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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제도의 문제점과 재싼책 

-예능종목을중섬으로1) 

강정원* 

1.서론 

인터넷을 통해서 무형문화재에 관련된 기사를 검색하면 신문사마 

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년에 약 100건의 기사가 실리는 것올 볼 

수 었다. 이는 3일에 한번씩 무형문화채에 관한 기사가 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사회가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올 가지고 았다 

는 점을 보여 준다.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기본적으로는 국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시간이 지남과 통시에 무형문화재가 사회 

에서 어떤 의미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관상의 대상이 

되어서 유네스코애서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이가도 하다 

{유네스코 1998; 1999; 2000; 하워드 2000: 270). 

무형문화재 제도는 한국 전통문화의 특정부분을 일정기간 보존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1) 상기 논문은 2000년도 학술진홍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다(KRF-

2000꺼44-에000 (200-2()(배때)02)) . 이 논문을 읽고 명혜 주신 심사위원 여러 

분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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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고 전송사꺼는 데에 그 목척이 있으며 , 이률 국까권력이 법옳 흉하 

여 강제하고자 하는 데에 그 톡성이 있다. 무형문화재 채도는 1962년 

에 시작이 되어서 1964딴에 첫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선정하였다. 이 

는 한국 전통문화에 많용 영향올 미쳤으며， 현재에도 그 의미는 절대 

로 과소평가훨 수가 없다. 국까는 무형문화재에 권위와 정통성올 부 

여함으로써 무형문화재 보휴자에게 전흉적인 사회척 지위를 벗어 던 

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즉 무형문화재 재도가 전통예술의 전 

승에 종사하던 많윤 사랍들약 사회적 산분을 높여 주었던 것야다. 종 

목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는 무형l문화재 보유자의 희소 

가치를 높여서 많윤 전통 예술 종사자들이 이제는 경쟁척으로 무형문 

화재의 보유자가 되지를 원하고 았다. 

무형문화재 제도가 일제의 강압적인 문화정책에 따라 소멸해가던 

전통문화의 막올 이어 놓은 때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부장할 사 

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혈재는 이 제도에 단순히 긍정적 측딴만 

존재하지 않고 여러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잣이 

보유자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며， 전승과정에 대한 문재도 쩨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원형의 보존이 무형문화재 제도의 핵심인텍， 원형 

와 전승이 혼들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부 종목의 경우에는 전수생 

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너무 많은 전수생이 볼략서 문제가 되는 종목 

도있다. 

무형문화재 제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이 정책적 대안에 관한 연구 

로서 행정학적 연구(감병철 1987: 칙공섭 1997; 최금오 1997: 이용학 

1999)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딴구에서는 주로 딴기적인 대안이 제 

시되었으며， 장기적얀 대안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01는 무형문화재의 

개념에 대한 천착이나 무형문화재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부재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박혜준(1999)의 위도 띠뱃놀이에 대한 연구는 국 

가의 무형문화재 정책이 사랍들에채 어떤 영향올 미차고. 과도환 사회 

의 관심이 전통문화를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커는지률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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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리국과 유네스코 한국훼원회에서 사행한 공챙회 자료(1996: 

1998: 1999: 2(01)에서 발표자틀은 하나의 일판훤 의견제서에 실패함 

으로써 정책대안을 채시하지 못하고 각자의 의견쓸 제시하는 데에 그 

쳤으며 앞선 연구들과 동일하께 장기적인 대안을 채시하기보다는 단 

편적인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많았다. 무형문화재 제도는 현대국가가 

전통문화의 현실에 대한 특정 판단을 기반으로 어떤 목적 하에서 고안 

한 것이다. 그 당시의 국가의 판단과 목적에 대한 검토는 현재의 무형 

문화재 제도에 대한 대안 제시에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정책적 대얀 체시라는 복표는 기초학문올 차향하면서 사회적 현설 

에 대한 비판적 꺼리흘 두는 데에 익숙한 문화얀휴학과 민속학에샤는 

생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환국의 현실에서는 필요한 것야라고 판단하 

였다 본 연구는 무형문화재 채도의 기본개념과 정책적 배경올 검토 

하고 이 제도의 구체적 푼채점을 예농종목의 지정 및 전승 파정을 중 

심으로 살펴본다. 이룹 71 반으로 사론적 차왼에서 장기적 차원의 대 

안을 제사해 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무형문화재 정책아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차지하는 의마률 아해하고 한국 전통푼화의 보존야 한국문 

화와 맺는 연환성에 대해샤도 삼펴본다. 본 연구는 2001년에 진행된 

몇 차례의 무형문화재 보유자와의 인터뷰약 문헌연구를 통해서 수행 

되었다. 

2장에서는 예능분야 무형문화재 제도의 구체척인 분제점올 지적하 

기에 앞서 예능이라는 깨념야 한국의 전통예술분야에 적용되는 과정 

을 검토한다. 이를 흉해서 전통예술에 대한 이해방식이 기본적으로 

서양예술과 다르게 된 과쟁촬 01 해해 본다- 이와 함께 전통예술이 한 

국의 근대화 과정과 근대교육의 생립과정에서 배채되어 냐자는 과정 

도 검토한다. 3장에서는 푸형푼화채 제도가 가지는 구체적인 문제정 

에 대하여 지척을 한다‘ 지정과 전송과정 및 전승 후에 야기되는 여 

러 변화자 가지는 문제챔에 대하여 살펴본다.4장에서는 이러한 지적 

을 기반으로 무형문화재 제도의 깨선책을 제시해 본다. 차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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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무형문화재 제도률 근본척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는 근대교육이나 방송쩨계와의 접목윷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 

다고본다. 

2. 예능파문화재 

1 ) 예능 재념의 사용 

본 장에서는 예술과 예능이라는 문화분야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 

다. 전통 문화 중에서도 특정 분야가 소멸 위가에 처책 있다고 판단 

했고 이틀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으며， 이를 위한 채도가 무 

형문화재 제도이다. 무형문화재 제도에서 보호하는 종목은 크제 음 

악， 무용， 연극， 놀이와 의식， 공예기술， 음삭과 무예로 구분탑며， 이 

를크게 예능종목파자능종목으로나눈다. 

무형문화재의 분류에서 특기할 만한 것이 예술보다는 예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국어사전에는 예능은 예술과 가능을 통칭 

하거나 연극， 가요， 음악， 무용， 영화 둥을 총청하는 개념으로 나와 

았다. 동아시아에서는 예농과 예술을 동일한 와미로 사용하였지만 예 

능이라는 개념은 기원전 2천딴전에 중국의 고문헌에서 용례까 보일 

정도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 당시에는 무속적인 주숲파 점 

술， 예언 등과 관련된 신성한 능력을 의띠했다고 한다- 점차 예놓은 

학문과 지식 , 혹은 예술적인 능력이나 무기를 다루는 솜씨 둥을 가리 

키는 의마를 가지쩨 되었다. 이를 가반으로 알본얘서는 예능학융 발 

전시켰는데， 현대예술과 전승예능을 구분짓는다(서연호 1997: 11). 

전숭예능은 유파적인 전수성과 보수적인 표현방법으로 특정된다. 무 

형문화재 분류에서 사용되는 예능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분류를 기반 

으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속예농과 민속예술윷 구분하는 

이두현에게서도 발견된다. 이두현에 따르면， 민속예능은 옛부터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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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유지 전승되어서 예술야라고 부르기에는 합당치 않은 상태룰 가 

르치는데 점차 만속예능도 민속예술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 

각에서 전국 민속예술 챙연 대회로 이름지었다고 한다(이두현 1988: 

11-12) . 일본에서 벨닿한 예능과 예술의 구분에 둔 현재의 예능개념 

의 사용은 전통예술올 규쟁짓는 잣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된 

다. 즉 무형문화채 제도의 특정인 원형의 손상없는 젠숭에 대한 강조 

는 일본에서 사용되는 예놓재념(암경택 2002: 36)에서 바롯되었다. 

살제로 전승훤 한국의 예술에 창작자와 예술작품에 대한 구분이 부족 

하고 창작자나 연행자에 대한 평풍한 사회의식아 부재한 것은 사실이 

지만， 잔송방식이 반드시 근대교육채계와 엄격하게 분리되고 개인이 

완전히 부정된 것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예능종목에 옴악， 무용. 연극， 놀이와 씩식， 무예가 포함되 

며， 기능종목에는 공예기술과 읍삭을 포함된다. 음악에는 제례악， 연 

례악， 대취타， 가곡， 까사 시조의 영창， 산조， 농악， 잡가， 민요， 무 

악， 범패가 속하며， 무용에는 의삭무， 정채무， 훨춤， 민속무가 속한 

다. 연극에는 남사당놓이 가운데 꼭두각시놀융과 같은 안형극， 영주 

별산대 놀이， 봉산탈춤， 하회별신굿 놀이 등의 자변극이 속한다. 이 

외에 종묘제례악 등의 의식 및 고창 고싸움놀이 둥이 있다. 예능에 

속하는 여러 종목은 서로 연관이 떨어지지만 빼놓이라는 하나의 분류 

에 뜰어가 있으며， 동웰한 원리에 따라 전숭되어야 하는 것으로 취급 

된다. 

2) 근대화와 한국와 예슐 
한국과 뭘려 서구샤서 예술까들은 근대에 들어서면서 천재라는 명 

칭으로 사회에서 청송되었다(아르놀트 하우저 1999: 130-140). 이를 

아르놀트 하우저는 육체노동아 대한 관념과 연결시키는테， 육체 노동 

에 대한 천시가 심하지 않았던 근대 서양인들과 달리 고대 그리스나 

로마 사람출온 육체노똥올 경시하는 채변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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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가는 경멸하면서 예술작홈만 존중하였다고 한다{하우저 1999: 

161) . 

이러한 차완의 예술야해는 한국과 맥야 닿아 있다. 한국에서는 19 

세기부터 20세기 초반에 아르기까지 벼솔을 받기도 한 알부 판소리 

딴행자를 제외하고는 예쏠인들이 높운 사회척 때우를 받은 경우는 드 

물었다. 대부분의 예술얀툴온 천인에 가짜운 사회적 대접을 받았다. 

사회의 상충들은 일상적으로 스스로 예술을 생싼하고 소비하였으며， 

의례 동의 특수한 경우에만 전문예술인톨올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전문예술인들 중에서 깨인의 야름과 자신의 예술폼올 연결시까는 잣 

은일부에 한정이 되었다 

이는 또한 예술의 목적과 수단에 대한 이해， 즉 예술철학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었다. 전풍 한국사회에서 예술은 그 자체로 목적이 펴기 

가 어려웠다. 즉 에술이 여타 사회 제도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조선 

사회에서는 어려웠으며， 이는 개인과 예술의 분리까 이루어진 서구의 

근대와 차이를 가져온다. 예술 수용충에서도 서구에서는 예술자촬 천 

재라 창하면서 그 깨인올 예술작품으로부터 분려시커고， 예숨자의 능 

력을 신의 능력과 유사한 것으로 문 반변에， 한국에서는 예술가는 예 

술작품보다 훨씬 더 낮은 대접을 받았으며， 사회책으로도 많은 천샤 

를 받았다. 음악 분야에서 설제로 음악을 연주한 사람은 악공아였으 

며 산분상으로는 천민이었다(노동은 1995: 271). 일반 예인집단의 음

악인들도 가본척으로 천인으로 사회의 많은 천대틀 받았다. 

전통예능분야에서 전문적 예술가가 출현하지 않운 것은 아니자만， 

판소라 등의 일부 분야에 한하였는떼， 일반적으로 보면 음악가나 작 

곡가로 분화 발전한 서양 음악의 전통과는 달리 통합된 상태로 근현 

대로 념어 오게 되었다. 새로운 중인계충와 성장에 따라 자체적으로 

분화의 가능성을 보여 주떤 19세기 조선사회의 예술채는 일본을 흉해 

서 들어오는 서구음악파 대변하제 되었다. 서구에서 들어오는 예술은 

일본이 장악한 근대교육체계에 따라 예술로 되고， 전통사회에서 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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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던 예술은 점차 소외되어 나갔다(노동은 1995: 528). 20서l 가 초반 

에 신분제에서 챔방된 한국의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근대척 예술환 

경을 만들어 갔으나 곧 이온 일본의 주권 장악은 야률 불가능하게 하 

였던 것이다. 일본온 근대 학교 교육의 기준을 제사하였는데， 이를 

사립학교에까지 적용시침으포써 한국 전통예술야 근-대교육과 결협-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졌다(노동은 1995: 629-632). 한국 전통예술은 

자체적 발전에 따라 근대적인 예숲로 변화할 힘을 상실하고， 외부에 

서 주어지는 환경에 수동적으로 적용혈 수밖에 없었따(전인평 2000: 

380-381) . 자체적으로 끈대화뜰 수행함과 동시에 그애 따른 전흉예술 

의 위가를 보고 이에 대한 채계적 연구릎 단행한 일본파는 달리 외부 

적으로 강요된 근대화 속에서 잔통예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단행 

하지 못한 한국에서 전통예술은 아주 열악한 과정에 처해 있었다. 

일제시대에 전통 예숲씬들은 축음기니- 영사기 등악 보급에 따라 생 

겨난 대중문화계로 진풀을 시도해서 노래 분야에 있어서는 신민요2) 

등의 탄생을 가져왔지만， 고급문화로 정립닭다거냐 근대교육체계와 

접맥에 성공한다거나 하는 등의 변화는 만들어내지 못하였다(첼인평 

2000: 369-388). 일제시대애 조선전통문화에 자긍심을 부여하는 교 

육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국가의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전통예 

술은 시장논리에 내맡겨졌다. 식만지 시대에 문화자본은 전똥문화에 

그렇재 많윤 관심을 지울이지 않았다. 문화자본은 알본으로부터 소위 

‘모던’ 한 문화룹 수입하고 야식시키기에 바쨌으며， 야는 일본 삭띤정 

부와 충돌을 일으카지 않았다. 대중문화는 염재적이고 퇴폐적이었으 

며， 비정치적야었다(이영미 1998: 65-78). 모든 대중문화자 정치적띨 

필요는 없었으나 정치책 주체의 비민족화는 정치에 무관심할 것을 일 

반시민들에게 요구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전통닫화는 일반 농만들에 

게나 관심의 대상이었융 뿐， 소위 지배층에게는 관심와 대상이 아니 

2) 신민요에 대해서는 야영미(1998: 78-8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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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들은 술집에서 71 생률의 예술에 대해 여홍의 대상으로서만 

관심을 두었을 뿔， 지생예술올 그톨의 예술 그 자체로 보아주는 데에 

는 얀색하였으며， 기생플에게서도 그러한 노력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 

다. 예술올 그 자쩨로 두려는 노력은 예술의 자생성 확립에 펼수척인 

과정아나 잔통예술애서는 그러한 노력이 사회의 무판심 속에서 사장 

되어 갔다. 일제시대에 예술은 매판쩍 상충부에 의해서 서양이나 일 

본으로부터 수집되었다. 

일재시가얘 전흉연예인들 중에서 일부만 그 지역에서의 인정옳 통 

해서 전문적 연예인으로 인쩡올 받아서 생계률 꾸리거나 혹은 부률 

누릴 수 있었다. 황해도 지액의 황춤온 19301션대에도 일반인들의 인 

기를 끌어서 탈춤에 종사한 이들 중얘서 그 시절의 영광을 잊지 못하 

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 아울러 19세거부터 얀 71활 끌어 온 소리광 

대， 명창들의 경우에도 일채시기에 자신룹의 레코드률 취업하거나 하 

면서 일정정도 사회에서의 명성을 유지하였다. 하자딴 대부본은 민간 

예술의 형태로， 즉 전문척인 예술성아 떨어진 상태로 유지되었으며， 

일제약 패망과 육이오 전쟁으로 인해서 이러한 전송마저도 1950년대 

에는 찾아 볼 수 없게 된 것아다‘ 아울러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예술 

의 지위를 서양에서 뜰어온 예술형태에 불려주었으며， 야 서양여f슐은 

서구에서 발달된 교육체계와 함쩨 세트로 수입되어서 사람물에게 소 

개되었고 딴따라라고 전통예술을 멸시하던 아들에게도 모떤하고 세 

련된 예술의 이룹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전통예숨은 이런 과정에서 국가에 의해 예놓으로 바뀌게 탑었으며， 

여전히 전통척 교육쩨계 속에사 원형을 보존해야 하는 문화재가 되었 

다. 하지만 무형문화재 제도용 19세기 말에 신분철폐를 통해서도 없 

어지지 않았던 전풍예술인들의 낮은 사회적 지위훌 향상사켰으며 , 이 

들이 자긍심을 갖고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추었다. 특히 일제시기를 

통해서 그 지위가 더욱 열악해진 무당들에게 새로운 삶의 전가를 마 

련해 주었다. 이를 통해서 이들의 음악이나 춤 몽이 후세로 전책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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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아옳러 만깐의 전송방식으로만 존재하던 

만요나 농악 둥이 전문화필 수 았는 계기도 마련되었다. 무형문화재 

제도는 전통문화를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는 만틀어진 곤대의 첸통으 

로부터 엄격히 분리샤컴파 동시에 국가의 권위흉 통하여 이에 사회책 

지위를 부여하는 양면적 성격을 차니고 있는 것이다. 

3) 근대화와 무혐문확재 제도 

무형문화재 제도는 1948년에 성립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전통 

문화에 대하여 취하는 정책의 하냐이다‘ 1950년대가 되면 전통문화 

중에서 행해지던 것은 일제시대에도 일제가 어쩔 수 없이 보존하였던 

아악과 판소리， 농악， 탈춤 풍이었다. 그나마도 체계적얀 교육에 의 

존할 수 있었던 종목윤 아악 정도였으며， 나머치는 일제시대를 통하 

여 사회적 헤게모니를 가지께 된 일본음악과 서양음악에 기반한 대중 

음악에 눌려서 점차 주변화되었다. 많은 경우에는 전통 옴악인에 대 

한 사회적 멸시로 안하여 스스로 음악올 포기하기도 하였다 예술일 

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았지만 전통예술인에 대한 인식이 서양예 

술에 대한 인식보다 훨씬 낮았는데， 이는 일본 제국주의가 교육을 통 

해서 심어준 인식에 기반한 것이었다. 따라서 해방이 된 후에도 음악 

을 비롯한 예술계에서 전통문화는 근대교육체계에 편압되지 못하다 

가 1960년대가 다 되어서야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도 서양음악 

에 비하면 그 규모 변에서 비교할 수가 없었다. 서울대학의 경우에도 

서양음악은 성악과 기악， 작곡으로 나뉘어 있지만 국악은 국악과 하 

나로 개설되었으며， 교수의 숫자도 그 균형아 맞지 않는다. 한국종합 

예술학교의 경우에도 이러한 버율은 판박이하듯아 반복되고 있다. 

국가의 권위가 실려있는 교육제도에서는 전통문화가 철자하게 소 

외당하면서 국가가 전통문화를 생색내듯 ’보호’ 의 차원얘서 시작한 

것이 무형문화재 제도인 것이다(서종대 1994: 58) , 뚜형문화재 제도 

는 그 자체로 앞에서 보았듯이 적극적인 육성책이 아나라 아주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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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얀 보호책과 통제책에 볼과한 것이다 3 ) 즉 무형문화재에 포함되지 

않은 전통문화는 근대화파정의 방해물이라고 판단해서 책극적으로 

파괴하거나 해체되더라도 그에는 깐섭올 전혀 하자 않았으며， 무형문 

화재에 포함된 전통문화만 국까의 뜻에 맞추어서 통제플 하였다. 물 

론 일방척인 통제에 담긴 부정적 의미만야 이 제모에 포함된 것은 아 

니며， 이 제도에 포섭된 전통문화는 기본적으로 육성되었고， 그 푼화 

재 종사자의 사회척 지위는 많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통 

문화 종사자가 받제 된 높아전 사회적 평가차 전반적인 전통문화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었다. 무형문화재가 보호받는 사이에 

기존의 전통문화는 전근대적인 것으로 평자받으띤서 대부분 사라졌 

다. 이러한 변화된 사회척 상황윤 보호된 무랭푼화재가 존재할 공간 

을 박탈함과 동시에 사회화부터 탈백략화시컴으로써 보호도 어렵게 

되어 가는 실정이다. 이는 소극적인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좀더 

적극적인 정책이나 시민운동이 없아는 보호환 무형문화채도 그 자치 

를 평가받지 못하게 훨 것이다. 

3. 무형문화재 제도 

앞장에서는 무형분화재 제도의 이데올로기적 측변과 전통예술이 

현대사회에서 차지하는 의마나 전통예술인들의 사회작 지와에 대해 

서 포팔적인 검토를 하였다. 본 장에서는 좀떠 구체척으로 무형문화 

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냐온 문화정책의 평가에서 무형문화재 재도를 규정 

한 문화재보호법올 현상유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았다.72년부터 본격책으 

보 전통문화 보호에 량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본격적인 문화장책이 펼쳐 

졌다고 보지만! 예산 중에서 전통문화에 투자된 젓이 70%라고 하지만r 그 액 

수는 전체 예산에서 매우 미lJ]한 것이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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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정과정의 문제점 

문화일보의 2002년 I월 21일자 신문에 〈무형문화재 지정 · 체도 문 

제있다〉 라는 제하에 무형문화재 제도， 특히 지정푼제에 대한 기사가 

실란 적이 았다. 우선 그 기사얘서 본고와 관쳐l된 부분을 옮겨 보도 

록한다. 

중요뚜형문화재 제 108호 목조각장 기능보유자 인정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지난 ‘”년 확정돼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가 시작한 새 

무형문화재 제도가 내포한 문제전쓸 단적으갚 보여준다. 이번 사태 

통해 확인한 지정 좀목 및 보유자 인정 확대， 보유자 책-수안정 및 연령 

제한 폐지， 신규 안정자의 첸송지원금 풍단 1영예 보유자 제도 사행， 유 

사종목 통합 조정， 지방문화재 자정제도 강화 등올 주내용으로 하는 새 

무형문화재 제도가 지닌 ... 텐화재 전문가휠f은 이번 목조각장 사태활 푸 

형문화재 정책올 총팔하는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와 정부의 무형분화재 

정 책을 심의 · 의결하는 기꾸인 문화재 위원회 제4뿐파가 새 무형문화재 

제도를 자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빚어진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 특히 

현행 문화재 보호정책확 끈간인 지정(인정)을 쓸러싸고 물의가 빚어졌 

다는 점에서 ." 제기된 가장 판 문제점은 후보들의 71 량을 현장실사했 

던 문화재 전문위왼이 중심야 된 조사자들의 견책가 무시된 젓이디 . … 

또다른 문제정은 아무리 복수 보유자룹 인정한다고 해도 지난 %년 보 

유자로 인전된 박찬순씨에 이어 목조각장 분야에 동사에 3명이나 추가 

로 인정할 펼요가 있느냐는 것야다. 특히 야번에 대상이 된 붉교조각은 

종사장인만도 300여 병야나 되는 데서 알 수 있뭇 다뜬 전통공예 분야에 

비해 활성화돼 있다 .. ‘. 보유자로 인정도l거나 예고띈 4형 모두 기존 보 

유자 인정에서 중요시됐딘 전승 계보나 전통적인 제석-방법의 계숭 문제 

에 있어선 취약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 기사에서 문제시된 목조깎장 인정 부분은 본고에서 다루고 았는 

예능 분야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동일하재 작용될 수 있 

는 부분이다. 이 사건이 드러난 것은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무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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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의 담당부서인 문화채청 무형문화재과 서기판 사이에 오고간 편지 

가 언론에 공개되면서부터이다. 무형문화재 담당관윤 무형문화재 보 

유자를 인간말종이라고 바난하면서 무릎꿇고 사최활 것올 요구하였 

다. 그는 무형문화재 인정예고자가 자신올 무고했다는 이유로 그러한 

편지를 썼으며， 무형문화재 인정예고자는 문화재청 관리가 자신을 내 

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경찰서에 냈다고 오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야 

사건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된 부분은 앞의 기사에서도 보이풋이 보유 

자 인정의 복수재가 도입되면서 한 분야에 무형문화재 보유자자 세 

명으로 불어났다는 점이며， 이 분야가 자체적인 자생력을 갖추고 있 

으며 보급력도 있다는 점이다. 

문화재보호법 제 2조에 따르면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공 

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척， 여$술적 또는 예술적 가 

치가 큰 것으로 되어 았는데， 여기서 구체척인 명가요소가 부족한 점 

은 이미 선행 연구에서 지적훤 부분이다{최종고 1996: 67). 무형문화 

재의 지정을 위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고려되는 사항을 논의의 전깨 

를 위해 검토략 보딴，(Ï) 민족생활의 변천과 발달올 이해하는 데 도 

움이 되는 것，@ 발생딴대가 비교적 오래고 그 시대악 특색을 지난 

것，@ 형식과 기법이 전통척인 것，@ 예술상 가치가 특출한 것，@ 

학술연구상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향토적으로나 그 밖의 

특색이 현저한 것 ，(j) 소멸될 우려가 많아 문화적 가치가 상실되기 

쉬운 것 풍을 들 수 있다 (임돈희， 임장혁 1997: 97). 최종고는 이러 

한 부분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명문화될 필요가 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때하여는 선행 연구에서 면밀하게 겁토하 

지 않았기 때문에 본고에서 좀더 상세하까 검토하고자 한다 문채가 

되는 부분은 일곱가지 기준이 모두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다. 어떤 대상올 지정하고자 할 때， 하나와 대상이 이 7가지 기준을 

모두 다 채운다변 그 대상이 지정이 되어야 할 것이나， 설제로는 그 

러한 창우가 드물다. 그렇다면 우선 순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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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7가지 기준을 가지고 구책쩍인 심의룰 한다고 쨌올 때， 심의가 

문화재 전문위휠이나 문화재 위훤의 자의척이고 주판척 판단에 따르 

기가 쉽다. 학술 연구상 귀뚱한 차료가 될 수 있는 것이 예술척 가치 

를 지니지 못한 경우는 많다. 가령 부천 원종동악 통제의 경우에는 

일반 평민촌의 똥제활 연구하겨 위한 중요한 문화유산이지만， 예술척 

인 가치는 떨어자며， 소멸될 우려도 현재로서는 그형제 크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도 가령 푼화재 위훤이 학술연구의 가치흘 아주 높게 

평가할 경우에는 문화재로서의 지정이 훨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지정 

된 무형문화재에서 2번과 3번， 6번， 7번의 기준올 채우지 못하는 문 

화재도 많다. 즉 무행푼화재의 지정이 명확하꺼l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못한 것이다. 확계의 논악에 기반한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양식올 갖춘 위원들에 의해 문화재위원회가 운영되지 못하는 현실에 

서 그 자정과 인정이 우연과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았다는 점을 명문화되지 못한 볍척 기준에서 볼 수 있다. 

음악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해온 이보형의 주장을 여기서 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보형 (1996)은 무형문화재 지정심의제도에 대한 검 

토”라는 논문에서 문화재위원이 기예로 발현되는 대상올 역사척， 예 

술적， 학술적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판단하는 데에 주판성야 깨 

입될 여지가 많음을 지척하고 았다(1996: 79). 특히 그가 중시하는 

것은 보존가치에 대한 판단얀떼， 그 기준이 애매모호함은 이미 앞에 

서 지적하였다. 그의 지적올 좀더 인용해보면， “역사척 예술척 자치 

에 중점을 둔다면 궁중연헤옴악과 궁중정재는 당연히 중요무형무화 

재로 지정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 궁중연례악과 궁중정재를 중 

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이것들이 현짜 국립국악월에서 

잘 보존하고 있으니 따로 보존조치할 휠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 그렇다띤 국악완에 전승확는 궁중연례악에 처용무(중요무형문 

화재 제39호} 및 화연화대합젤무(제40호)를 중요무행문화채로 지정 

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 일본에서는 궁중음악과 무용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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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얄고 있다. 지정하려변 잔체률 지정하던지 아 

니면 전부훌 지쩡하지 발았어야 한다. 궁술의 경우에도 전통가예능이 

지만 궁술 5중기예능보유자가 많기 때문에 지정하지 않았으며 씨룹의 

경우에도 마찬가자로 알고 있다 .. (이보형 1996: 79). 여기샤 이보행의 

주장은 예술성과 학술성 및 역사성의 판단이 불탱확하다는 점에 집중 

되어 았다. 아울러 대상올 보는 관점에， 즉 학술책 연구수준에 문제 

가 있음도 아올러 지척하고 았다. 궁중옴악윷 보존하려면 그 천체를 

지정하고 이룹 국립국악원이라는 제도에서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가 

장 바람직한데， 현재에는 궁중무용에서 아주 일부만옳 지정하고 있으 

며， 아것이 보존에도 큰 장애가 되는 것이다. 궁중움악과 궁중무용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현재 학연화대합젤무의 예능보유자인 이홍구도 

통일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도 일본와 궁중무악 자정방식이 궁 

중예술전통을 잔승， 보존하는 데에 더 합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 

다. 궁중무용으로 전해지는 것이 56종인데， 이 모든 종플 각각 보유 

차를 선정해서 지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았다. 이처 

럼 한국 전통음악과 무용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분에 현재의 제도가 

불합리한 요소를 까지고 있다. 

전통성올 지니고 있으떤서 소딸가능한 종목을 선정하는 것야 71 본 

적으로 문화재 제도의 핵심인데， 소멸가능성이 없는 종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소멸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중에서 특정 종쪽만을 선정하는 

둥의 문제가 있다 이보행에 따르변 삼현육작은 지정이 안 펴고， 농 

요는 지정이 된 부분이 문제가 된다 학숨성이나 전통성 동에서 삼현 

육각야 농요보다 뒤질 이유가 없는데， 삼현육각이 지정이 닭지 않은 

것은 문화재 위원들의 주관적 판단， 혹은 이념적 딴단이 들어갔다고 

본다. 이런 부분융 문옥표(1998: 167)는 한국 문화의 대표성에 있어 

서와 편중화로 재념짓고 있다. 유교채례， 볼교의삭. 양반생활양식들 

은 그것이 굿 만큼아나 한국 문화의 정수률 이쭈는 것인데， 그에 걸 

맞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었다. 오용록은 이를 지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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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선택 방식이 임의적이라고 표현하였다. 

오용록(1996)은 무형문화재훌 휠재의 전승방법과 관련하여 다시 

분류하여 11가지로 나누었다. 용악파 춤 및 공예를 1, 2로 나누어서 1 

은 해당 종목의 보유자가 이를 생업으로 삼고， 이를 통해 어떤 방삭 

이든 사회적 급부를 얻는 경우이며， 2는 농요 · 농악 동파 같이 해당 

종목의 보유자가 그 종목올 생업으로 삼지 않고， 따라서 이것이 주수 

압원의 수단이 되지 않는 챙우야다. 음악의 경우에 종묘제례악， 판소 

리， 거문고산조， 선소리 산타령， 대금정악， 가야금 산조， 서도소리 r 

가곡， 가사， 대금산조， 대휘타， 경 71 민요를 〈음악t>에， 찬주삼천포농 

악，평택농악，이리농악，장릉농악，임실필봉농악，남도틀노래，구혜 

향제줄풍류，이리향재활풍류，고성농요，예천농요，쩨주민요룰〈음악 

2)에 분류시커고 있다. 춤의 경우에 승무， 처용무， 학연화대합설무， 

태평무， 살풀이춤을 〈춤1)에 . 진주검무와 숭전무뜰 〈춤2)에 넣는다. 

야러한 분류훌 오용록야 하는 이유는 종목의 지정문제보다는 현재의 

전승상황과 연판올 짓기 외해서인때， 현재 전숭이 잘 되는 훈야흘 1 

의 항목에 포함을 사켰다. 야련 방식율 통해서 그는 지정과 관리 방 

법의 획일적얀 변을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즉 분야에 따라 관리 방 

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보논 것이다. 음악1과 춤1의 정우에는 ‘기록’ 

이 중요하며， 음악2의 경우에는 공연과 전승맥락이 중요하다고 본다. 

1에 분류된 종목뜰은 대부분 야보형의 분류방식 중에서 개인창조 

가예능에 해당된다. 무행훈화재흘 전숭 기예능과 개인창조 기예놓으 

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의 창조성이 두드러지며， 또 어떤 사랍에 의 

해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한 창작품얀 경우에 이를 무형푼화재로 지정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제가된다. 이는 유파 및 계보의 문 

제와 연관이 화며， 따라서 채얀이 만든 창작품일 경우에 그 당대에는 

지정할 수 없다는 이룬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딴 현재 이러한 기준도 

흔들려서 아쟁산조의 경우에는 아쟁산조를 만든 당사자의 경우에는 

보유자로 지정을 하지 않았으나 강백천류 대금산조의 정우에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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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하였다. 

이런 문제를 면밀하깨 검토한 것이 김용운(19%)의 논문이다. 이에 

서 김용운은 각 분야 별로 유파인정과 개인종목지정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제 1호인 종묘제례악은 의혜분야로 분리되어 제56호로 지정된 

종묘제례의 알부로 거행되던 의식융악인데， 성악， 판악， 현악， 타악 

이 어올려 연주되는 합주꼭이며， 개인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2000년 

에 보유자의 신챙으로 단체종목으로 변경되었다. 현재는 성쩡련올 대 

표로 종묘제례악보존회가 구성되어서 단체종북으로 인장발았다. 이 

는 처용무， 학연화대합설무， 펴리정악 및 대취타 풍의 종목에도 적용 

이 된다. 대금정악 등의 지정에서 김용용은 합주에서 하나의 악기만 

을 지정하는 것에 문제률 제기하고 있다 태취타 풍도 동일한 푼제 

지니고 았는데， 이는 2000년애 단체종목으로 자정되띤샤 형삭적으로 

는 해결이 되었다. 하지만 보유자 지정에서 그 수를 제한함에 따라 

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유파별 지정이 

문제가 되는 것이 가곡， 가사， 판소려 동인데， 가곡 동의 정악환야는 

가사 종목만 제와하고는 기본척으로 단체 종목에 속하는 것이야서 단 

체종목으로 지정되논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았다. 가사나 가팍에서 

얘러 명이 유화별로 얀정판 것으로 되어 았으나 유파를 인정하기 어 

렵다고 보고 있다. 여타 분야에서도 그는 가본적으로 유파 인정을 하 

여 여러 명의 보유자률 두는 현 저l도에 푼채자 있다고 보고 있다. 특 

히 서도소리， 경기민요， 선소리 산타령의 창가 분야에서 유파는 인정 

되기 어려우며 섬차어는 단체종목의 성격옳 가지고 있다고 보고 았 

다. 다만 산조와 판소리에서는 유파를 인쟁활 수 있지만， 이롭 개방 

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았다， 무용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통합되어야 할 종목들올 제사하고 있는데， 승무， 태평무， 

살풀이춤 동은 민속무용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보며， 처용무와 학연 

화대합설무도 통합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상에서 여러 학자들이 제가한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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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문제로 지작이 되는 것운 기본적으로 종목 선정의 불균형파 암의 

성이다. 이는 김용운파 운옥표， 이보형 동 모든 학자틀이 지적올 하 

는 부분으로서 전통 사대부윷의 문화와 지방에셔 행해지는 부분률이 

빠져 있다고 보고 있다. 대표척인 것으로서 유교제폐， 시조창， 한문 

성독 동을 들 수 있으며， 앞아서 이미 나왔지만 삼현흉작 뚱도 이에 

포함된다. 이는 무형문화재틀 자정활 당사에 학자나 판리들의 아해 

수준올 반영한다고 보인다. 그 당사에 전통문화에 대한 체계척인 이 

해가 부족해서 민족문화가 자배계층의 문화， 펴지배계충의 문화， 지 

방의 문화로 나눌 수 있다는 인식(장철수 1996) 아 부족했다. 전통문 

화를 이런 방삭으로 체계쩍으로 논려를 세워서 파악했다면， 무형문화 

재의 종목 선정야 특정 계충이나 종목에 치우치는 것을 피할 수 있었 

을젓이다. 

아울러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의 선정에 있어서도 그 종목에 대한 연 

구가 부족했던 결과， 대부분이 단체종목으로 선정되어야 활 것을 개 

인종목으로 선정하는 살수훌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용운의 지적 

처럼 1960년대나 되어서야 일본의 영향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유파4) 

라는 개념을 동원해서 일일이， 노래별로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선정하 

는정책은서양얘서 본다면 모차르트의 소나타별로 특정 오케스트라 

를 지정하는 것과 통일하다고 보인다. 유파라는 것은 모든 사함들아 

인정하듯이 개인 작폼이며， 이는 그 종목아 유파룰 닿올 정도로 발달 

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쪽 소멸가능성율 국가에서 문제시하여 무형문 

화재를 지정하였다떤 다양한 유파가 존재하는 판소랴나 산조 등은 지 

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아옳러 궁중문화에 대한 아해의 부족이 하나 

4) 한국에는 전통옴악인의 성장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양식을 갖는 것이 펼수적 
으로 요구되었기 때문에 악파 깨념이나 일본의 이에포토 스타일의 음악책 계 

보는 1960년대 초까지 한국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이병왼은 이러한 교육방식 

의 변화에 무형문화재 재도와 오선보륜 중심으로 한 교육제도가 기여활 하였 

다고 본다. 이병원 2때0: 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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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틀올 이루는 궁중문화훌 해체하는 결파톨 가쳐왔다고 보인다. 아 

울러 체계적인 선장기준옳 반드는 데에도 실패하였으며， 연판생야 있 

는 것올 산발적으로 늘어놓는 데에 그치고 있다. 

2) 전승， 보급 및 전승 후의 문제 

문화재보호법 제24조(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따르면 국가는 전 

통문화의 계승발전올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 육생하고，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논 전숭 · 보존올 위훌썩 그 보유 가 · 예능 

의 전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잔수교육과정을 한양명 (1996)은 전숭 

과 보존의 변종법적 상호딴계 속에서 파악하는데， 보존에는 전승이 

필요하며， 전승은 또 보존올 필요로 한다. 전숭꽉쩡은 교육과정인데， 

무형문화재 제도의 특정은 무형문화재의 전승윷 끈대식 교육으로부 

터 분리사키고 있다는 점이다. 무형문화재 재도가 없는 북한의 경우 

에는 근대화된 교육체계 속으로 전통문화교육훌 포함시카고 았는데 

(최공섭 1997: 31--41) , 한국의 경우에는 학교활 통한 무형문화재， 즉 

전통문화에 대한 판대교육보다는 무형문화재 스스j료 하는 교육에 더 

치중하는 점이 특정이다. 

예능분야의 교육도 여타 분야와 통일하게 기본적으로 보유자-전수 

교육보조자-전수자 순으로 01루어진다. 하지만 1994년 법규 깨정시 

에 경파조치의 하나로 아전 제도상의 지위를 인정히였기 때문에 실제 

로는 보유자-보유자후보-전수교육보조자-(이수자)-전수자의 4(5)단 

계로 아루어져 았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17호인 봉산탈춤의 인터넷 사 

이트에서 자신들의 조직올 소재한 것을 보떤 여!농보유자 4명， 전숭교 

육보조자 2명 , 이수자 24명 , 전수자 9맹 등으로 표시를 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기존에 이수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똘아 아직도 여러 이유에 

서 이수자의 직위활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조교나 보유자후보의 경 

우에는 현재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서서히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예능 분야에서는 천수지-가 되는 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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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아 걸리지만， 전수자에서 전수교육보조자가 되는 데에도 많운 시 

간이 걸환다. 평택놓악의 경우얘 준회원으로 1년옳 교육받은 후에 정 

단훤， 즉 전수생이 되지만 첸수생으로 3년이 지나야 이수자(전수교육 

보조자}까 될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치 전수 

교육보조자가 되는 껏온1 아니다. 이것이 물론 전업요로 예능종목올 

배우는 사랍에재 해당되는 사실은 아니다 이것윤 부업 내지는 직업 

으로 다륜 알올 하면서 일옳 배우는 사랍들에게 혜당되논 것이지만， 

다론 일이라고 하더라도 빼놓파 전혀 무관한 일에 종사하는 사랍들은 

드물다. 이렇게 전수훌 받더라도 이수자. 즉 전수교육보조자가 되고， 

보유자가 확는 것은 너무 먼 길이기 때문에 평택놓악이나 봉산활춤 

동의 단체 연회 종목의 갱우에는 전수생옳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현재 평택농악에는 3명약 전수생이 있올 뽕이다. 

실제 교육과정올 들여다보면 일주일에 교육 시깐이 그렇게 많지 못 

한 것이 현실이다. 생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씩 교 

육을 하더라도 그 시간도 향상 맞추지 못한다. 가장 론 교육의 현장 

으로 실제 공연을 들고 었는데， 버중이 낮은 공연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중요 역할쓸 맡아서 하는 방식으로 교육올 한다고 이야기한 

다. 학교에서 하듯이 집중쩍인 교육야 이루어자지 못하거 때문에 가 

량이 늘어나는 데에 사간이 많이 필요하게 된다 아울러 교육을 집중 

적으로 받가 휘한 재정척인 자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현재 

지원되는 금액의 액수가 부족하다. 아는 현재 무형푼화채 제도까 야 

주 적온 금액으로 문화재와 지정에만 초점올 둔 채도라는 점에 자인 

하는 젓이다. 국가에서는 지원해야 한다는 명목적얀 언급만윷 하고 

있을 뽑 실제로 지원되는 급액윤 교육이 이루어지기에는 부촉하다. 

하지만 모든 예능분야에셔 사정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예능분야에 

서도 소워 개인종목에 축하는 무용아나 음악에서 전수생이나 이수자 

의 수는 매우 많으며， 보유자의 지위도 여타 종목보다 높아서 대확교 

수의 경우에도 보유자가 되기 위해서 심사훌 신청하한 실정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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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지위가 대학교수보다도 높다는 것올 발해 준 

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야라는 근대교육기판과 무행문화채 종쪽이 결 

합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학생틀의 경챙이 존채하는 대학이라 

는 교육기관에서 무뺑문화재 종목이 교육되면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의 지위가 더 높아졌으며， 이수자라는 명창만으로도 학훤용 차리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수자의 모든 뿌분올 흉제활 수 았 

는 보유자의 권력이 그 조작 배에서 더욱 강해진 젓이다. 아융러 이 

는 필연적으로 이수자 선쟁에 불필요한 잡음파 부정부패률 낳았다. 

이렇게 양산된 이수자 중의 많은 이률은 훤행의 전숭이나 보존 및 발 

전에 큰 관삼이 없고 생업의 수단으로 자격중이 필요했던 첫이다. 

개인 예능 종목의 경우에 실짜로 자신의 종목보다는 여타 종목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다. 이플 전통문화의 특성상 바람직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도 있으나 본인와 생각으로는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고 생각된다. 그 종목올 실제로 교육시키고， 천송하는 데에 시간의 

대부분을 투자하지 못한다면 보유자에서 해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이러한 전승교육외 난맥상은 앞에서 지적하였지만 선정과정에서 

의 문제점들때문이다. 

원형의 유지는 무형문화재 제도의 근간을 이루눈 부분 중의 하나이 

다. 모든 전승활동과 공개발표에서 원형의 유자는 중요한 섬사대상이 

다. 하지만 환재의 전총파청은 원형유지와 거리가 있어서 일년에 한 

번씩 있는 공개발표에서도 그 종목이 지정되었올 당시의 원형올 채현 

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 외의 발표에서는 주최자의 요챙에 따라 단축 

이나 변형이 이루어진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문화재연구소에서 원형 

보존음 위해서 촬영한 경우를 채외하고는 원행대로 공연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공연에 펼요한 소품의 경우야도 많은 변화가 야루어졌다. 

탈의 경우애도 많은 경우에 꽁연의 면리함융 위해서 작아졌으며， 공 

연복의 경우에도 책강이나 옷감에서 변화가 일어났음을 다들 인정올 

하고 있다. 진도 씻김굿의 경우에는 종교의례에샤 예능 위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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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무대씻김굿화하고 았다(박미경 2000) . 이런 측면에서 본다 

딴 무형문화재 재도는 전쩍 생공한 제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윷 극북하기 위혜서 훨요한 것이 첼저한 기록화이다. 

현재 푼화재연구소에서 기록화자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법책인 

강제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오용확(1996)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수 대상과 기록 대상옳 구분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아는 일본에 

서의 ‘선택’과 통일한 발상으로서 원형의 보존에 팔수쩍인 제얀으로 

샤 기록 대상으로 선정훤 무형문화재는 원형의 파손이 펼연적으로 일 

어나는 전수대상에서 해저f해야 한다. 더 나아가 언정과 지정의 의미 

를 바꾸어서 인정을 확대하고 지정의 경우에는 제한척으로 시행하여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화설한 전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얀 

한다. 이는 현채의 무형문화재 제도의 개선에 중요한 제안으로 생각 

된다. 무형문화채 지정의 획일성으로 인하여 무형문화재 지챙이 그 

끈본 목척융 채우는 대에도 설패환다면 근본적인 깨혁이 훨요한데， 

기록 대상으로서 무형문화재와 전수 대상으로서 무형문화재외 구분 

은 그에 펼수척이다. 아올러 전수 대상으로서의 무형문화재는 국가에 

서 근대교육체계 속으로 척극적으로 포섭해야 한다고 보인다 

4. 개선책 

식민지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전통문화가 단절된 한국어!서 무형문 

화재 제도는 가장 소극적 형태의 전통문화 보호책으로 본고는 보았으 

며， 1960년대부터 시작된 근대화의 무자비한 전통문화 파피에 대한 

생색용 문화정책이라고 판단하였다. 야러한 l명 7}에도 불구하고 긍정 

적인 측면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무형문화재 제도는 국가의 권 

위를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의 위상을 일정부분 끌어올리고， 과거에 

천인신분으로서 사회의 천대를 받던 전통연예인집단의 사회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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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격상시킴으로써， 조선시댐의 신분제의 억압 하에서 힘들게 전통예 

능을 유지해오던 전흉연예웬집단용 자휴활꺼} 만훌었다. 쪽 전흉띤예 

인에 대한 사회적 신분의 체약윷 혜소하는 태에 일쪼하였다(박미경 

2(00) . 또한 화석화팬 문화채0171는 하지딴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창 

조가 가농한 기률은 다졌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무형문화채가 목표포 하는 전통척 훤형용 학술적 연구의 부 

족과 천문인력의 부쭉 뭉으로 인하여 제대로 복원하지도， 천숭하지도 

못하였으며， 원형의 존채와 이의 창조척 계송에 필수척인 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판중옳 보호하는 때에도 설패하였다. 국가는 근대화 

파정에서 판중의 확보률 의도척으로 방가하였다고 생각이 된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갈은 점옮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재 개념율 문화휴산이라는 좀더 광의의 깨념으로 바꾸기 

위한 학푼적 연구가 펼요하다. 이 연구훌 통혜서 문확휴산옳 어떤 방 

식으로 분류훌 하는 첫야 한국 문확률 보존하여 인휴푼화에 기여를 

하는 것씬지에 대한 쩔론올 헨어 낼 수 있옳 젓이다. 현재외 무형문 

화재는 일체시대에 상업확얘 성공랴였다가 해병· 후에 쇠퇴한 문화재， 

농만들에게서조차 잊웹진 상태로 존재하다자 화자뜰의 노력으로 재 

구성된 문화재， 실제로 전숭되어 온 문화재 동이 뒤섞여서 존재하고 

있다. 이를 기본적으로 재분류를 하여야 하며， 이 분류를 위한 연구 

가 될요하다. 이러한 분류는 전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를 가져 올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개념과 이론도출융 꾀해야 

한다. 현재 상태의 햄젤식 처방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전통문 

화의 확립과 창조척 발전을 야룰 수 없다 

둘째， 체제성의 부족은 앞에서 지적하였지만 종목 선정방법파 분류 

방식 동에서 많은 문제훌 일으켰다. 이는 현짜의 전송파정에 영향올 미 

쳐서 종목별 불균풍밸천융 컬파하였으며， 무형문화채 재도가 꾀한 전 

통의 고정척 보존마저 못한 채 사라지는 종목마저 발생하고 있다. 따라 

서 창조적 발전의 양상옳 보이는 종목은 해제흉 하여야 하며， 천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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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목은 전폭적으로 지원올 하여야 할 것이다. 

세째， 기록대상으로서의 lf-행문화째와 전수때상으로서의 무형문화 

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는 현재의 천수교육이나 지청 동에서 발생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똘따구가 된다. 아울러 문화의 활맥확 

화에서 비롯되는 천수교육의 문제훌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지 

록대상으로서의 무형문화재는 대폭 확대 인쩡하여서 철저한 가롬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전숭대상으로서의 푼화재는 철저한 조사와 

고증 위에서 지정되어야 하며， 지정화었을 경우에는 전숭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국가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하지반 중요한 것은 국가가 

이제는 전승와 주체가 아니라 보조자로서의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지정의 경우에 문화재의 맥락을 충실히 반영하여서 개인보다 

는 단체지정을 확대해야 하며， 수용자충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져야 

한다. 수용총없는 문화재란 현재에 존재하는 푼화채가 아닌 것이다. 

수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확대상으로 전환을 시카는 것이 타당하다. 

수용층이란 문화채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보존해가며， 발전시키는 

또 다른 주체이며. 이들에 대한 고력가 펼요하다. 기존에는 문화재의 

자정에만 몰두하였다면 이제는 이를 즐기고 향유하는 층도 지정플 하 

여야 하는 것이다. 놀이나 의식의 경우에도 이러한 놀이에 참여할 공 

동체를 통사에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연예인들에 의한 종목의 

경우에도 지정하였다면， 이 종목이 관객과 접할 공간을 좀더 적극적 

으로 확충하고， 일반시민들에 대한 교육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본적으로 현재의 무형문화재 제도는 근대교육이나 방송 

매체와 연관없이 전통도제 체제로 전숭을 사도하게 하는 것으로서 한 

국현대사회의 교육체계에서 외로운 섬과 같은 위치를 차지한다(정화 

영 1972: 149). 사회에 필요한 모든 지식들은 일본과 미국에 의해서 

도입된 근대교육체계의 대상이 되었으나 전통문화재는 문화관광부의 

관리대상으로 존책한다는 것은 전통문화에 대한 차별에 지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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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과갑하게 수정하여 모둔 문화재 종목들이 공예학교냐 전통 

문화학교 동의 각종학교툴 롱해서 체계척으로 전숭되도록 해야 하며， 

단체 종목의 경우에도 전문학교냐 경우에 따라사는 그 종목이 속한 

지 역사회의 맥락에서 보존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닿하다. 더 나아가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교육 전숭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빡， 초중고동화 

교약 도움을 받아서 시행되어야 한다(정화영 1972: 147) , 아울러 대 

학애서 전룡예술이 서양예술과 동둥한 대접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 

다. 전통 문화를 기록하고 해석하며 체계화하는 것이 한국 대학에게 

부여된 사명 중의 하나아기 때문이다 

여섯째， 아울러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이지만 공영방송의 경우 

에는 적어도 하루에 일정시간 이상을 전통예술에 할깨를 하얘서 수용 

층의 확산을 꾀해야 한다. 수용충의 확산없이 무행문화재의 겨l숭발전 

은 생각할 수 없는 것야기 때문아다. 이는 무형문화재라는 소극적인 

전통문화정책에샤 좁더 적극적인 전통문화정책으로 나자는 지름길야 

될것이다 



무형문화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163 

참고문헌 

강원회 

1992 r예천통명농요Jl. 예환 통명농요 보존회. 

김병철 

1987 i'전통문화예술의 관리체제에 관한 연구 - 무형분화재의 관리를 

중심으로J.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영운 

1996 “음악 · 무용분야 전숭유파의 성격과 인정 범함에 관한 검토 .. 

김진송 

『중요무형문화재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J!. 한국정신문화연구원， 

91-114 

1999 w서울에 딴스홀을 허하라J. 현실문화연구. 

김춘미 

1999 w한국 음악학의 사회사적 구조Jl. 시공사. 

노동은 

1995 w한국근대음악사J. 한길사. 

로이스， 안야펴터슨 

1994 w춤의 인류학J. 미리내. 

메리염A.P. 

2001 w음악인류학Jl. 한국문화사. 

문옥표 

1998 “무형 문화재의 보존 : 한국제도의 재평 가.. r무형 문화재 보존올 

위한 제 1차 유네스코 국제연수 워크양J. 유네스코. 165-169. 



164 강정웬 

박미경 

2000 “한국 굿음악의 변화연구: 진도 씻김굿을 중심으로" ú"음악과 문 

화.1 3 :9-33. 

박혜준 

1999 i'문화정책과 전통의 재해석 <ij ， 서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영동 

1996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시 전승자 선정기준과 조사방법의 개선방 

안" i'중요무형문화재 효율척 관랴방안 연구J ， 한국정신문화연 

구원 , 179-203. 

송방송 

1998 ü"한국 음악학의 방향.1， 예솔. 

서연호 

1997 IF한국전숭연회의 원리와 방법.~ , 집문당-

서윤석 

1984 ‘’중요무형문화재 보존 20년" i'문화재 J 17 , 229-246. 

서종대 

1994 1"한국 전통문화정책의 형성과 특정에 관한 일 연구 -60년대 아후 

무형문화재 마당종목을 중심으로 . .J], 서올대학교 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산은회 

1998 “민속예술경연대회의 실태와 문채점 , 한양대학교 대학원 문화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심우성 

2001 c"한국전통예술개론.1， 동문선. 

오세탁 

1996 “일제의 문화재정책-그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 『문화재.JI 29: 
255-276 



무형문화재 채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165 

오용록 

1996 “놀이 · 연회분야 전숭휴파 지정의 검토" IT'중요무형문화재 효율 

적 관리방안 연구.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17-126. 

이두현 

1988 “한국 민속예술의 본질과 그 사회적 가능-특히 만간 연회률 중심 

으로" 임재해 펀 『한국의 만속예술~， 문학과 지성사， 11-17. 

이병완 

2000 “서 구의 오선보와. 한국의 음악판행 에 끼 친 그 영 향." IF동양음 

악~ 22:97-102. 

이용학 

1999 IT'무형문화재 전숭 · 보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J ，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마 

1998 i'한국 대중가요사01 ， 시공사. 

이보형 

1996 “무형문화재 지정심의제도에 대한 검토" ~'중요무형문화재 효율 

작 관리방안 연구01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77-88. 

임톤회 · 임장혁 

1997 “중요무형문확찌 보존 전숭의 과제" IF문화재J 30: 93-108. 

장사훈 

1985 r최신 국악총론.1， 세광음악출판사. 

장철수， 

1996 “무형문화재의 성격과 처뼈r ， r중요무형문화재 효올적 관리방안 

연구J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47. 

전경수외 

2002 Ir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문화이론파 정책적 실천에 

관한 연구.1， 한국학술진홍재단. 



166 강정훤 

전인평 

2000 i'새로운 한국음악사J. 환대옴악출판사. 

정문교 

2001 i'문화재행정과 정책J. 지식산업사. 

정재훈 

1985 “문화채위원회 약사" Ii"문화재 J 18: 1-18. 

정화영 

1972 “우리나라 국악육성의 문제점과 개선책" Ii'문화재 J 6: 144-164 

최공섭 

1997 Ii'무형문화재 보호 정책 연구J.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완 정책학과， 

석사학위논문. 

최금오 

1997 i'무형문화재의 효율적인 육성 방안에 관한 연구J. 동국대학교 문 

화예술대학원 불교예술문화학과， 석샤학위논문-

최종고 

1996 “무형문화채제도의 법적 검토" r중요무형문화채 효율적 관리방 

안 연구J. 한국정신문화연구원 .51-73. 

표인주 

2000 “무형문화재 고싸움놀이의 변이양상파 축제화파정" Ii'한국문화 

인류학J 33(2): 111-137. 

하우저·아르놀트 

1999 Ii'문학과 예술의 사회사J. 창작과 비평사 

하워드· 키쓰 

2000 “남도 들노래: 잔도의 무형문화재" i'비교문화연구J 6(2) :269-

280 

한양명 

1996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쩌계의 검토" i'중요무형문화재 효율책 관 



무형문화재 제도의 문제점과 개싼책 167 

리방안 연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55-175. 

Bawnan, Richard 

1992 ÞòlkJore, Cμltural P빼ormα!nces‘ αnd P，때씨'ar Eηtel'tainr.ηents， New 

York: Oxford Univ. Press. 

유네스코 

1998 , 1999 , 2000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제 1차 유네스코 국제연수 

워크양. 

문화채청 

2000 문화채 위원회 회의 

문화일보 

2002/01/21 , 23 , 25일자. 



168 7J1J~ 

<Key concepts): Tradition, Modernizat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ulrural 

Policy, Performing arts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Policy for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n the Performing Arts-

Jeong-W<m Kang 

This article aims to improve the policy for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rough analyzing various problems that are found in the designation and 

preservation process.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law in Korea was 

first promulgated, as Law No. 961 on January 1 0. 1962. It stated purpose 

was to ensure the traditional fonns of Korean culture would be preserved or 

revitalized. It is normally recognized as active action for the preservation. 

However, I think it is a very passive policy that only protect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that were designated. 

To solve many problem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olicy, the 

systematic studies of the traditional culture is needed. Secondly, in the 

modern education system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ust be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irdly, the mass media has to 

play a more significant role to protect it. Without these comprehensive 

efforts the traditional heritages of Korean culture will disappear before 

l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