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기는 현재 분류체계 종목별 문제로 인해 일부 종목은 현재의 제도에

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지정 기준에 입각한 종목 선정이 아닌 문화재 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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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관적인 판단과 이념적인 판단으로 인한 종목 체계는 지정되는 과정과 지정

후에도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정재무’와 ‘탈춤’,

‘의식무’ 체계에서 살펴보았다.

① 정재무

우리나라 ‘정재무’는 궁중음악과 궁중무용 전체를 묶지 않고 무형문화재로 별

도로 지정하며, 궁중무용 중 전통춤 분야에서 학연화대합설무와 처용무만 지정된

상태이다.

‘정재무’ 중 학연화대합설무는 학무와 연화대무를 합한 명칭으로 종목 지정이

되었으나, 고려시대 때에는 학연화대처용무합설로 학무와 연화대무, 처용무가 합

쳐져서 추어졌지만 처용무만 따로 문화재로 지정된 후 학무와 연화대무가 합쳐

진 학연화대합설무로 지정되었다. 학연화대합설무와 처용무가 같이 공연되는 경

우 종목별 지정된 번호가 같지 않아 춤을 이해하거나 설명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통춤 분야만이 아닌 음악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

다.

음악 분야에서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과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가 학

연화대합설무와 같이 각각의 종목을 하나의 번호로 묶어 지정한 사례와 같다. 이

와 같은 지정과정에서 생긴 동일한 오류는 해당 분야의 종목별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강정원(2002)과 이보형(1996)의 연구에서도 제

기되었다. 이보형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현재 궁

중연례악과 궁중정재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현재 국립국악원

에서 잘 보존하고 있으니 따로 보존 조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

다. 그리고 국악원에 전승되는 궁중연례악에 제39호 처용무 및 제40호 학연화대

합설무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 고 분석하였다.

종목 기준안이 있더라도 납득이 안가는 종목 지정과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는 것

은 일관성이 없는 지정과 불분명한 기준안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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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탈춤

‘탈춤’은 전통춤 분야 분류 체계로 나뉘어져 있지만 <표 12>에서 제시된 것을

보면 전통춤 분야에서 아직까지 지정된 바가 없으며, 이미 연극분야 지정대상으

로 분류되어 봉산탈춤과 은율탈춤을 지정하여 전승활동을 하고 있다.

두 분야에서 같은 성격으로 중복 지정된 탈춤이 전통춤 분야에서 지정되어 있

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인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전통춤 분야 분류체계에

서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의식무

전통춤 분야 종목 중 ‘의식무’ 로는 승전무와 진주검무로 나눌 수 있다. 승전무

는 본래 무고와 검무가 함께 합설된 춤으로 1968년, ‘무고(舞鼓)’만이 승전무라는

명칭으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가 이후 1987년에 검무를 추가하면서 완

전한 승전무의 형태로 보존되었다. 무고는 궁중에서 행해졌던 춤 중 하나로 무고

와 검무가 합쳐진 춤으로 의식무로만 볼 수 없으며 정재무의 성격도 지녀 춤의

분류가 애매한 실정이다. ‘의식무’ 부분에 해당하는 무형문화재로 해당될 수 있는

춤을 예로 들면 불교적인 특성이 포함된 춤 중 오랜 세월 역사성을 띄며 학술적,

예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나비춤, 법고춤, 바라춤 등을 들 수 있다.

이 춤들은 불교가 기반인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사건과 시점을 보면 그 시대에

발전한 춤들로 충분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 중 하

나라고 보이지만 아직까지 중요무형문화재로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불교단체

를 중심으로 계승되고 있다. 이에 비해 시·도 지정무형문화재에서는 ‘의식무’ 부

문에 해당하는 전통춤을 활발하게 문화재로 지정받아 전승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시·도 지정무형문화재 중 ‘의식무’ 부분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

재 제9호의 ‘부산영산재의 범음과 범패’, 전라북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8호 ‘영산

작법의 범패와 작법’, 경상남도 지정문화재 제22호인 ‘불모산 영산재’ 등이 중요

무형문화재 ‘의식무’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여 진다. 이처럼 정통성을 지니고 있으

면서 소멸 가능한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문화재 제도의 핵심인데,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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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문 종목

중요무형문화재

전통춤 분야

정재무
학연화대합설무

처용무

의식무
승전무

진주검무

민속무

살풀이춤

승무

태평무

탈춤 -

표 12. 중요무형문화재 분류체계   

가능성이 없는 종목을 지정하고, 소멸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중에서 특정 종목만

을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이보형, 1996). 한국 문화의 대표성에 있어 편중화

로 개념 짓고 유교제례, 불교의식, 양반생활양식들이 굿만큼이나 한국 문화의 정

수를 이루는 것인데, 그에 걸맞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문옥표, 1998; 167).

임의적인 선택방식(오용록, 1996)이 아닌 분야별 종목 체계에 맞는 종목 지정

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정 종목 명칭 적절성 문제

‘살풀이춤’은 90년대에 故김숙자와 이매방 두 보유자가 각각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맥을 이어오기 위해 지정되었다. 故김숙자는 경기 지역의 ‘살풀이춤’으로,

이매방은 호남지역의 ‘살풀이춤’으로 서로 다른 지역으로 구분되어 그 맥을 이어

오고 있다.

故김숙자와 이매방은 ‘살풀이춤’이라는 같은 종목 명칭으로는 지정되어 있으나

춤의 내용은 다르게 발전되고 있다. 故김숙자 ‘살풀이춤’은 ‘도살풀이춤’으로 불리

며, 경기도당굿 안에서 파생된 춤이다. 이매방 ‘살풀이춤’과 지정되어 있지만 춤

의 성격이나 동작, 반주 음악이 서로 달라 같은 종목 안에 ‘살풀이춤’이라는 명칭

으로 계속 묶여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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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종목 계

서울 처용무 학연화대
합설무 태평무 살풀이춤 4

부산 동래학춤 동래고무 동래한량춤 3

대구 날뫼북춤 살풀이춤 2

인천 범패와작법무 1

대전 승무 살풀이춤 입춤 3

경기 승무,
살풀이춤 안성향당무 2

충남 서산박첨지
놀이 승무 2

전북 호남살풀이춤 1

표 13.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지역별 종목 현황

이외 다른 종목 명칭의 혼란을 가져다주는 다른 문제점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받는 부분이 어려워지자 시·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받는 종목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정종목 중 특정지역은 중요무형문화재와 명칭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전승하는데 있어서나 춤을 이해하는데 있어 혼동하는 경우가 생긴다. <표 13>

시·도 지정무형문화재 지역별 종목을 보면 대구광역시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

재와 동일한 지정종목인 ‘살풀이’가 중복 지정되었으며, 경기도에서는 ‘승무·살풀

이’가 동일한 종목명이지만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에 지정된 승무, 살풀이춤과

내용과 방법 면에서 다르지만 같은 명칭으로 지정되었다. 전라북도의 경우는 지

역의 이름을 붙인 ‘호남살풀이’가 지정되어 중요무형문화재 ‘살풀이춤’과는 차이

점을 두고 있다. 이매방 ‘살풀이춤’도 호남지역에서 파생된 춤으로 성격 면에서는

‘호남살풀이’와 중복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춤의 형태와 내용면에서는 다른

점을 보이고 있어 명칭의 구분이 다른 종목보다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춤을 종목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 시·도 지정으로 많은 종목이 이동한

가운데 국가지정 문화재와 시·도 지정 간 정확한 종목 선정에 있어 지정 명칭에

통일성 없는 종목의 명칭은 다른 지역이나 중요무형문화재와 중복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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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자인계정들
소리 1

경남 진주검무 승전무 한량무 진주포구락
진주교방

굿거리춤
5

평안
남도 평양검무 1

황해도 화관무 1

※ 광주, 울산, 강원, 충북, 경남, 제주도는 종목 지정된 것이 없어 제외시켰다.

(3) 지정 종목 발굴․선정 부족 문제

중요무형문화재의 발굴·보존사업은 헌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적극적으

로 발굴사업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도 규

정되어 있듯이 무형문화재는 제도 시행초기부터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국가의

참여 하에 많은 무형문화재를 발굴·보존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기존

에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복수인정은 증가되었으나 그에 비해 신규종

목의 발굴은 더디게 증가하고 있다. 전통춤 분야는 1967년 1월 16일 최초로 진주

검무가 중요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된 이후 33년 동안 6개 종목만 지정되어오

다 1990년 10월 10일 제97호 ‘살풀이춤’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한 건도 지정되

지 못하고 있다.

연도별 지정되는 문화재를 살펴보면 중요무형문화재는 다른 사적이나 천연기

념물, 보물 등에 비해서 지정되는 횟수가 현저히 낮다. 전통춤 분야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7가지 외 시·도 지정되어 추어지고 있는 춤 27가지까지 포함하면

총 34종목이다. 이렇듯 1990년대 이후로부터 무형문화재 종목의 발굴 및 선정이

더딘 것은 현재 사회적 풍토에서 민족성과 역사성을 나타내는 우리의 문화유산

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전통춤 분야도

사회적인 무관심으로 인해 여러 춤이 이미 예전에 지정받아 보존·전승되어야 했

지만 아직까지 지정받지 못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종목도 있다. 이러한 한정된

종목 선정은 다양한 전통춤이 아직 지정되어 보호받지 못한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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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궁중무용은 총 56종으로 전체가 우리나라에서 지켜져야 할 중요한

춤이지만 이 중 특정 종목만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는 문화재청의 선정기준안은

문제가 있다. 정재무 외 민속무 부분에서도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 지정기준

을 다 충족시키지만 현재까지 지정받지 못한 전통춤이 있다. 故한영숙의 ‘태평무’

와 ‘살풀이춤’는 전통춤 전문가들 사이에서 작품성 및 정통성을 인정받아 전승되

고 있는 작품이지만 아직까지 다양한 계보의 보유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정부의

보호 아래 전승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태평무’와 ‘살풀이춤’은 故한영숙의 아버지인 故한성준 시대에서부터 지금까

지 예술성과 역사성이 높은 작품으로 인정받아 현재 故한영숙의 제자이인 여러

전수자들을 통해 후학들에게 예술적이나 교육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전승되고 있

다. 작품의 생성시기와 가치 면에서 이미 지정된 ‘승무’와 비슷한 시기에 故한영

숙를 통해 활성화되었지만 현재까지 문화재청에서 지정을 하고 있지 않고 강선

영 ‘태평무’만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다.

춤의 명칭이 같다하여 그 특성과 성격까지 같은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화

재청의 안일한 지정기준 및 체계 관리와 전문 지식 부족은 다양한 종목이 지정

되는 부분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전승 교육 체계 문제

(1) 활성화 종목과 비활성화31) 종목 전승 문제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적인 역할로 하고 있다. 문화재 중 무형문화재는 정책적인 부

분은 문화재청을 통해 관리․운영되고는 있지만 전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31) 비활성화 종목은 전승활성화 종목으로 구분된 것 외의 전통춤 분야에서 전승이 활발히 이루어지

지 않는 종목을 분류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비활성화 종목으로는 진주검무, 승전무, 학연화대

합설무, 처용무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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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명칭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종목별

합계

5 판소리 6 16 366 388

23
가야금산조

및 병창
6 4 185 195

27 승무 3 3 184 190

45 대금산조 2 3 191 196

57 경기민요 2 5 163 170

92 태평무 1 3 191 195

97 살풀이춤 0(1) 4(1) 116 120

계 7종목 20 38 1,396 1,454

표 14. 전승활성화 예능 7종목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전적으로 역할을 위임한 상태이다. 유형문화재 경우는 국

가에서 관리하며 운영되는 것을 통해 보존되는 과정에서 원형의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정책적인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무형문화재는 보유자 중심으로 전승 교

육이 이루어지면서 그 과정에서의 변형되는 부분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

다. 그런 점에서 무형문화재도 보유자 중심에서는 문화재청의 교육적인 제도보호

아래 전승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중 전통춤 분야는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으로 나누어서 분류되

어 있다. 종목별 전승교육이 이루어지는 여부는 이수자 수를 기준으로 매년 많은

이수자를 배출하는 종목은 활성화 종목으로 지정하였다. 여기에서 본 연구자는

활성화 종목으로 지정된 전통춤 분야 개인종목 외 지정되지 않은 종목을 비활성

화 종목으로 구분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표 14>32)의 전승활성화 종목 중 전통춤 분야에서는 제27호 승무, 제92호 태

평무, 제97호 살풀이춤이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다. 이수자 수를 기준으로 활성화

종목과 비활성화 종목으로 구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교육정책적인

부분과 특정지역집중현상 부분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 ( ) : 2종목이상(승무·살풀이춤) 중복인정(선정) 보유자(전수교육조교) 수

32) 문화재청 주요업무 통계자료(2012.6.30.).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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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 정책적 부분

전승활성화 종목 중 전통춤 분야는 제 27호 승무와, 제 92호 태평무, 제 97호

살풀이춤이다. 전승활성화로 지정된 세 종목 다 개인 종목으로 단체 종목에 비해

공간적인 제약이 적고 개인무로 출 수 있다는 점에서 전수받는 부분에 있어 선

호하는 종목들이다. 개인 종목의 전승이 활성화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높은 활용도로 인해 전승을 받으려고 하는

전문가가 많이 있다. 과거 자신의 기능적인 면과 예술적인 부분을 수련하는 데에

집중했다면 현 시대에는 점차 실현 가능한, 실용성이 높은 종목으로 집중되는 현

상을 보이고 있다. 지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수교육은 개인의 실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놓고 배우지만 배운 내용을 활용하기 위해 학생

들에게 전수해 주기 위해 전수교육을 받는 부분이 크게 차지하고 있다. 후학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대상은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전승활동

을 하고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4년제 J 대학의 2013년도 입시 요강을<표

15>로 제시하였다. 교육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개인종목 위주로 교육이 이루

어지도록 체계가 구축되어 가고 있다.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기량을 평가받거나 전문 무용수로 교육과정을

밟기 위한 교육과정에서 단체 종목보단 개인 종목 위주로 교육을 접하게 된다.

그렇다보니 일부 교육과정이나 대회에서 제시되는 전통춤 종목을 보면 중요무형

문화재 전통춤 분야 개인종목으로 지정하여 제시되고 있다. 개인 중심으로 이루

어져야 하는 콩클 대회나 대입 부분에서 개인 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피하

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것 또한 교육적인 부분이 개인종목에 집중될 수밖에 없도

록 작용하고 있다. 특정 종목을 제시한 콩클 대회를 살펴보면 동아무용콩쿠르를

예시로 과제 작품에 ‘살풀이춤, 승무, 태평무, 한량무, 춘앵전, 무산향 또는 중요

무형문화재 및 시도무형문화재 지정 중목 중 독무 또는 독무로 가능한 작품으

로....’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외 소규모 콩클이나 대학에서 주최하는 콩클 대회

또한 같은 맥락으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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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실기내용

한국

무용

❲기본기❳(전통무용)
⁃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승무, 살풀이춤, 태평무)중 택일

⁃ 살풀이 수건, 승무장삼과 홍띠, 태평무(한삼은 대학에서 준비)

⁃ 음악은 개인 준비(2분)

표 15. 대학입학 관련 실기 종목 지정

제시된 입시 요강을 보면 입시부분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실

기종목을 정하였다. 실제적인 곳에서 활용이 가능한 종목에 집중되는 현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입시교육 부분과 대학교육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비활성화 종목인 학연화대합설무, 처용무, 승전무, 진주검무는 이러

한 교육환경에서 활용되는 부분이 적어 이를 전수받으려는 이수자는 늘어나지

않고 이에 비례하여 중, 고등학생들 또한 개인 종목이외의 종목을 접하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보니 특정 종목은 전수 교육하는 부분에서 중앙에서

활동하기 보단 지역 활동으로 그 영역이 점점 좁혀져 고립되어 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② 특정지역집중 현상 부분

현재 문화적 교류 및 문화 활동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로인해 지방에서 전수활동을 하는 보유자는 문화 교류

및 활동을 위해 본거지가 지방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대도시로 나와야 하는 이

중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 전수자들이 보유자를 찾아서 교육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닌 역으로 보유자가 전수자들이 많이 밀집된 대도시 지역으로 점차 문화 활동

의 본거지를 이동하고 있다.

지역에 위치한 문화는 지역적으로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 지역 안에서의 문화

적인 주권을 찾기 위해서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지역에 위치하여 전승활동을 하

도록 지역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지정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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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에 집중된 공연문화는 대도시에서만 공연을 하도록 만드는 집중현상을 보이

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에 위치한 보유자의 본거지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서울이

나 수도권에서 활동을 하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정작 지역 내에서의 활동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로 바뀔 수밖에 없는 문화 현상이 구축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임재해, 2006; 21)은 이미 예고된 일이지만 점차 지역 내에

서의 문화주권은 상실되었다.

이러한 지역성을 띤 문화가 지역 내에서 문화주권을 상실하게 된 원인으로는

대중매체나 문화산업을 주도하는 상업자본가에 의해 문화가 상품화되는 것과 그

로 인해 거대한 시설과 기업이 대도시에 집중된 문화전문가들이나 유명 예술가

들만 문화생산 주권을 누리게 된다. 그 결과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재능 있는

인재들도 모두 수도권 도시로 몰려가게 되고 상대적으로 지역화의 핵심 주체인

시군 단위 지역사회에는 대중문화를 생산하는 주체는 없어지고, 고급문화의 생산

주체도 매우 희귀해 졌다. 과거에는 문화에서 지역성을 띤 예술 활동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현재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지역성을 가진 문화는 점차 사라지면서

(임재해, 2006; 22)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문화주권

을 잃게 된다는 인식을 가져다주게 되었다.

중요무형문화재 전통춤 분야는 서울과 경남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에서는 무

형문화재로서 지정된 종목이 없이 경남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종목이 지역성

을 띤 유일한 지역문화이다.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 지역별 종목현황<표 16>을 살펴보면 놀이와 의식,

공예기술 분야를 전통춤 분야와 비교했을 때 앞의 두 종목들은 전국적으로 보유

자가 고루 분포되어 전승되고 있다. 반면 전통춤 분야는 7종목 중 4종목이 서울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대도시에 집중된 현상은 다양한

지역성을 띤 종목을 지정하지 못한 지정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으로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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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분야

서

울

부

산

인

천

광

주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기

타
계

음악 5         1   1 10 17

무용 4    1       2   7

연극 4 2 1  1     1 1 3  1 14

놀이

와

의식

7 1 1 1 3 1  2  2 2 3 1 1 25

무예       1        1

공예

기술
8  2  4  3 1 2 8 4 1 2 14 49

음식 1             1 2

계 29 3 4 1 8 1 4 3 2 12 7 9 4 28 115

표 16. 기․예능 지역별 종목현황 

서울 지역으로 집중된 현상으로 국가 지정 종목 수가 가장 많은 것에 대해 소

병희, 진혜영(2012)은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대부분 서울 출신이거나, 서울 출신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주 활동 무대가 서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례로, 창을

하는 보유자의 경우 후학 양성과 잦은 공연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많은 보유자가 함께 모여 있으면 일종의 집적의 경제학(economics of

agglomeration)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우월한 것은 모두 서울에 집중되고 지역문

화는 서울문화의 수용이나 이식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지역적으로 전통춤 분야가 활성화되어 지역 안에서의 종목발전을 위한 시스템

이 구축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보유자 수와 수요자로 인해 지역성을 띤 종목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할 것

이다.

(2) 전수교육회관 운영 및 설립 문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회관은 전승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인 보유자의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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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을 가장 큰 설립 목적으로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전통춤의 의미와 뜻을 전달하기 위한 공연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 보유자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에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다.

① 운영 체계에서 발생된 문제

‘서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은 국가가 전통문화의 보존, 전승을 위해 설립

한 건물로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입주시켜 전수교육, 일반인강습 등

을 지원한다. 문화재로 지정된 예능을 후세에 이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자가

전수교육과 일반인 강습을 연중 실시하고, 정기발표공연 및 국내외 초청공연에도

참가하고 있다.33)

전수교육회관은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과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문화재청)에서 시·도와 공동 부담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전수관은 문화재

청이 건립비의 50%를 지원하지만 운영은 지자체 소관으로 되어 있다.34)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 단체종목과 해당 중요무형문화재가 전승되는 지역에 건립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로서는 시·도의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거나 건

립 시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 건립되지 못한 종목이 있다. 설립된 전수교

육회관 중 지역의 무관심과 보호재단의 시설투자가 적어 이를 운영해야 하는 점

에서 어려움 있는 지역도 있다. 이러한 운영 측면에서 어려움을 느낀 몇몇 전수

교육회관은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서 활용되지 못해 사실상 운영이 안 되고 있다.

② 특정 종목에만 설립된 전수교육회관

전통춤 분야에서 진주검무와 승전무, 처용무, 학연화대합설무는 단체종목으로

전수교육회관 설립에 있어 개인종목보단 우선순위에 있다. 단체종목은 개인종목

보단 설립 가능한 우선순위로 국가의 지원과 지역의 지원 하에 설립된다. 현재

전통춤 분야에서 단체종목 중 전수교육회관에 입주되어 종목으로는 진주검무와

승전무, 학연화대합설무이다. 이외 처용무는 전수교육회관 없이 개인연습실을 보

33) 한국문화재보호재단, www.chf.or.kr.

34) 앞 논문 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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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가 따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 <표

17>35)을 보면 전통춤 분야 단체종목 전체가 전수교육회관에 입주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4종목 중 3종목은 전수교육회관을 통해 국가의 지원 하에 문화적인

교류와 전수생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개인종목은 국가의 지원 없이 보유자 개인의 사비로 만들어진 개인 연습

실을 통해 전수교육을 하고 있다. 전수교육회관의 유무에 따라 따로 개인종목에

전수회관에 할당하는 지원금 없이 보유자의 재량으로 운영되는 전수교육회관은

개인종목의 보유자들에게 전승 활동하는데 있어 경제적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다.

매달 운영비로 지불하는 일정금액은 월별 지급되는 전승지원금으로는 충당하기

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일관성 없는 전수교육회관의 설립과 설립되지 못

한 종목으로 인해 개인 종목의 보유자들은 일반인과의 전수활동을 하는 교육의

공간이 부족해 전수 교육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문화재청의 소홀

한 전수교육회관 설립에 관한 부분은 전수교육부분과 운영 부분에서 발생되는

경제적인 부담감이 개인종목을 하는 보유자들에게 돌아간다.

이와 같은 개인종목에 지원되지 않는 문제점은 지원금과 관련된 문화재청의

업무내용에서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의 업무내용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전수교육관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이 전수교육회관

설립과 전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봤을 때

개인종목은 위의 내용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업무내용이 개인종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승기반 구축이 보유자 개인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지원 또한 개인이 스스로 조달하여 운영하며, 전수교육은 일반인

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공간적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전통춤 종목처럼 전수교육관 없는 다

른 분야 중 지방에 소재하는 공예종목의 경우는 전수교육관 없이 자택의 일부

공간을 할애하여 전시관 겸 시연장소로 활용하며 작업장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35)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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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제12호 진주검무 경남 진주시 판문동 산171-1 (진주전통예술교육회관)

제21호 승전무 경남 통영시 도천동220-32 (통영무형문화재 전수관)

제27호 승무 개인 연습실 사용, 전수관 없음

제39호 처용무 개인 연습실 사용, 전수관 없음

제40호 학연화대합설무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2-2, 서울중요무형문화재 전

수회관 505호

제92호 태평무 경기도 안성시 사곡동 34, (단독 전수교육회관 건립)

제97호 살풀이춤 개인 연습실 사용, 전수관 없음

표 17. 전통춤 분야 전수교육회관 설립현황 

(홍건표, 2011; 62). 그렇다보니 전수교육의 공간으로의 활용도 부분에서 떨어지

는 동시에 종목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장소로도 적합하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종목에 지원되지 않는 전수교육회

관을 단체종목으로 한정하여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 개인종목으로까지 확대, 지

원해서 전수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보유자 고령화 문제

중요무형문화재 전통춤 분야는 2009년 말 문화재청의 중요무형문화재 통계 자

료집을 기준으로 보유자 평균 연령이 77세로, 다른 분야의 보유자 연령과 비교했

을 때 보유자 최고령 종목이다. 고령의 보유자로 인해 전승 활동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분야는 전통춤 분야뿐만이 아닌 다른 분야의 종목에서도 문제점

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보유자 고령화로 인해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125개 세부 종목 중

28.8%인 36개 종목은 전승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36) 2009년 문화재청 통

36) 세계일보(201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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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명 지정번호 보유자 인정일 연령

진주검무 제12호

김순녀 67.1.16 86

성계옥 78.6.21 85

정금순 01.11.30 82

승전무 제21호
한정자 96.3.11 71

엄옥자 96.3.11 69

표 18. 종목별 보유자 연령 현황 

계자료집에 의하면 전체 보유자 수는 184명인데 이 중 50대부터 80대까지가 가

장 많이 밀집되어 있으며 60세 이상이 145명으로 전체의 78.8%이다. 이 중 70세

이상은 81명으로 전체의 44%이고, 80세 이상은 23명으로 전체의 12.5%이다. 중

요무형문화재 분야 중 최고 연령대 보유자는 전통춤 분야로 <표 18>에 제시된

보유자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와 70대 이상은 각각 3명, 80대 이상 6명으로 앞

으로 10년 이내에 많은 종목의 보유자가 새로 지정되거나 새로 지정되지 못하면

전승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다.

이처럼 여러 분야의 종목에서 고령의 보유자로 인해 전승의 문제점을 인식하

고 보유자 인정 시 문화재보호법상 연령 제한에 대한 규정을 새로 개정하였다.

연령 제한에 대한 규정을 문화재위원회에서는 50세를 기준으로 인정하도록 의견

을 모아 1995년부터는 전승이 취약한 종목에 한해 40대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그

러나 50대에 보유자로 지정되면 지정 해제가 될 때까지 종목을 전승하는데 20년

∼30년 정도 활동하게 된다. 그 중 고령화라고 생각되는 연령이 되면 전수활동의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보유자가 직접적인 전수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간은 더 짧아질 수도 있다.

신체를 이용해 전수하는 전통춤 분야의 경우 예술적인 혼만이 아닌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전수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 현재 후학들은 보유자의

전성기 때 영향을 받는 것은 세월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보유

자 고령화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전통춤 분야에서의 원활한 전승활동이 이

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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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 제27호

이매방 87.7.1 85

이애주 96.12.31 65

정재만 00.12.14 64

처용무 제39호 김용 71.1.8 79

학연화대합설무 제40호 이흥구 93.12.16 72

태평무 제92호 강선영 88.12.1 87

살풀이춤 제97호 이매방 90.10.10 85

(4) 보유자 복수 인정 제도 문제

보유자 복수인정 제도는 문화재보호법 제24조 2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외에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복수

인정 제도는 해당 종목의 전승활성화가 가장 큰 목적이지만 동시에 해당 종목에

지정된 보유자에게 절대 권력을 쥐어주지 못하게 하려는 것과 한 보유자에게 집

중되는 현상을 줄여 특정 보유자에게 쏠림 현상이 생기지 못하게 하려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종목별 보유자를 다수 인정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문화재

위원인 이장열은 “종목당 보유자가 1∼2명에 불과하다 보니 인기 종목은 이수자

가 되려는 사람이 줄을 서고, 이수자 인정에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는 보유자가

되려는 경쟁도 과도해진다.”고 하였다.

국가의 무형문화재로서 오랜 시간 보존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유자

제도가 특정 보유자만이 가진 특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종목별로 보유

자를 여러 명 지정하여야 한다.

전통춤 분야에서는 복수인정 제도로 종목별 보유자마다 이수자 수가 어느 정

도 분배되어 전승되고 있어 보유자 쏠림 현상은 해소된 듯 보이지만 전승과정에

서 같은 종목의 춤이라도 보유자마다 각기 다른 전수방법과 해석으로 전수 과정

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나타내는 분야는 전통춤 분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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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서한범(2004)은 “음악분야를 보면 ‘경기민요’는 마치, 판소리에서 춘

향가와 심청가의 보유자가 다르게 인정되어 있는 것처럼 서울의 긴소리 12곡을

보유자 3인이 분담하여 4곡씩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전승구조가 활

발한 4곡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4곡이 있다면 최초의 목적대로 12곡을 분

할한 의미가 퇴색될 것이며, ’경기민요‘의 균형적 발전이나 계승은 온전하게 기대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고 하였다. 음악분야와 같이 하나의 곡을 놓고 여러 명

이 나눠서 보존하고 있는 방법 또한 각기 다른 내용 전수로 인해 하나의 곡이

원형과 변질된 느낌으로 전수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각자의 전승내용이 원형이

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외에 복수인정 제도의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은 한 번에 너무 많

은 복수지정으로 인해 보유자로서 적합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의구

심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원형보존을 할 수 있다는 부

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2002년 1월 21일 ‘문화일보’에서는 무형문화재의 지정 제도에 관한 내용 중 한

종목에 여러 명의 보유자가 한꺼번에 지정된 점을 놓고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

다. 이와 관련된 신문기사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96년 보유자로 인정된 박찬수씨에 이어 목조각장 분야에 동시에 3명이

나 추가로 인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목조각장 분야, 특히 이번에 대상이 

된 불교조각은 종사자만도 300여명이나 되는 데서 알 수 있듯 다른 전통공예 

분야에 비해 활성화돼 있다. 사찰의 수요 등으로 활성화 돼 있는 반면 보유자로 

인정되거나 예고된 4명 모두 기존 보유자 인정에서 중요시됐던 전승 계보나 전

통적인 제작방법의 계승 문제에 있어선 취약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 점에

서 4명 가운데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란 보유자

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

다.37)

37) 문화일보(2002,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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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춤 분야는 목조각장처럼 한 번에 많은 보유자가 지정된 사례는 없지만 다

음에 보유자로 선정되는 부분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이에 대한 개선방

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음악 분야처럼 여러 보유자들이 하나의 종목

을 전승하는 부분에 있어 같은 내용도 서로 다르게 전승되고 보유자 사망 후 서

로 자신의 춤이 원형이라고 우기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보유자 선정 시 지정 기준안과 보유자로서의 자격을 충

분히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4) 전승 운영 체계 문제

전승지원금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사람을 국가에서 이를 보호, 육

성하기 위해 월별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통하여 보유자에게 책임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지급하고 있다. ‘전승지원금’ 제도가 추진된 것은 1960년대이다.

국가 재정상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못해 생계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던

것으로 현재는 명칭은 같지만 전승활동 활성화 목적으로 지원금의 성격이 변경

되어 지급하고 있다. 전승지원금은 전승 종목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 월별 지급되

는 액수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전승활성화 종목의 보유자는 매월 100만원, 전

수교육조교는 5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취약종목은 매월 130만원, 전수교육조교

에게는 7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처럼 활성화 여부라고 제시되어 있는 기준에

의해 지급되는 월전승지원금에 대한 문제점은 경제성장과 관련한 부분과 조사

방법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지급되는 월전승지원금의 기준점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기 위해 우리나라 매년 물가지수 비교를 통한 월전승지원금 문제

점을 인식하도록 한다.

두 번째로 전승지원금의 차등 지급에 관한 잘못된 조사 방법으로 인해 적게

지급되는 월전승지원금을 바탕으로 조사 방법상의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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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승지원금 책정에 대한 기준안 문제

보유자와 관련 학자들을 통해 부족한 지원금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 이후로 현재까지 전승지원금은 변동이 없다. 활성화

목적으로 지원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책정기준점에 대한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

아 부족하다고만 주장하는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대변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다. 기준점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현재 물가 상승 부분을 통한 월전승지원금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전승지원금은 실제 물가 상승과 관련하여 영향을 크게 받고 있지만 이와는 무

관하게 책정되어 지급되고 있다. 전승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출금과 전승교육에 필

요한 악기와 소도구 및 재료 구입 부분도 물가상승의 영향을 입어 매년 조금씩

인상되고 있다. 이외 악사 비용도 지원금 안에서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

정이다.

진혜영(2012)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고려하여 본 실질 월전승지원금은 1987년부

터 소폭 증감하면서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1998년 기준10.9(천원)을

정점으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조사하였다. 2009년을 기점으로 11.5(천

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월전승지원금 지급액이 1989

년부터는 실경제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2009년 지원금의 전년

대비 30만원 상승 지급함에 와서야 다시금 실질 월전승지원금이 증가하여 실 경

제를 반영한다고 논의되었다. 이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으로는 반영은 되었으나

아직까지는 그 수준에 못 미친다는 문제점은 여전히 지니고 있는 분석을 하였다.

이화정(2007)은 가구별 원평균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유자 전승지원금에 대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뒷받침 하였다. 1990년도에서 1998년 동안 보유자 지원금이

500,000만원이 인상되면서 전승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급을 해왔지만 1998년

이후로 인상되지 않고 있다고 조사하였으며, 2000년에 조사된 가구주의 월평균근

로소득인 137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현재 보유자 중 80대 이상의 소득

은 같은 연령대의 월평균 근로소득인 147만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며 정부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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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소비자물가지수
(2010=100)

1990 44.54

1991 48.70

1992 51.73

1993 54.21

1994 57.61

1995 60.19

1996 63.15

1997 65.96

1998 70.91

1999 71.49

2000 73.10

2001 76.08

2002∼ 78.18

표 19. 소비자 물가지수  

     (1990년∼2011년)

2009 97.13

2010 100

2011 104.00

승지원금이 정기적 소득의 기반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연구자가<표 19>38)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물가지

수는 매년 일정량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활물가지

수<그림 3>39)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1998년도에 월전승지원금이 가장 많이 증

가하는 모습을 보인 것처럼 소비자물가지수도 이때가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이

에 따른 생활물가지수 또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1998년도 이후로 소비자 물가

지수는 70.91에서 104.00으로 30.00가까이 증가하였지만 이에 비해 전승지원금은

10만원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998년도 이후로의 전승지원금이 현 경제성

장의 반영비율에 못 미치는 전승지원금 액수를 지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소비자 물가지수 그래프

전승지원금 현황 <표 20>40)을 보면 90년도에 지급된 보유자의 월전승지원금

38) 한국은행 경제통제 시스템, ecos.bok.or.kr.

39) 위와 동일함.

40) 문화재청 주요업무 통계자료(2012.6.30), 39쪽.

    ※개인종목 중 전승활성화종목(18종목): 보유자 100만원, 전수교육조교 50만원지급

    -예능(7종목) : 판소리, 가야금산조 및 병창, 승무, 대금산조, 경기민요, 태평무, 살풀이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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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40만원으로 2012년 현재 활성화종목에 지급되는 100만원에 비해 2.5배 증가하

였다. 그에 비해 전수교육조교 중 조교는 5만원, 보유자 후보는 13만 5천원으로

현재 전수교육조교에게 지급되는 50만원은 현 보유자에 비해서 10배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지급되던 액수가 90년대에 조교가 보유자에 비해 많이 적은 액

수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보유자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지만 전

수교육조교로 통합해 살펴보면 지원금 상승정도에 비해서 보유자의 전승지원금

은 더딘 속도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월전승지원금에 대한 통일성 없는

지원기준안은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안 제시

와 월전승지원금 인상이 시급하다.

그림 3. 생활물가지수(1995∼2011)

    -공예(11종목): 조선왕조궁중음식, 단청장, 대목장, 유기장, 문배주, 사기장, 목조각장, 주철장, 불  

 화장, 석장, 번외장

    ※개인종목 중 전승활성화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50종목): 보유자130만원, 전수교육조교 70  

   만원 지급

    ※단체종목 : 보유자 100만원, 전수교육조교 50만원, 단체운영비 300만원 지급(단, 보유자 없는  

   단체종목은 특별지원비 300만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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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전수

장학생
보유단체

특별장려

금

장례

보조금

(보유자)

보유자

후보
조교

‘90 400 135 50 40 130 80 500

‘91 450 200 60 50 150 80 500

‘92 500 250 70
개인:60

단체:150
200 80 700

‘93 500 250 100
개인:60

단체:150
300 100 700

‘94 550 280 110
개인:70

단체:170
300 100 700

‘95 600 300 130
개인:100

단체:200
330 100 700

‘96 650 320 200 “ 360 100 700

‘97 700 350 250 “ 400 150 1,000

‘98 900 350 300 “ 400 150 1,000

‘99 900 350 300 “ 400 150 1,000

‘00 900 350 300 “ 400 150 1,000

‘01 900 350 300 “ 400 1,000

‘02 900 350 “ 600 1,000

‘03 900 350 “ 600 1,000

‘04 1,000 400
개인:120

단체:240
1,000 1,000

‘05 1,000 400
개인:120

단체:240

1,000

2,000

(보유자 없
는 보유단체
추가지원)

1,000

‘06 1,000 400
개인:120

단체:240
“ 1,000

‘07 1,000 500
개인:150

단체:300

1,200

3,000

(보유자 없
는 보유단체
추가지원)

1,000

‘08 1,000 500
개인:150

단체:300
“ 1,000

‘09∼10 1,000∼1,300 500∼700 개인:200

3,000

(전수교육

비포함)

3,000

(보유자 없

는 보유단체

추가지원)

1,000

‘11~’12 1,000∼1,300 500∼700 개인:200 “ 1,000

표 20. 전승지원금 현황 (월 지급액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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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성화 종목 전승운영금41) 기준안 문제

① 활성화 종목 지정 기준안 오류

전통춤 분야에서 전승활성화 종목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제27호 승무와 제

92호 태평무, 제97호 살풀이춤이 있다. 이 세 종목은 개인종목들로 보유자가 복

수 지정된 승무 종목과 보유자 한명으로 지정된 태평무와 살풀이춤이 있다. 보유

자 한명으로 지정된 종목은 한 명의 보유자를 통해 이수자가 배출이 되는 것으

로 보유자의 전승활성 여부에 따라 종목의 활성화 여부가 크게 달라진다. 그러나

승무 종목의 경우는 보유자가 세 명으로 각각의 보유자별로 이수자를 따로 배출

해내는 상황으로 각각의 보유자별로 이수자수가 다르게 조사되고 있다. <표 21>

을 보면 승무 종목은 세 명의 보유자별 이수자 수가 많게는 10배 정도, 적게는 2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태평무는 204명, 살풀이춤은 122명으로 많은

이수자를 배출해 내고 있다. 이처럼 보유자별로 이수자수를 따로 조사되는 부분

과는 달리 전승운영금 기준안 설정에 있어서는 종목별로 전체 이수자 수를 합해

활성화 종목으로 구분하고 있어 보유자별로 이수자 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종목으로 활성화 여부를 구분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활성화종목은 자생력이 강한

종목으로 분류되어 비활성화종목보다 월전승지원금을 일정금액 적게 받고 있다.

승무 종목에서 세 명의 보유자는 지정된 시기가 개인별로 다르며 그에 따른

이수자수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문화재청의 종목별로 묶인 통계조사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한 보유자는 전승활동의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에 대한

41) 제13조(전승지원금 등의 지급) ① 문화재청장은 법 41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유

자등이 행하는 전수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보유단체 내에 보유자가 있는 경

우 해당 보유자에 대한 전승지원금은 각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전수교육조교에게 보유자등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데   

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보유단체 내에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에 대한 전승지원금은 각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전승지원금 및 장학금의 지원대   

상 및 규모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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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보유자 이수자수

승무

이매방 116

이애주 18

정재만 46

태평무 강선영 204

살풀이춤 이매방 122

표 21. 전통춤 분야 개인종목 보유자별 이수자수 현황

전승활성화 지정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② 전승 종목별 일괄 지급되는 방식 오류

전승활성화 종목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전승활성화·전승취약 종목 구분)에 명

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2012년 6월 기준으로 활성화 종목으로 구

분된 종목 중 전통춤 분야는 제27호 승무와 제92호 태평무, 제97호 살풀이춤이

지정되었다. 지정된 7종목 중 나머지 4종목은 비활성화 종목으로 분류하여 전승

활동 또한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승지원금이 활성화 종목과 같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더 어려움을 주고 있다. 활성화 종목은 전승자 수가 많아

국가에서 지급되는 지원금 없이 전승이 가능하지만 비활성화 종목은 부족한 전

승지원금에 활성화 종목과 똑같이 지급되는 지원금은 전승운영에 있어 보탬이

되지 않는다. 전통춤 분야처럼 활성화되는 종목과 비활성화 종목이 확연하게 구

분된 경우는 일괄적인 재정적 지원이 활성화 종목에는 많은 전수생들로 인해 이

미 재정적인 지원이 없더라도 운영차원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비활성화 되는

종목, 그 중 단체종목인 경우는 적은 전수생과 부족한 시설, 공연문화의 비활성

화로 인해 전수지원금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장열(2003)은 월전승지원금이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다

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빈부가 격심한 보유자들의 생활실태와 상관없이 보유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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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월정액 지급되는 부분을 종신연금에 빗대어 보유자로 인정되는 순간부터

부가가치가 큰 인기종목이든 혹은 종묘제례, 사직대제등과 같이 큰 인기가 없는

종목도 똑같이 지급이 된다는 것을 문제로 들었다. 그 외 무형문화재 중 판소리,

가야금, 대목장, 전통춤 분야와 판매수입이 큰 민속주와 같은 일부 인기 종목의

보유자에게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였다.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교수 김종대는 “전승 단절이 우려되는 종목만 집중 지원

하고 나머지 종목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체제로는 불필요한

잡음만 일고 맥이 끊길 위기에 처한 취약 종목을 보존하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활성화 종목과 취약 종목을 나누어서 지원금을 지원해 준 것도 불과 몇 년 되지

않아 전승지원금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김종대의 의견이 극단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활성화와 취약으로만 나뉜 종목의 지원정책은 전통춤 분야에서

비활성화 종목에 해당하는 종목은 해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보존이 점차

어려워 질 것이다. 그러므로 비활성화 종목에 대한 더 확대된 지급안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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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무형문화재 전통춤 분야 지정 및 전승 활성화 방안

1) 지정 과정 활성화 방안 연구

(1) 보유자 지정과정 및 지정해제 기준안 개선

보유자 지정 기준을 살펴보면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 보존하고 그

대로 실현할 수 있는 개인을 보유자로 인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때 보유자

지정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의 애매모호한 문구나 뜻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

는 부분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기준안 중 ① ‘원형대로’ 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보유자도 바뀌고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보유자는 이미 명예보유자로 되어 더 이상의 전수받는 과정이나 춤

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므로 ‘원형’ 이라는 말 보단 다른 대처할 수 있을

만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원형’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원

형의 기준과 무형문화재 특성상 변화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 고정되어야 할 부

분을 정해놓거나 기준안을 마련하는 걸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후 보유자를

지정한다면 기준안 내용의 충당한 보유자를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부분을 가정하여 보면 ㈀ ‘보유자 지정 기준을 살펴보면 기능 또는

예능을 전통적인 형태로 체득, 보존하고 ......’ ㈁ ‘종목에 해당하는 명예보유자급

인 명무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전수받은 사람...’ 등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다음 ② ‘실현할 수 있는 개인’을 살펴보면 보유자로 지정받은 후 전수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기준안에 쓰여 있지 않아 신체적인 움직임이 거

의 불가능한 보유자도 현재까지 실현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명예보유자나 새로운

예비보유자를 지정하지 않고 그대로 현 보유자 체계로 유지되고 있다.

전통춤 분야 보유자는 80세가 이상이더라도 실현가능한 종목은 현재까지 전수

활동과 공연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태평무 종목을 예로 들어 현 보유자 연령

이 87세로 현재까지 활동은 하고 있지만 지정받았을 당시 나이인 63세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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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인 능력부분에 있어 보유자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실현할 수 있는 개인(단

체)’의 항목을 어느 정도까지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되짚어 봐야 한다.

전통춤 분야는 보유자가 예술적인 측면만이 아닌 기능적인 측면도 정확히 이

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실현가능 한’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수과

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러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 한다면 ‘실현할

수 있는 개인’ 대신 ‘보유자 개인이 신체적인 결함이 없이 직접 실현할 수 있는’

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준을 세울 수 있다.

살풀이와 승무 두 종목에 지정된 보유자 이매방 또한 올해 85세로 전수자가

매년 나오고 있지만 보유자가 예전의 기능적인 측면을 온전한 상태로 보여주고

있진 못하고 있다. 제50조 제1항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해당 중요무형문화재를

공개하여 보존하는 부분을 보유자 개인이 직접 무대에 올리는 보유자도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보유자는 직접 종목 시연하지만 전성기 때의 모습처럼 활발한 움

직임을 보일 수 없어 일부 전수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앞서 제시한 기준

안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자 지정 기준에 있어 개선해야 할 방향을 알

고 이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한다면 전수자는 보유자를 통해 질 높은 전수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닌, 현 시대에 맞는 지정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에 의한 조사가 오랜 시간 이루어져야 하며, 최대한 주관적인 요소를 배

제한 채 조사되어야 한다. 기준 하나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포함할 수는 없지

만 보유자 선발에 있어 필요한 판단 기준, 근거를 구체적인 연구와 검토를 바탕

으로 정립한다면 좀 더 신뢰성 있는 보유자를 선발하여 전통춤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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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유자 인정 평가내용 개선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한 운영 규정(훈령 제255)은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제2항․

제6조․제3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

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인정·전수교육조교 선정과 관련한 절차와 세부 사항 등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42)

문화재 위원회에서는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게 한 후 보유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때 보유

자의 세부적인 인정기준은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를 고려하여 문

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보유자 인정 조사항목 중 전승능력은 조사지표인 전승기량과 전승활동으로 나

뉘어져 조사되고 있다. <표 21>43)에서 보유자 인정항목 중 전승기량의 세부지표

인 ‘역사적인 이해 정도’에 관한 세부지표는 전승기량이라는 말뜻인 ‘기술적인 재

능이나 솜씨라는 의미’와 맞지 않는 측정내용이다. 이 부분을 전승능력 조사항목

중 조사지표에 전승내용 부분을 따로 세분화하여 추가하면 <표 22>와 같이 평

가항목이 내용에 맞게 개선될 것이다. 개선된 세부지표로는 ① ‘해당 종목에 대

한 이해 정도’, ② ‘해당 종목의 지도 능력’을 추가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전승내용 세부지표로 분류하면 보유자로서 전수할 수 있는 능력과 보유자 선정

후 종목을 어느 정도 활성화 할 수 있는지도 평가할 수 있어 전승능력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42)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한 운영 규정, 훈령 제228호(2011. 4. 1). 

43) 앞의 훈령과 동일, 11-12쪽.



- 65 -

조사

항목
조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

능력

전승기량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분야별 실기능력 평가 결과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이해는어느정도인가?

전승활동

전수교육조교 경력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된

이후의 기간은?

공개행사 참여율
․최근 10년간 공개행사 참여

실적은?

관련 분야 입상 실적
․최근 10년 이내에 수상한

상격 및 빈도?

표 22. 보유자 인정지정 평가 항목(개인․단체)

조사

항목
조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전승

능력

전승기량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분야별 실기능력 평가 결과

전승내용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이해는어느정도인가?

해당 종목의 지도 능력 ․지도자로서의 능력 평가

표 23. 보유자 인정지정 평가 항목 개선(개인․단체) 

⇩

(3) 조사항목 평가 기준 개선

조사항목에 대한 평가는 문화재청장의 선정아래 이루어지며, <표 24>44)의

지표 항목을 보면 각 세부지표별 조사대상의 가치 수준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탁월’로 결정하고 있다. 이때 가치수준의 단어를 보면 평가 점수별

내용을 확연하게 할 수 있을 만한 명칭으로 기재되지 않아 평가 시 정확한 보

유자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애매한 부분을 지니고 있다. 이 중 평가 기준

에서 보이는 ‘우수, 탁월’은 ‘월등, 뛰어난, 빼어난’ 등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

유의어로, 단어 명칭에서 이미 평가의 명확한 기준점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44) 앞의 훈령과 동일,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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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표 가치 수준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정도

구분
매우미흡

(0%)

미 흡

(30%)

보 통

(50%)

우 수

(70%)

탁 월

(100%)

점수

표 24. 점수 산정 방식 

세부지표 가치 수준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정도

구분
매우미흡

(0%)

부 족

(30%)

보 통

(50%)

우 수

(70%)

흡 족

(100%)

점수

표 25. 점수 가치수준 명칭 개선

‘매우 미흡’과 ‘미흡’ 또한 미흡하다는 정도의 차이를 구분 지을 만한 정확한

단어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단어의 오류로 인해 평가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명칭을 개선하여 평가과정

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부분을 연구자가 임의로 명칭을 개선해 보면 <표 25>과 같다.

탁월은 우수보다도 모자람이 없이 만족스럽다는 의미인 ‘흡족’으로 바꿀 수 있

으며, ‘미흡’은 ‘흡족’과 반대의미로 ‘보통’보다는 부족하다는 의미이지만 가장

낮은 점수를 의미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 강조하는 단어인 ‘매우’를 붙여 기존

과 같은 점수를 의미하는 단어로 쓸 수 있다. ‘미흡’은 ‘보통’보다는 못하지만

매우 미흡보다는 낫다는 의미로 ‘부족’으로 바꿀 수 있다. ‘부족’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다는 의미로 낮은 평가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로 ‘미흡’ 대신해서

쓸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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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문 종목

중요무형문화재

전통춤 분야

정재무

연화대무

학무

처용무

민속무

살풀이춤

승무

태평무

표 26. 전통춤분야 지정 종목 체계 개선방안 

2) 지정 종목 체계 활성화 방안

(1) 지정 종목 분류체계 재정립

전통춤 분야에서의 종목의 특성과 다른 분야와의 관계를 토대로 분류체계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면 문화재로 지정·전승하는데 있어 좀 더 차이를 두고 발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오랜 시간동안 궁중에서 파생되어 현재까지 궁중의식무로

추어져 있는 것을 「정재무(呈才舞)」, 개인 독무로 서민들의 애환을 담은 것을

「민속무(民俗舞)」, 그 외 특정한 의식이나 행사에 추어졌던 춤을「의식무(儀式

舞)」로 정의한다. 이외 기존 분류체계에 있던 탈춤은 연극분야와 중복되고 아직

까지 지정된 종목이 없어 종목체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개선

방안을 <표 26>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재무 부문에는 ‘학연화대합설무’를 각각 분류하여 ‘연화대무’, ‘학무’, ‘처용무’

로 지정하여 본래 ‘학연화대처용무합설’에 맞게 각각 지정하여 하나의 종목으로

각각 개인무이면서 단체무로도 그 기능을 모두 할 수 있도록 분류하였다.

김순호(2011)는 정재무대신 합설무(合設舞)부문으로 명칭을 바꿔 궁중무용의

한 갈래로 처용무와 학연화대무를 각각 지정하여 학무·연화대무종목을 포함하였

다. 의식무(儀式舞)부문은 특별한 행사에 연희된 무용이나 의식을 위한 춤으로

진주검무·승전무·태평무를 지정하였다(김순호, 2011: 68). 이처럼 기존의 체계가

정확히 잡히지 않은 상태라 여러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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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무
진주검무

승전무

(2) 지정 종목 명칭 구체화

종목의 명칭이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전문가가 아닌 다른 사람들

은 무형문화재 종목에 대한 혼란이 올 수 있다. 앞서 문제점에서 제시하였던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춤을 하나의 종목 명칭으로 묶여 있는 비적절한 부분

은 문화재청과 보유자와의 상의를 통해 개별적인 통일성을 주어 종목별로 다

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통춤 분야뿐만이 아닌 음악 분야의 지정종목

중에서도 그 의미가 명료하지 않아 재고해야 하는 종목들이 있다. 무형문화재

제19호인 ‘선소리 산타령’, 46호의 ‘피리정악 및 대취타’, 51호의 ‘남도들노래’,

57호의 경기민요 등은(서한범, 2004: 260) 전통춤 분야 지정종목 중 ‘살풀이춤’

종목이 ‘선소리 산타령’과 비슷한 개선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살풀이춤’은

각기 다른 지방에서 생겨나 보유자마다 춤이 진행되는 형식과 형태가 달라 하

나의 종목으로 보여 지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살풀이춤’과 ‘도살풀이춤’

으로 따로 명칭을 분류하여 그 맥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3) 지정 종목 발굴·선정 다양화

지정 종목 발굴․선정의 다양화를 통해 다양한 종목의 춤을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람들에게 잘 알

려지지 않은 종목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생기며 주목받지 못한 우리나라의

전통춤 중 보존해야 할 가치가 높은 춤을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

러한 부분이 가장 부족한 분류체계로는 정재무를 들 수 있다. 정재무는 총56종

이 만들어져 있지만 아직까지 일부 춤만 알려져 추어지고 있다. 이러한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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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이 다양화 된다면 우리나라의 정재무를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정재무로 현재 지정된 ‘학연화대합설무’와 ‘처용무’를 어떠한

방법으로 분류해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러한 문제에 대해 다른 분야에서 개선한 사례가 있다.

예능계열에서 각각의 종목을 하나의 번호로 묶어 지정한 사례로, 1964년 제5

호 판소리가 지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36호 심청가와 제59호 판소리고법이

각각 지정되어 많은 혼란을 초래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973년에는 심청가

를 1991년에는 판소리고법을 제5호 판소리에 통합하여 전승하고 있다. 기능계

열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1971년 제42호 악기장이 지정되었는데도 불구

하고 제63호 북메우기를 지정하였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1995년

악기장에 통합 전승되고 있어 온전한 문화유산으로써 가치가 높아졌다.(김순

호, 2011; 55) 전통춤 분야도 지금부터라도 문화재위원회의 올바른 인식을 통

해 아직까지 지정되지 않은 정재무도 같이 보존하기 위해서 정재무 전체를 한

번호로 묶어 전체가 보존․전승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전승 교육 체계 활성화 방안

(1) 활성화 종목과 비활성화 종목의 전승 차별화

활성화 종목과 비활성화 종목이 서로 상승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활성화

종목의 전승 교육방법과 지역 활성화를 통한 전승활동을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

해 나가야 한다.

① 교육적 부분

비활성화 종목에 대한 교육적 부분에서 발생한 대회나 대학입학 관련 요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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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인종목으로 한정된 문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 현장이나 대

학의 체계 속에서 해결방안을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민속학에서

는 교육적인 활성화를 위해 최근 대학원 과정에 민속학협동과정을 여러 곳에 신

설하고, 또 문화재협동과정 등도 만들어 앞으로 민속 문화에 대한 대학 교육 속

에서 그 위상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 내의 민속

학과 또는 지역문화학과의 신설을 위해 학계에서는 집약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나경수, 2004; 53).

전통춤 분야에서 비활성화 종목이 전승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활성화 종

목보다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 비활성화 종목과는 차별화가 있는 방향으로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승 후에도 보유자와 전승자 간의 지속적인

문화적 교류활동을 할 수 있는 공연문화가 성립되어야 한다. 종목을 알리기 위한

목적과 전수과정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적인 활동뿐만이 아닌 대외적으로 종목을 알리기 위해 학교 교육장이나 새

로운 문화시설 교육현장에 적극적인 참여로 종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종목 알리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전문가 위주의 교육방식이나 전승방

법의 차별화는 현 비활성화 종목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② 지역적 부분

전통춤 분야 종목의 보유자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의 가장 대표적

인 원인은 문화 활동이 서울에 집중되는 현상 때문이다. 문화뿐만이 아닌 모든

것이 ‘서울 및 수도권 집중현상’이 팽배해져 지방에 위치한 사람들과 지역문화의

형태로 자리 잡은 문화는 문화 활동을 하거나 문화적 교류를 위해서는 대도시로

이동을 해야 하는 현 시대 상황에 따라 대도시로 점점 이동하고 있다. 그 결과

서울을 중심으로 집중된 보유자와 많은 전승자들이 전승활동을 하고 있다. 무형

문화재 특성상 구전심수로 전해줘야 하는 특징으로 인해 보유자 중심으로 이루

어지는 전승활동은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갖게 되었다. <표 16>을 보



- 71 -

면 전체 기․예능 지역별 종목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에 29개의 종목이 전승활동

을 펼치고 있다. 그 중 전통춤 분야는 7종목 중 4종목이 서울에서 전승활동을 하

고 있다. 종목의 특성이 보유자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전수받은 개인의 활동은

각 지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비활성화 종목에 따른 다른 방안을 모색하여 종목

을 활성화 할 새로운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찾은 공예기술은

다른 종목과는 차별화된 방법을 통해 종목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공예기술 분야는 지역 활동을 중심으로 종목을 알리고 보유자가 일반인과 문

화적 교류활동을 하고 있다. 각 지방 도시마다 공예기술을 알리고 그 전승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는 지역 축제와 체험행사 등을 통해 관광 상품과 문화상품

으로 활용하고 있다. 종목 중 옹기장의 경우, 보성을 대표하는 녹차와 함께 지역

특화상품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샛골나이, 염색장, 나주반장은 나주시의 영산강문

화축제에 체험과 견학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일부는 문화상품으로 판매되고 있

다(위주영, 2007; 45).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역문화로서 축제가 우후죽순으로 개최되면서 지역문

화 살리기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젊은이들의 문화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부족해 지역의 문화를 알리는 자리가 일부 지역에서는 무의미해지고 있

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화와 축제에 대하여 단편적인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것

이 맥을 이어온 원초적 체험이나 동기를 전혀 체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김찬호, 2010; 185).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활성화이지만 현재까지 여러 지

역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역 살리기에 노력하고 있다. 전통춤 분야도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역의 특성을 띤 지역의식이 담긴 춤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무대화를 통한 활성화 활동을 한다면 지역적으

로 상품가치와 활용도가 높은 하나의 문화산업으로 전통춤 분야도 발전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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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수교육회관 운영 및 개인종목 설립 확대

① 전수교육관 효율적 운영

전통춤 분야는 아직 전 종목이 전수교육관이 설립되어 있지 않다. 설립된 곳도

관리․운영의 미흡으로 대중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전수교육관은 보유자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의 공간으로 만든 곳이다.

문화의 공간으로 전수교육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여러 분야

의 사람들에게 알려 대중화 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탈춤은 일반인들이 공연장이

나 일반 교육환경에서 접했던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흥미와 관심을 갖고 전승활

동을 하고 있지만 전통춤 분야는 전문가에 집중되어 일반인이 전통춤을 추는 것

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였다.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이지만

일상생활에서 가깝게 접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전통춤의 활성화 여부가 달려있다

고 할 수 있다.

둘째, 전수교육회관에 전통춤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연구생을 등록시켜 박

물관이나 미술관에 있는 큐레이터처럼 춤 설명과 실기를 직접 해줄 수 있는 전

문인이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전수교육관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전수교육회

관의 설립되는 수도 점차 늘어나게 될 것이다.

② 전수교육관의 연구시설 운영

전수교육회관에 입주하여 종목별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실과 자료실을 보유자

가 소장하여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끊임없는 연구와 전수

자와 함께 운영해 나가는 연구실 공간은 보유자가 단지 기능적인 면만을 전수해

주는 사람이 아닌 연구를 바탕으로 종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줄 수 있다. 최병식은 “무형문화재를 제대로 보존하려면 학술적으

로 연구해야 한다.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다 보니 어느 정도 단계에 가면 파급효

과도 떨어지고 연구조교나 전수자를 모으기도 쉽지 않다.” 고 지적했다. 이러한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 기능적인 답습만이 아닌 이수자들에게는 전통문화를 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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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할 길을 열어줘 자생력을 갖도록 해줘야 계승하려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설명

이다. 예전의 기능적인 전수를 목적으로 하는 전수교육회관이 아닌 보유자와 전

수자가 함께 연구해 나갈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된다면 우리의 전통춤 분

야는 보다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③ 개인종목으로 설립 확대

지정된 종목별 지역의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진주검무나 승전무는 발생한 지

역에서 지속적인 전승활동을 통해 전수교육회관이 설립되고 있다. 이에 비해 서

울에서 활성화종목으로 분류되어 전승활동이 이루어지는 승무, 살풀이, 태평무는

개인 연습실로 전수교육회관을 대신하고 있다.

전수교육회관의 설립 목표는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과 활동공간으로 활

용하기 위하여 국가(문화재청)는 시·도와 공동 부담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에 있는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과 ‘한국문화의 집’은 다른 지역의 전

수교육관에 비해서 운영 목적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 곳이다. 그 중 ‘중요무형문

화재전수회관’은 국가가 전통문화의 보존, 전승을 위해 건립한 건물로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입주시켜 전수교육, 일반인강습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보유자가 한곳에 보여 각자의 전수활동을 하면서 개인 연습실 운영할 필요 없이

개인별 연구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국가의 지원 아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종목만 입주해 있을 뿐 다른 종목들은 개인 연습실에서 전승활동

을 펼치고 있다. 전수교육회관 설립이 문화재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인데도 불구

하고 대부분 유형문화재와 관련된 시설확충에 치우쳐져 있다. 유형문화재와는 달

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경우 현대인들의 관심에서 소외된 종목이나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그 활용도가 낮아(위주영, 2007) 전수교육회관을 활성화하기 위

해서는 문화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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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의 보유자 지원 확대

전통춤 분야는 이미 많은 종목의 보유자가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의 전수활동

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유자가 고령으로 전수교육이 어려운 경우 몇몇 종목은

전수교육조교나 그 외 능력이 우수한 전수자 중 선별하여 보유자가 힘든 부분은

같이 전수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종목은 보유자가 직접적인 교육이 이루

어지는데 있어 힘든 종목도 나타나고 있다. 이미 보유자의 연령이 80세 이상이

넘어가면 신체를 통해서 기량을 보여줘야 하는 전통춤 분야의 특성상 이미 많은

부분을 할 수 없는 보유자도 발생하고 있다. 다른 무형문화재와 같은 방식으로

보유자 고령화 부분에 있어 한 두 사람의 보유자에게 집중된 전수교육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전통춤 분야에서의 종목 전승이 불투명해질 수도 있

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보유자가 사망 이전 보유자와 함께 교육을 지도했던 전

수교육조교나 전수 가능한 전수자 중 우수한 전수자를 예비 보유자로 지정해야

한다. 그래서 보유자가 전수활동을 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어 전수활동이 원활하

게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현 보유자가 사망하거나 지정 해제 되었을 경우 몇 년

동안 보유자 없이 공백상태로 두지 않고 바로 차기 보유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통해 전수활동이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종묘제례악’도 3년 째

보유자가 선정되지 않아 공백상태로 있으며, 전통춤 분야도 고령의 보유자 한 두

명이 종목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고령의 보유자에 대한 선정

및 관리 부분에 있어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는 우리의 전통춤 분야 뿐만이 아닌

무형문화재의 전망이 밝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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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목별 다양한 계보 보유자 지정 확대

보유자의 고령화와 사망으로 인해 전승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이에 문

화재청에서는 이미 지정된 보유자 외 복수지정을 통해 전승의 맥을 이어가도록

하였다. 보유자 복수인정 지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통춤 분야에서도 종목별 전

승활성화를 위해 일부 종목에서는 한 종목에 여러 명의 보유자를 지정하게 되었

다. 복수 인정된 종목은 진주검무와, 승전무, 승무가 있으며, 이외 처용무와 살풀

이도 복수인정 되었지만 보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현재는 한 명의 보유자만 남아

전승되고 있다.

전통춤 분야에서 보유자 복수인정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개인종목

중 ‘승무’를 보면 지정된 초창기 故한영숙과 이매방 서로 다른 계보를 바탕으로

전승되고 있었다. 이 후로 故한영숙의 후계자인 이애주가 보유자로 맥을 이어오

다 보유자 복수인정제도 실시 이후 2000년도에 정재만이 추가 지정되면서 故한

영숙의 계보에서 두 명의 보유자가 복수 지정되었다. 그렇게 되어 현재 승무는

故한영숙과 이매방, 두 계보를 중심으로 세 명의 보유자가 지정되어 전승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한 종목에 여러 명의 보유자로 중복 지정하는 장점은 보유자를 통해

전통춤을 대중화하는데 한명의 보유자가 있는 종목보다는 많은 수의 이수자를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단시간 안에 종목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 문화재위원인 이장열은 보유자 복수인정을 통해 한사람

만이 가진 종목에 대한 ‘전매특허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 보유자끼리 경쟁하

게 돼 무형문화재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불필요한 잡음도 막을 수 있다고 하였

다.45) 이러한 복수인정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지정된 종목의 발전이나 계승을 기

대할 수 있을 것이며, 여러 계보별 보유자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종목 명칭은 같

지만 여러 다른 전통춤이 보존되면서 전승할 수 있을 것이다.

45) 세계일보(2010,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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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복수지정은 일부 종목은 한 사람의 보유자에게 집중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어 정통성을 지닌 보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수자가 많아 춤을 전

승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대해 소병희와 진혜영(2012)은 종목당 보

유자 수의 융통성 있는 운영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어떤 종목은 계파가 여

럿이고 각 계파의 수장인 기 예능 보유자들의 우열을 가르기 어렵고 나름으로

일가를 이루어 따르는 제자군도 있어 어느 한 사람만 보유자로 지정할 경우 마

치 다른 한쪽은 정통성이 없는 것으로 오인되기도 하여 갈등을 일으키고 다양성

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의 판단에 맡겨 종목당 보유자 수

도 다르게 책정하는 융통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보유자가 여러 명이면 한 사람

의 독선을 막을 수 있고, 보유자끼리 서로 경쟁적으로 전수교육과 원형 보존에

힘을 기울여 무형 문화유산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이점도 기대된다.

다양한 측면에서 계파별 보유자 인정 제도는 전통춤 분야와 같이 전승과정에

있어 기준점이 없는 종목에서 원형 변질과 정통성에 활발한 전승활동을 기대할

수 있으며, 한명의 보유자가 아닌 여러 보유자를 통해 종목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4) 전승 운영 체계 활성화 방안

(1) 경제성장에 입각한 전승지원금 확대

보유자에게 월별 지급되는 전승지원금46)은 경제성장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

46) 제15조(전승지원금의 용도) 보유자등, 전수교육조교는 문화재청장이 제13조에 따라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을 보유자등의 해당 기·예능 전승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전수교육과 관련한 연습비 및 물품구입비

   2. 보유자등의 사무실 운영을 위한 실비

   3. 해당 종목의 전승활동과 관련한 행사비 및 인쇄물비

   4. 해당 종목의 전승활동과 관련한 출장비

   5. 해당 종목의 전승활동과 관련한 업무추진비 및 시상금,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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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원분야 지급대상

월정 전승

지원금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

교, 전수교육 지원금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금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

금을 지급할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된 종목의 보유자별 2명의

전수장학생

특별지원금

명예보유자 특별지원금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중에서

해당 종목의 전수교육을 정상적

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자로 문화

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된 자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특별지원금 보유자가 없는 보유단체

장례보조금 보유자(명예보유자)/조교

표 27. 중요무형문화재 지원금 항목

부분이 있다. 1990년에 문화부가 발족되고 오랫동안 거론되어 오던 ‘문화발전 10

개년계획’47)(1990∼1999)이 발표되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에서

주축이 되어 구상된 ‘문화발전 10개년계획’은 문화발전의 기반완성, 문화향수의

확대, 지역문화의 활성화, 문화의 주체성확립, 통일지향 문화형성, 한국문화의 세

계화로 요약된다.48)

<표 27>에 제시된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

보면 ① 월정 전승지원금, ② 특별지원금, ③ 중요무형문화재 행사 지원금, ④ 무

형문화재 보급·선양지원금이 있다. 다양한 지원금 형태로 세분화되어 지급되고

있지만 형태만 갖췄을 뿐 실질적인 보유자 전승에 관련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다. 전승지원금을 일정한 기준점에 한해

서 지원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보유자가 원활한 전승활동을 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47) “문화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의 미래지향적 좌표를 설정하여 경제발전에 병행하는 문화발전을  

 통해 21세기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민의 의지를 체계적으로 구축”.

48) 문화발전10개년계획 기본개념(1990).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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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

화재 공개

행사 지원

보유자·보유단체 주최 해당 종목의 원형을 일반에 공개하는 행사

(연1회)

무형문화재

보급선양

시·도 또는 국제행사 주최행사 주관기관의 지원신청서를 검토하

여 지원 대상 축제 및 대회 선정, 참가종목 및 대상자 선정(보유

자·보유단체·기타 전승자 등)

(2) 활성화 종목 전승운영금 기준안 재정립

전승지원금은 전승활성화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되고 있다. 종목별 활

성화 종목과 취약종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경제적 여건, 전승현황 등을 고려

해 해당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여 보유자가 전수교육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활성화종목으로 구분되는 기준점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전통춤 분야는

종목의 명칭은 같지만 춤의 특징이 다르고 종목별 보유자가 따로 지정되는 종목

에 대한 고려 없이 활성화종목으로 지정되는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

러한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기준안이 정립된다면 활성화종목 이외 비활성화 종

목도 활성화 종목과 같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지원금 형태를 변형해서 기준안을 제시하였다. ① 종

목에 해당하는 보유자별 전승현황 조사, ② 전승현황에 따른 전승지원금 실태 조

사, ③ 전승현황에 따른 전승운영금 책정, ④ 종목에 해당하는 보유자별 지원금

차등 지원, ⑤ 3년에 한 번씩 전승운영금 차등 지원에 따른 전승현황 조사 ⑥ 비

활성화 종목에 따른 전승운영금 지원 등으로 연구하였다.

이러한 기준점을 가지고 기준안이 마련된다면 차등지원 없이 종목 전체로 지

원되는 부분을 세분화된 보유자별 지원을 통한 전승운영금이 필요 없는 종목의

보유자에게 지급되던 운영금을 비활성화 종목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형태가 이루

어면서 비활성화 종목은 예전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운영금으로 전승하던 것보단

활발한 전승활동을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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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우리나라는 문화를 지킨다는 의미를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변형 없

이 온전한 상태로 지키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도화

한 것이 바로 1962년에 제정된『문화재보호법』이다. 문화재보호법은 1964년 종

묘제례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많은 문화유산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제도나 법적인 측면에서 문화재 지정 및 전승에 대한 뒷받침이 되지 못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문화재 종목으로 지정하는 과정과 해당 종목의 보유자

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과 보유자가 종목을 보존하고 전승해 나가

는 교육,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문화재 전체에서 발생되는 문제와

문화재 정책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연구하고 그에 따

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오용록(1996)은 지정과 관리 방법의 획일적인 면을

극복하기 위해 중요무형문화재 분야에 따라 관리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제시

하였다. 홍건표(2011)는 무형문화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의지를

통하여 입법화를 검토하고 교육을 통한 대중화와 인식전환을 꾀하며 무형문화재

관련 종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을 확충하여야 한다고 연구하였다. 양진환

(2009)은 무형문화재 정책을 지정 종목별 특성과 전승현황에 맞는 관리와 지원

방향을 해야 한다고 연구하였다. 그리고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의 균형 있게 발전

시켜 전승여건을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보면 주로 제도와 정책적인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

시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정책적인 측면을 바탕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지

정 및 전승에 관한 부분을 전통춤 분야 종목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과정은

종목 및 보유자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종목별 전승

현황과 전승과정 및 전승체계 등에 관한 내용을 고찰한 후 지정되는 부분과 전

승되는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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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문화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

에서 문화재에 관련한 정책적이나 제도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서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통춤 분야로 범위를 한정하

여 지정 및 전승제도에 관한 문제인식을 통한 여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중요무형문화재 전통춤 분야 지정 및 전승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4

가지의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우선, 지정제도 대한 문제점으로는 지정 과정 절차, 지정 종목 체계로 분류하

여 연구하였다. 지정 과정 절차에서는 보유자 지정 및 지정해제 기준안 문제, 보

유자 및 전승자 심사 기준안 불분명 문제, 지정 종목 기준안 불분명을 문제점으

로 도출하였다. 보유자와 전승자선정에 대한 기준안 부족으로 인한 신뢰성 하락

과 지정 종목 기준안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더딘 종목 선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

다. 그리고 지정 종목 체계에서는 지정 종목 분류체계 문제, 지정 종목 명칭 적

절성 문제, 지정 종목 발굴․선정 부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앞서 지정 과

정 절차에서 제시한 지정 종목 기준안의 부족으로 인한 연결된 문제로서 종목

체계와 해당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명칭 등은 획일화된 지정제도의 문제

점으로 제시하였다.

또, 전승제도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전승 교육 체계, 전승 운영 체계로 분류하

여 연구하였다. 전승 교육 체계에서는 활성화 종목과 비활성화 종목 전승 문제,

전수교육회관 운영 및 설립 문제, 보유자 고령화 문제, 복수인정 제도를 문제점

으로 도출하였다. 먼저 종목별 이수자 수에 따른 활성화 종목과 비활성화 종목으

로 구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교육정책적인 부분과 특정 지역집중

현상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이들 종목들의 특정 종목에 집중된 전수교육회관

으로 인한 일부 종목의 전수활동의 어려움과 현재 보유자로 지정된 사람들의 고

령화로 인한 전승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해결책과 일부 보유자의 특권을 방지하

기 위해 마련된 복수 인정제도의 보유자별 전수방법과 과정의 다른 부분을 문제

점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전통춤 분야의 전승 운영 체계

문제점으로 전승지원금 책정에 대한 기준안 문제, 활성화 종목 전승운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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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도출하였다. 전승지원금 책정에 대한 기준안이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부족한 지원금으로 인한 전승활동의 어려움을 문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활성화

종목으로 분류된 종목의 전승운영금 기준안에 있어 한 종목에 보유자가 어려 명

지정된 경우 보유자 수는 각각 책정하지만 월별 지급되는 전승지원금은 적은 액

수로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한 방식의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두 번째로, 중요무형문화재 전통춤 분야 지정 및 전승 활성화 방안에 대해 4

가지의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우선, 지정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는 앞서 문제점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토대

로 연구하였다. 먼저 보유자 선발에 있어 필요한 판단 기준 및 근거를 원형’이라

는 단어를 ‘전통적인 형태로 체득, 보존’에서 ‘종목에 해당하는 명예보유자급인

명무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전수받은 사람’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개인’은 ‘보유

자 개인이 신체적인 결함이 없이 실현할 수 있는’ 으로 개선하였다. 그리고 보유

자 인정 조사항목인 전승능력에서 전승내용에 대한 평가 부분을 따로 세분화하

여 세부지표에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 ‘해당 종목의 지도 능력’으로 추가

하여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조사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평가 기

준에서 가치수준에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단어의 모호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가치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단어로 명칭을 다르

게 하였다. 그리고 지정 종목 체계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는 분류체계 중 이미

연극분야에서 지정된 탈춤을 종목체계에서 제외시키고, 지정된 단체종목 중 하나

의 춤으로 분류되어 출 수 있는 ‘학연화대합설무’를 개인종목의 기능을 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춤의 특징과 형식, 형태가 다르지만 하나의 종목

으로 묶여 있는 ‘살풀이춤’과 현재 보유자 지정이 아직 되지 않은 故 김숙자의

‘도살풀이춤’은 명칭을 각각 분류해야 한다. 아울러 정재무 중 일부 종목만 지정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목 선정 시 임의적인 선택방법이 아닌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우리나라 궁중무용 총 56종을 한 번호로 묶어 전체가 보존․전승될 수 있

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 전승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는 전통춤 종목 중 문화재청에서 활성화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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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정된 종목과 활성화 종목으로 지정되지 못한 종목으로 나누어 교육적인

부분과 지역적인 부분에서의 현상을 토대로 비활성화 종목에서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을 제시하였다. 전수교육회관 운영에 관련해서는 특정종목에만 설립된 전수

교육관을 개인종목으로 확대하여 보유자 개인의 사비로 운영되는 교육의 공간을

국가 지원 및 관리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보유자 고령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유자 사망 이전 전수 가능한 전수자 중에서 예비 보유자 지정을 통해 해당 보

유자가 원활한 전수활동과 보유자 사망 이후의 전수 교육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종목별 다양한 계보의 보유자로 지정 확대를 통해 종목당 보유자 수의 융통성

있는 운영과 다양한 계파별 보유자 인정을 통한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전승 활

성화 교육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승 운영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은 보유자

에게 월별 지급되는 전승지원금을 경제성장 여부를 기준하여 지원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활성화 종목의 전승운영금 기준안은 ① 종목에 해당하는

보유자별 전승현황 조사, ② 전승현황에 따른 전승지원금 실태 조사, ③ 전승현

황에 따른 전승운영금 책정, ④ 종목에 해당하는 보유자별 지원금 차등 지원, ⑤

3년에 한 번씩 전승운영금 차등 지원에 따른 전승현황 조사 ⑥ 비활성화 종목에

따른 전승운영금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성과를 달성한 반면 추후 연구를 위해 부족한 부분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중요무형문화재 전통춤 분야에 보유자와 이수자를 중심으로 연구

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다. 그리고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현

실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가 보완해야할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의 미흡한 시각한 부족한 현장 연구로 인해 내용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한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았지만 전통춤 분야를 이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정 및 전승 활성화를 위해 종사하는 관련자에게 조금이

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계기로 전통춤 분야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발전된 방향으로 지정 및 전승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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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2.4.17] [문화재청훈령 제2012-258호, 2012.4.17,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3항,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24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의 공개와 전수교육에 소요되

는 비용의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전승활성화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공개"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을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이나 실연(實演)을 하는 것을 말한

다.

② 이 규정에서 "전수교육"이란 보유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을 전수받는 사람이 체득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우는 일련의 학

습 과정을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전승활동"이란 보유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를

전승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존, 계승 및 홍보 등의 각종 활동을 말한다.

④ 이 규정에서 "전승지원금"이란 문화재청장이 보유자등, 전수교육조교 및 전

수장학생에게 전수교육, 공개행사 및 기타 전승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

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 공개 및 전승지원금 지급·운영과 관

련하여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

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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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개

제4조(공개 주관) ① 보유자등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

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1회 이상 자신 또는 문화재청이 위탁한

기관의 주관 아래 그 기·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보유자등은 공개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수교육조교와 이수자·전수

생을 그 공개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공개 절차) ① 보유자등이 자신의 기·예능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보

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공개행사계획서를 작성하

여 행사일 30일 전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유자등이 공개를 완료한 후에는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제32조에

따른 공개행사 결과보고서를(정산서류를 포함한다)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6조(공개 방법) 공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 기간 : 종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유자등이 정하되, 일반 국민의 참여

와 관람이 편리하도록 한다. 다만 기능 종목의 경우 해당 기능의 핵심적인

내용을 최소 3일 이상 실연하여야 한다.

2. 공개 수준 : 예능 종목의 경우 ‘완창, 전 과장 등 전 과정을 실연하는 것’으

로 하고, 기능 종목의 경우 ‘전통기법의 실연 및 그 작품을 전시하는 것’으

로 한다.

3. 공개 주체 : 보유자등이 직접 참여하여 실연하는 것으로 하고, 보유자등은

공개 과정 중 일부를 보유자등의 지도 아래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로 하여

금 실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가 실연하는 비율은

공개 과정의 50%를 넘을 수 없다.

4. 합동 공개 : 예능 종목 또는 기능 종목은 합동으로 공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 공개에 참여한 보유자등은 각각의 공개로 인정한다. 다만 공개의

편의 또 는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종목 보

유자등을 초청하여 출연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초청한 보유자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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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 인정한다.

5. 공개 장소 : 무대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 또는 전수교육관에서 실시함을 원

칙으로 하며, 전승자 이외의 국민이 관람 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

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공개 비용) ① 보유자등이 공개 계획서를 통해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신청할 경우 문화재청장은 해당 종목의 성격·특성, 행사규모, 인원 등을 고려하

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 1월에 수립한 공개 지원계획에

따라 보유자등별로 연 1회 지원한다.

제8조(공개 후원) ① 문화재청장은 종목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보유자

등의 단독 주관의 공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보유자등과 협의하

여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공개 장소의 알선, 합동 공개 기획

및 그 진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유자등이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사전에 후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재

청 후원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9조(모니터링) ① 문화재청장은 보유자등의 공개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

다.

1.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

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

력단

② 문화재청장은 공개의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그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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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료관리) 문화재청장은 보유자등의 공개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을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보유자등의 전승활동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공개 촉구) 문화재청장은 영 제30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공

개를 하지 아니하는 보유자등에 대해서는 그 공개를 촉구한다.

제3장 전승지원금 등

제12조(전수교육) ① 보유자등은 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전수교육 계획

서에 따라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보유자등은 영 24조에 따라 이수자를 양성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이수자 대장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전승지원금 등의 지급) ① 문화재청장은 법 41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

위 내에서 보유자등이 행하는 전수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보유단체 내에 보유자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유자에 대한 전승지원금은 각 개인

에게 직접 지원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전수교육조교에게 보유자등의 전수교

육을 보조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보유단체 내에 보유

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에 대한 전

승지원금은 각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전승지원금 및

장학금의 지원대상 및 규모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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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전승지원금 등의 지급일자) ① 문화재청장이 제13조에 따라 지급하는 전

승지원금 및 장학금의 지급일자는 매월 25일로 하되, 국·공휴일 등의 상황여건

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② 보유자등,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및 전수 장학생의 인·선정 및 해제 등

과 같이 전승지원금 및 장학금의 지급 또는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월

의 전승지원금 및 장학금의 지급 여부는 해당 월 15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5조(전승지원금의 용도) 보유자등, 전수교육조교는 문화재청장이 제13조에 따

라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을 보유자등의 해당 기·예능 전승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전수교육과 관련한 연습비 및 물품구입비

2. 보유자등의 사무실 운영을 위한 실비

3. 해당 종목의 전승활동과 관련한 행사비 및 인쇄물비

4. 해당 종목의 전승활동과 관련한 출장비

5. 해당 종목의 전승활동과 관련한 업무추진비 및 시상금, 장학금

제16조(증빙자료의 보관 및 제출) 보유단체의 경우 제15조에 따라 사용한 전승지

원금의 지출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이 해당 증빙자료

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승지원금 사용 감독) 문화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보유단체로부터 제출

받은 지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전승활성화·전승취약 종목 구분)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를 그 전승실태에 따라 전승활성화 종목 또는 전승취약

종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승취약 종목으로 분류된 종목의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에 대하여는 제13조에 따라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을 상향하여 지

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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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분류된 종목을 3년 마다 갱신하여 재분류할 수

있다.

제19조(전수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 ① 문화재청장은 규칙 제24조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별표 1에 따라 보유자별로 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 종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능종목 : 서도소리, 가곡, 가사, 줄타기, 발탈, 대금정악, 제주민요

2. 공예종목 : 음식분야 2종목을 제외한 전체 공예종목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종목 중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2. 중요무형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전승하려는 사람

③ 제1항의 전수장학생을 선발 연령은 별표 2와 같다.

제4장 포상 및 제한

제20조(포상) 문화재청장은 보유자등이 제4조제1항에 따라 행한 공개 또는 전승

활동 실적 등의 내용 및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보유자등에게 예

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지원 제한) ① 문화재청장은 보유자등이 공개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

하거나 신청한 계획서와 현저히 다르게 공개 과정을 진행한 경우에는 제7조제

1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을 회수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9조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제6조에 따른 공개의 방법을 현

저히 위반하여 공개한 보유자등에 대하여는 향후 제7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보유자등이 특별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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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전승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보유단체에서 제명된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에게는 전승지원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며, 또한 해당 보유단체는 문화재청장이 그 실태를 조사하여 보유

단체에게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2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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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ethods to activate the

designation and transmission of the traditional

dance part for major intangible cultural assets

This study aims to research and analyze designation and transmission

matters in the traditional dance part of major intangible cultural assets, to

identify problems, and to present feasible methods to activate designation and

transmission. On the basis of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and

cultural asset policies, this study investigates methods to solve problems in

the designation and transmission in the traditional dance part of major

intangible cultural assets in a few aspects: the procedure of designation, the

system of designated events, the transmission education system, and the

transmission management system.

The research subject is 'the traditional dance part for major intangible

cultural assets' and data was collect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s the

primary researching method. Also, research is conducted through analyses

based on previous studies. The overall procedure of research consists of five

stages: establishing research plans, forming research issues, data collection,

data analysis, and research findings.

The designation and transmission for the traditional dance part have been

categorized into problems of the designation system and problems of the

transmission system. On the basis of this, concrete methods have been



- 95 -

researched.

Internal factors in the designation system have been categorized into

'acknowledging designated dancers and cancelling designation', 'criteria to

evaluate designated dancers and inherited dancers', 'criteria for designated

events', 'names of designated events', and 'finding and selecting designated

events' and analyzed accordingly. The transmission system has been

categorized into 'transmission of active events and inactive event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education center', 'aging designated

dancers', 'acknowledgement of multiple designated dancers', 'criteria for funds

to support transmission', and 'criteria for management funds for active

events' and analyzed accordingly.

As for the traditional dance part, dancers and events should be designated

by appropriate criteria. The designation system should be activated through

the adequacy of event names and selecting active events. The transmission

system is divided into individual events and group events but it is not

divided by administrative management and policies. Based on this, this study

argues that the education system and management system should improve

according to the properties of events and current economic trend.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expected to provide theoretical foundations

to research methods to activate the designation and transmission for

traditional dance part of major intangible cultural assets through analyzing

their problems and to contribute to feasible methods to develop the traditional

dance par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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