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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may not be palpable, yet it is broad reaching 
while spanning cultures and has been handed down throughout the history of 
humankind. It is also the living heritage that represents diverse cultural expressions 
and has been the mainspring of community identity and community spirit throughout 
humanity.

Despite this significant value, ICH has encountered transformation and 
disappearance due to rapid urbanisation, industrialisation as well as globalisation. 
Recognising these circumstances, various efforts are being made to safegu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ased on the mandate of UNESCO. Within this context, 
the approval of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to be 
established in the Republic of Korea holds great significance in its timeliness.

This publication consists of the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from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ow 
to Apply Information and Networking organised by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in November 2009.  It is my hope that this will serve 
as a foundation for the activities of the new category 2 centre and provide a valuable 
resource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issues within the field of ICH.

Finally, 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 thanks to Mr Yi Kun Moo, 
Administrato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Korea and his staff who have 
supported the establishmen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In addition, I want to thank the President of the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and his staff who provided us with total support. Also my special thanks 
go to Mme Cécile Duvelle and Mme Noriko Aikawa from UNESCO, Professor 
Dawnhee Yim, the conference presenters, discussants and everyone who was involved 
in the production of this publication. 

Seong-Yong Park, Ph.D
Executive Direct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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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Mr Kim Chan, Deputy Administrato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Mr Seong-Yong Park, Executive Director of the Intangible Heritage Center for 
the Asia and the Pacific, Ms Dawn-hee Yim, Chair of the Advisory Committee 
for the Center, Ladies and gentlemen, dear friends and colleagues,

would like to start by thanking the author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organisers of this conference for having invited me as a keynote 

speaker. As Chief of the S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UNESCO 
and Secretary of the 2003 Convention, and as a representative of UNESCO, I 
am honoured to deliver this presentation at this important conference. 

I find that the organisation of this conference is particularly timely because 
we can say that the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finally become fully operational after the fourth ses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in Abu Dhabi concluded just one month 
ago. During the session, the Committee inscribed for the first tim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lements on the Lists of the Convention, selected good 
safeguarding practices, and also approved requests for international assistance 
for safeguarding activities. It is an opportune moment for us to reflect on the 
first three years of the Convention’s operational life since 2006 and take stock 
of lessons learnt. The conference is also timely because of the selected theme: 

Prospects and Challenges in the Field of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t the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Cécile Duvelle
Chief of the Intangible Heritage Section

UNESCO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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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apply information and networking’ for the safeguarding of this heritage 
is indeed a question we should ask ourselves given the increasingly globalized 
and information-based world in which we live. 

After briefly recalling the context of the birth of the 2003 Convention, 
I will discuss the work undertaken leading up to the fourth ses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eld in Abu Dhabi, United Arab Emirates, from 28 September to 
2 October 2009 and major outcomes of the Committee session. I will then 
present prospects and challenges in view of the completion of the first cycle of 
the Convention’s operational implementation.

§

As many of you know, UNESCO adopted in 2001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The Declaration is significant because it 
raises cultural diversity to the level of ‘the common heritage of humanity’, ‘as 
necessary for humankind as biodiversity is for nature’, and makes its defence 
an ethical imperative inseparable from respect for the dignity of the individual. 
The Declaration insists on the need to preserve cultural diversity as a living, 
and thus renewable treasure. This treasure must not be perceived as being 
unchanging heritage but as a process guaranteeing the survival of humanity, 
as well as to prevent segregation and fundamentalism which, in the name 
of cultural differences, would sanctify those differences and so counter the 
message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wo years later, in 2003,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as adopted, placing emphasis on the equal 
recognition of expressions and traditions with no hierarchical distinctions 
among them. The Convention is a response to the crucial need to protect living 
heritage in the context of a widespread awareness of the possible threat posed 
by contemporary lifestyles and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Among UNESCO’s 
normative instruments in the field of culture, the 2003 Convention is therefore 
one of the major instruments for the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Since 
many of you are already very familiar with the 2003 Convention and its 
mechanism, I will not dwell on what you already know. But let me briefly touch 
upon some essential concepts of the Convention. 

The Convention focuses principally on safeguarding activities and the 
exchange of good practices, rather than the listing system. As stipulated in its 
Article 1, t has the following four primary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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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ensuring respect for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concerned; 
• raising awareness at the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of the 

importanc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ensuring mutual 
appreciation thereof;

• and providing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ssistance. 

We are often asked what intangible heritage is. Despite the fact tha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as old as Humanity, this expression is 
relatively new in the scientific vocabulary, and many people try to identify 
it in comparison with tangible heritage, and attempt to give it an ‘objective 
definition’, with clear boundaries and description. The Convention takes a 
broad view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practices, representations, 
expressions, knowledge and skills – including the instruments, objects, 
artefacts and cultural spaces associated with them – that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recognise as part of their cultural heritage’ (Article 2.1). 
This last phrase is crucial, as it gives the community and the practitioners 
the central role, including the power to give, or not, value to their own 
heritage. It is in fact given the communities the ‘subjective’ role of defining 
and recognizing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is is why the notion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embodied in the 1972 Convention has been 
excluded on purpose from this Convention.

That is very original, as it puts outsiders or experts in the position of 
witnesses or supporters of this heritage, but in no way in the position of those 
that can ‘scientifically’ decide on what is, or what is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is therefore very far from what happens in other forms of heritage. 
To every community or group, each element has its value that cannot be 
compared to other communities’ heritage. Thi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constantly recreated by communities 
and groups, in response to their environment, their interaction with nature, and 
their history, and provides them with a sense of identity and continuity. That 
is why we say it is a ‘living’ heritage. As a living phenomenon, it must continue 
to be actively produced, maintained, and transformed. Sometimes it is also 
abandoned because it no longer has functions for the communities, and we 
must accept it as being part of a normal step of the life cycle. Not al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an be maintained as ‘living’, and there is neither any notion of 
‘authenticity’ applicable to this heritage, as can be the case for tangible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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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xample, for this very reason. It is traditional, contemporary and living at 
the same time: it does not only represent inherited traditions from the past but 
also contemporary rural and urban practices in which diverse cultural groups 
take part. This approach, I must underline, is very forward-looking, placing 
culture at the very centre of the process of development.

The Convention does not provide a definition of communities because it 
recognizes that communities have an open character, not necessarily linked 
to specific territories. But the communities must be actively involved in the 
identification and definition of their ow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well as 
in its management since they are the only ones who create, recreate, maintain 
and transmit such heritage. 

As I just said, the term ‘safeguarding’ is prominent to emphasize the main 
objective of the Convention (Article 2.3): to ensure the long-term viability of 
intangible heritage within communities and groups. ‘Safeguarding’ is defined 
in the Convention as ‘measures aimed at ensuring the viability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cluding the identification, documentation, research, 
preservation, protection, promotion, enhancement, transmission, particularly 
through 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 as well as the revitalization of the 
various aspects of such heritage’. 

To promote the safeguarding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Convention has 
established, on the one hand, a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with a view to take 
appropriate safeguarding measures for elements that are facing serious threats; 
and on the other,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the Representative List’), in order to ensure better visibility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awareness of its significance. 

In addition to the two Lists mentioned above, the Convention has 
established a register of good safeguarding practices as stipulated in Article 18; 
this register should serve as a platform for sharing good practices for ensuring 
sustainable safeguarding measures worldwide. This is a very important 
mechanism, for the time being not well known and understood, as it allows 
States and communities to inspire themselves for their own purpose from 
safeguarding measures that proved to be effective in different contexts.

The State Parties are encouraged to jointly submit multinational 
nominations for these three lists. And this is not a small detail. As you know, 
culture doesn’t know boundaries, and people fortunately move with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ettle on one or another side of a river, of a 
mountain, an ocean, and sometimes are carrying very far away from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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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place some elements of their intangible heritage. Recognizing as a 
single intangible heritage element the widespread geographical location where 
we can find it at a certain point of time is simply acknowledging the very 
nature of culture, its mobile character and its capacity to accommodate with 
different and diverse contexts faced by their communities.

Lastly, the Convention provides international assistance for safeguarding 
activities, in particular through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und. 

With the adoption of the first set of Operational Directives of the Convention 
by the General Assembly in June 2008, the first cycle of the operational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began. The Operational Directives, drafted 
through a series of Committee meetings between 2006 and 2008, provide a 
concrete framework for implementing the Convention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sixteen-month-long first cycle that started in June 2008 was concluded 
in September 2009 with the inscriptions of ICH elements on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and the Representative List, as well as the selection of good 
safeguarding practices by the Committee during its fourth session in Abu Dhabi. 

For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out of 15 nominations submitted for 
inscription, 12 were considered complete at the time of the evaluation by the 
Committee. After presentations by examiners that were tasked to evaluate the 
nomination files and a question and answer period between the examiners and 
the Committee, all 12 elements were inscribed on the List. 

UNESCO received five proposals for the register of good safeguarding 
practices, out of which three were considered complete and became the first 
three good safeguarding practices to figure on the register. 

As for the Representative List, 111 nominations were submitted, out 
of which 76 received positive recommendations by the Body and were 
subsequently inscribed by the Committee.  For the examination of these 
nominations, the Committee created, at its third session in Istanbul in 
November 2008, a subsidiary body whose responsibility was to examine and 
recommend to the Committee nomination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for the 
Representative List. The Subsidiary Body, composed of Estonia as President, 
Kenya as rapporteur, Mexico, Republic of Korea, Turkey and United Arab 
Emirates took up its task with a strong sense of commitment, being conscious 
of the fact that their work was going to set important precedents that would 
steer the course for the Convention in the years to come. 

Among various important issues raised, the Subsidiary Body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community. In line with Article 15 of the Convention 
which stipulates the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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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heritage, the Body expressed its strong wish to 
receive concrete evidence about communities’ active participation and their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in the nomination file preparation, noting 
that communities’ consent constitutes an essential aspect of the file because 
it determines their involvement in the overall safeguarding process. It echoes 
whit what I was just talking about: this is not to the national authorities or 
their experts to define and decide on what is intangible heritage (even though 
their active involvement is very often welcomed and necessary), it is to the 
communities themselves, that shall be the principal actor of the identification 
and of the safeguarding of their intangible heritage.

In Abu Dhabi, the Committee also engaged in a lengthy discussion about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Operational Directives put forward by the 
Subsidiary Body. In search of a sustainable way of dealing with the examination 
of nomination files, which were considered too numerous for this first cycle, 
the Body proposed to set an annual limit to the number of nominations to the 
Representative List to be submitted by each State Party. The Body explained 
that while it was fully mindful of the fact that the States Parties had not wished 
to limit the number of nominations when adopting the first Operational 
Directives, in order to avoid any sense of competition of ranking at the national 
level, it was quasi-impossible to deal with a large number of nominations 
annually as was the case for the first cycle, simply because of the sheer amount 
of work that their examination imposed on the Body and their evaluation by 
the Committee. The Committee was divided on this topic. Many members 
accepted the principle of a limitation (3 nominations per year was proposed), 
but others felt a limitation would go against the spirit of the Representative List, 
would introduce competition between communities and would create many 
internal problems at the national level. Acknowledging the importance of the 
issue at stake, the Committee promptly created an open ended working group 
which met several times during the Committee session and came up with a 
draft decision, 4.COM 19, requesting that the General Assembly discuss this 
matter during its third session planned to take place in June 2010. 

As an emergency measure, and acknowledging it would be impossible 
for the Subsidiary Body and the Committee to proceed with the 147 new 
nomination files submitted for the second cycle, the Committee accepted on 
an exceptional basis that priority be given to those nomination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who do not have or have only a few elements currently inscribed 
on the Representative List, together with those submitted as multinational, 
showing here again its strong support for these later nomination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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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idiary Body subsequently asked the Secretariat to forward to it, for the 
2010 cycle, around 50 nominations files out of the 147 received, which was 
deemed a manageable number for their examination.

Despite an extremely heavy agenda, the Committee managed, during the 
five-day session, to complete all twenty three agenda items, concluding with 
the adoption of the next Committee Bureau and deciding the venue of the next 
Committee to be Nairobi, Kenya. Mr Koïchiro Matsuura,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was present on the last day of the Committee, adding significance 
to this Committee session. Ardent advocate of intangible heritage, he expressed 
his heightened satisfaction for having witnessed the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first operational cycle of the Convention. As he prepares to leave the 
Organization, he will doubtless be forever remembered for having created the 
first steps of the Convention.

Today, the 2003 Convention has been ratified by the majority of the 
Member States of UNESCO (116 States as at 17 September 2009). As its 
ratification continues at a steady pace, it is a matter of time for the Convention 
to achieve universality. With the ending of the first cycle of the Convention’s 
inscriptions, it is timely to reflect on the path that it has taken and on prospects 
and challenges that the Convention may face in the near future. 

A particularly surprising outcome of the Abu Dhabi Committee meeting 
is the marked imbalance between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and the 
Representative List. During the elaboration of the Convention and in 
adopting the Operational Directives in June 2008, the States Parties repeatedly 
emphasized that the primary aim of the Convention was to safeguard living 
heritage facing threats of deterioration, disappearance and destruction, and 
hence the overriding importance should be given to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Yet, for the first cycle of this List, UNESCO received only fifteen 
nomination files, while for the Representative List, 111 files were submitted. 
This apparent imbalance seems to imply that States Parties are giving more 
importance to raising awareness than to safeguarding. 

While we can rejoice about the media attention provided to the first set of 
inscriptions as such attention did significantly raised the public’s awareness 
about intangible heritage,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re exist countless 
intangible heritage that are on the verge of disappearance and desperately 
waiting for urgent safeguarding. The focus from the principal aim of the 
Convention, that is,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heritage, should not be lost. 

It might be that the States Parties are still under the influence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s listing system, and particularly that of the List of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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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tage in Danger. States should nevertheless be cautious and make a clear 
difference. The World Heritage List, which seeks to recognize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a site, is THE list. The World Heritage List in Danger is a 
warning system that places propertie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on 
a ‘special attention List’, due to external causes like earthquakes or other threats, 
but also, we must admit, lack of proper management from the State Party 
concerned. Having a property inscribed on this List is therefore not always a 
pleasure for the State parties concerned.

But for the intangible heritage, THE List is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because the urgency is to safeguard those intangible heritage elements 
that are facing the danger of disappearance. There are countless examples of 
such heritage in every society. And that is all what the Convention is about: 
safeguarding what needs to be safeguarded. The nominations for this List are 
done by the States themselves, showing their sense of responsibility towards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sent on their territory and in urgent need 
of safeguarding. For the second cycle, UNESCO received only a handful of 
nominations for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even less than for the first cycle, 
and we will do every effort to continue communicating to the States Parties 
about the importance of this List, urging them to submit nominations for this 
List in parallel to the nominations for the Representative List. 

Another issue of concern is the acute geographical imbalance of the 
intangible heritage inscribed on the Representative List. Looked at objectively, 
this crucial list is hardly ‘representative’ from a global perspective. The figures 
speak for themselves. Of the 76 inscriptions made during the Abu Dhabi 
Committee session and the 90 elements incorporated into the List in 2008, 
44 % are from the Asia and the Pacific region, creating a false sense that more 
intangible heritage exists in Asia and Pacific. There is no doubt that the Asia 
and Pacific region does have rich and extremely varied intangible heritage, and 
it is no surprise that many elements are inscribed on the List because many 
States from this region spearheaded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heritage 
long before the birth of the Convention. While it is understandable that the 
States are responding to the expectations of the communities who wish their 
intangible heritage to be put on the UNESCO List, it would be important that 
those States devise ways in which the intangible heritage on their national 
inventories receive as much visibility as the ones on the Representative List 
so that inscriptions on this List will become just one additional means to 
complement national efforts in raising awareness about all the intangible 
heritage found i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The challenge is thus to fin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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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balance among various safeguarding efforts undertaken at local,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In addition to the question of how to create a balance between and 
within the Convention’s Lists, an imminent challenge is to work at the critical 
question of linkages between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The 2004 
Yamato Declaration on Integrated Approaches for Safeguarding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vides a basis for how to approach the issue. 
As the 2003 Convention becomes a sound body complementary to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 hope that the Committees of the two Conventions 
will meet to start tackling this question. The General Assembly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which concluded its work a few days ago, when 
reflecting on the future of the Convention, also strongly emphasized the need 
for a complementary and coordinated approach. 

But this is only one of the many challenges facing the Convention. Some 
ethical questions also remain to be answered. For instance, some communities 
whose intangible heritage has been inscribed on the Lists are already inundated 
with request for media coverage. While media are an important partner of 
the Convention in raising awareness about the importance of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over mediatisation may create inadvertent results of 
misappropriating or misrepresenting certain intangible heritage and their 
practicing communities. To avoid such undesired consequences, we need to 
empower communities so that they could be in a position to take control of 
their heritage and become the actors and creators of media contents rather 
than the mere object of it. To achieve this end, I hope that we could mobilize 
ourselves to provide training for communities so that they could document 
their heritage and initiate various safeguarding actions. 

Another ethical issue is the question of access. As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s, we are experiencing an increasing flow of information. When 
it comes to intangible heritage possessing a secret or sacred character, we 
need to respect cultural codes governing that heritage and leave it in peace. 
International forums or conferences such as this one could play a vital role in 
communicating the importance of respecting cultural codes when approaching 
intangible heritage. 

With respect to networking, the internet and digital new technology now 
enables instant communication with those who live a world apart, modifying 
radically the way we communicate with each other. Here again, I would like 
to hope that the increasing networking facilitates the participation of not only 
various governments, experts and NGOs but also intangible heritage pract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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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ies because enabling communities to actively take part in the 
information and networking paves the way towards more democratic society 
based on active citizenship participation. That will be one of the challenges 
of the new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we are going to celebrate tonight.

As I am someone who truly believes in the power of intangible heritage 
to move the world forward, I see endless prospects in what intangible 
heritage could offer to the contemporary world. The simple fact that many 
intangible heritage expressions are found across national boundaries affords 
us with opportunities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As the register of good 
safeguarding practice develops, I hope that it will become a veritable platform 
on which States will be learning from each other about effective ways of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is not only essential to preserving the 
world’s cultural diversity, but also to building more effectiv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In addition to providing a sense of identity and 
continuity for practicing communities, and thereby enhancing overall social 
cohes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an serve the contemporary world in 
myriad ways. For example, in offering new insights into conflict resolution, or 
laying the groundwork for more sustainable natural resource management. In 
the field of education, integrating local intangible heritage into school curricula 
may increase student retention rates and ensure more relevant and inclusive 
educational environments. 

Throughout human history, major obstacles have been overcome through 
collective efforts. There is no doubt that intangible heritage represents a 
positive force in the pursuit of our shared goal of building a sustainable future. 
This requires the participation of all stakeholders, beginning with intangible 
heritage practitioners, who are the main protagonists of this Convention, 
without forgiving the pivotal role of civil society and particularly NGOs, 
who are key actors in bridging the gap between local communities and 
governments. 

As the Convention plunges into the second cycle, I would like to remind 
ourselves of the raison d’être of the Conven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gave birth to the 2003 Convention as it witnessed various intangible heritage 
disappearing all over the world. Any action to be taken for implementing the 
Convention should therefore always be for the good of the communities who 
keep intangible heritage alive and who are the keepers of the world’s cultural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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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ith the 2003 adoption of the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imed at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t risk of deterioration, disappearance, and destruction in the 
course of industrialisation, urbanisation, and globalisation, international society 
began to acknowledge ICH as the mainspring of the creativity of humanity and 
cultural diversity.1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the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of mankind, and its revitalisation and 
sustainability for future generations as well.

The Asia-Pacific region can be called a treasure house of ICH because 
of its diverse heritage and rich cultural environment. However, much 
ICH in the region is facing the possibility of disappearance because of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value of ICH and a shortage of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In particular, developing or underdeveloped 

1_ UNESCO,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

Tasks for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the Vision of Activities of the 
UNESCO Category 2 Centre

Seong-Yong Park, Ph.D
Executive Direct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22

In
fo

rm
at

io
n 

an
d 

N
et

w
or

ki
ng

 fo
r 

th
e 

Sa
fe

gu
ar

di
ng

 o
f I

nt
an

gi
bl

e 
Cu

ltu
ra

l H
er

ita
ge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effectively 
safeguarding their ICH in the context of maintaining traditions and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within each society because globalisation, 
urbanisation, and modernisation stand as obstacles to this end. 

Having established and implemented systems and policies for the 
safeguarding of ICH over the past half-century, the Republic of Korea 
is recognised as a leader in the field of ICH safeguarding.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UNESCO category II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the intention is that Korea would contribute to the safeguarding of 
ICH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ountries in the region. The proposal 
for the centre was approved during the 35th session of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last month.2

As we move ahead, I would like to analyse the cultural environ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then explain the safeguarding activitie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of Asia and the Pacific (ICHCAP). In 
addition to reviewing the operational plans, strategies and the future vision of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to be established 
in Korea, I would like to discuss strategic tasks regarding information and 
networking which will be the main functions of the Centre. 

I. Understanding of the Cultural Environ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1. Richness of ICH in the Asia-Pacific Region

Culture  has developed throughout global society in unique ways. The myriad 
forms of ICH that can be found are precious illustrations of the creativity of 
humanity, manifestations of individual cultural identity and representations 
of the cultural diversity of the world. Within the countries of the Asia-Pacific 

2_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of an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as a Category 2 Centre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was discussed as item 5.6 of the provisional agenda in the 35th session of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and was approved on 23 Octob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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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each of the numerous distinct ethnic groups here has handed down 
their own unique cultural heritag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Over time, 
the unlimited forms of religious, geographical, cultural and social influences in 
the region have resulted in an abundance of ICH.

In the Asia-Pacific region many religions coexist. Although multi-religious 
cultures may not be common among every country in the region, in many, 
there is a coexistence of different religions and, ICH based on this coexistence 
can be found. 

Also, geographically, the region has diverse natural environments. The 
Asia-Pacific region occupies a wide area that stretches from the Siberian 
tundras to the balmy Polynesian Islands. This region consists of different 
ecosystems such as highlands, farmlands, grasslands, islands and deserts. 
The people of this region have adapted to these different environments while 
developing unique and diverse cultures. 

The development of various customs and traditional knowledge has also 
played an active part in ICH in the region. There are stages that humans 
go through from birth to death. Customs and traditional knowledge, as a 
fount of intangible and material richness3 related to different stages in the 
course of human life from birth to death vary widely due to the fact that 
each country practices different ceremonies and traditions according to their 
region, ethnicity, and social structure. Due to the diversity of these influences, 
multifarious customs and traditions have been developed in the region. 

The rise and fall of dynasties and their cultural legacies on the region 
are another important distinction in this regard. In the Asia-Pacific region, 
many remarkable cultural traditions of royal empires long past can still be 
found today. Although most royal leaders have been rendered obsolete in 
this modern age, the outstanding cultural heritage of royal families is still 
being handed down. These traditions seem to stand in marked contrast to 
the heritage being handed down among common people in terms of size and 
form.

Lastly, most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are home to multiple 
ethnic groups and these groups have maintained unique cultures based on 
their specific traditions and lifestyles. The region represents this co-existence 

3_ UNESCO, 2005,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raditional knowledge as a source of intangible and material wealth, and 
in particular the knowledge systems of indigenous peoples, and its positive contribu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s well as the need for its adequate protection and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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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various cultures and groups that have evolved throughout the long history 
of the region. 

Thus, these distinct features of the co-existence of plural religions, a 
vast region with diverse natural environments, the development of various 
customs and traditional knowledge, the rise and fall of dynasties, and the 
co-existence of multiple ethnic groups have contributed to establishing a 
foundation of abundant ICH in the region.

2. Threats to the transmission of ICH

Despite these many factors that enrich the ICH of the Asia-Pacific 
region, there are also those threaten this rich heritage. Adversely affecting 
transmission, these factors stand as a direct threat to the existence of ICH: 
globalisation, modernisation, the precedence of economic development, social 
and political unrest, discontinuation of traditional forms of transmission, and 
the lack of public awareness of ICH.

The ICH in the Asia-Pacific region has already undergone a process 
of deterioration and destruction.4 However, these changes are harder to 
perceive due to social change such as globalisation-influenced shifts in social 
structures, and environmental changes on a global scale. In addition, most of 
the countries in the region have either already experienced or are currently 
undergoing rapid industrialisation and modernisation, and those put ICH 
into more critical condition.

Today, few countries are free from the influence of globalisation. The 
reality is that most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are not yet equipped 
with the ability to transmit their traditional cultures against the inflow of 
Western culture. Moreover, the perception that westernisation is equated with 
modernisation is because of the overriding influence of Western-oriented 
culture, whose emphasis on development, has contributed to significant 
attenuation in the transmission of traditional cultures in many countries 
throughout the region.

The logic of economic development also threatens the transmission of 

4_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Office of the Cultural Proper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1996, Recommendation on the Policy Meeting on the Development of Methodology for the Preservation 
of Intangible Heritage, Methodologies for the Preservation of Intangible Heritage: Final Report of the Policy 
Meeting on the Development of Methodology for the Preservation of Intangible Heritage, pp.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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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While economic development is an important issue for all countries and 
all societies are concerned with escaping poverty and promoting the welfare 
of their people, for many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in particular, 
economic development is given first priority in national policies. Therefore, 
whenever the issues of safeguarding traditional culture and economy are 
placed in opposition, the logic of economic development, which is considered 
to be in the interest of the majority, always prevails; hence the uncertain future 
of ICH.

In addition, many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have experienced 
social and political instability due to wars and changes in government regimes. 
This turbulence has contributed to a negative impact on the safeguarding of 
ICH. Fortunately, efforts are currently being made to restore ICH at risk of 
vanishing due to social and political unrest. Nonetheless, continued interest 
and efforts are required since these attempts are in their early stages.

Another significant risk factor is the issue of maintaining successors. 
Of course, there is some ICH that attracts considerable attention across 
generations; in most cases however, the number of successors is showing a 
decreasing trend. Besides dwindling numbers, the gradual aging of major 
successors who can transmit intangible heritage traditions is also a factor. In 
which case, the life of certain traditions could be terminated with the current 
generation.

The last issue we should address is the lack of public awareness of ICH. 
In the Asia-Pacific region,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safeguarding ICH 
is largely lacking. This is evidenced by the fact that only a few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currently have relevant legislation in place ensuring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including safeguarding measures for ICH. 
This absence of awareness is the fundamental problem obstructing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strategies to protect ICH from the detrimental 
effects of social change. 

The focus of safeguarding strategies should thus be to examine the root 
causes and develop solutions to these various factors threatening 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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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Cooperative Activitie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ICHCAP)

In an endeavour to embody the spirit of the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o actively support 
safeguarding activities for ICH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Republic of 
Korea began working toward the establishment of a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for the Asia Pacific region. Toward this end,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formed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ICHCAP) in September 2006 and 
has been promoting cooperative projects to protect ICH within the region 
ever since. The following is an overview of the activities that ICHCAP has 
been involved in.

1. Establishing an information framework for ICH in the region 

ICHCAP is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an information hub through a field 
survey5 project whose aim is to grasp the present state of ICH in the Asia-Pacific 
region as well as ICH safeguarding efforts being undertaken. Through this 
project, information on the current status of ICH is collected from designated 
countries including national representative lists of ICH, safeguarding systems 
and policies, activities of holders and relevant organisations. This project 
was implemented beginning in 2009 with field surveys being carried out in 
Uzbekistan, Cambodia, Fiji, Mongolia and Thail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formation framework has also taken the form of 
providing assistance with inventory-making efforts in the region. Since 2007, 
ICHCAP has been working in cooperation with the Indian government and 
the UNESCO New Delhi office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al 
Atlas of India6, an inventory of the ICH of India which will serve as the 

5_ This project, the Field Survey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afeguarding Efforts in the Asia-Pacific Region 
(2009-2013) will conduct surveys of five to ten countries each year. ICHCAP selects countries among the 
States Parties to the UNESCO ICH Convention to establish key bases for safeguarding ICH in the region and 
encourage developing countries to implement and become State Parties to the Convention.

6_ Joint Cooperation Project for the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India 
(2007-2008) and Joint Cooperation Project for Cultural Atlas of India (2008) of ICH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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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ation for the future national list of ICH. The Cultural Atlas is designed 
to be a comprehensive database cataloguing the ICH of India by region, 
thereby establishing a highly accessible web archive to develop information 
system models for the safeguarding of ICH in the Asia-Pacific region. 

2 . Building cooperative networks in the ICH field

ICHCAP is working to create ICH expert networks together with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in Australia. The project aims to reinforce the 
safeguarding capability of the Asia-Pacific reg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programmes used to foster experts in the safeguarding and 
transmission of ICH.

In order to apply this programme within the context of networking, 
ICHCAP is holding a capacity building workshop for experts representing 
countries throughout the region. The three-week workshop is currently being 
held in Buyeo at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Training 
Center for Traditional Culture and will last until mid-November.7  

ICHCAP has also cultivated cooperative networks with the purpose 
of promoting mutual exchange with relevant domestic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nd experts, establishing expert pools, and securing support 
bases for the Centre. ICHCAP has also produced various print and internet 
promotional materials for the Centre, including the ICH Courier newsletter. 

In addition, a photo exhibition of the ICH elements inscribed on the 
Representative List, including the former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as proclaimed by UNESCO is being held 
here as a means of promoting awareness and visibility of ICH as well as the 
diversity of heritage with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beyond. Already a 
travelling exhibition of UNESCO, the photo exhibition will be shown in 
additional locations around the country. 

7_ This programme, co-organised by ICHCAP and the Training Center for Traditional Culture at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consisted of expert lectures on the safeguarding of ICH in the Asia-
Pacific region, study tours to cultural heritage safeguarding relevant organisations and World Heritage sites in 
Korea. The workshop served to establish a cooperative network with the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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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isseminating institutional safeguarding systems for ICH

ICHCAP has been working closely with the governments of Vietnam and 
Mongolia since 2007 to assist in the introduction of the Living Human 
Treasures System in each country. ICHCAP serves to strengthen the national 
capacity of UNESCO by providing resources and expertise based on existing 
safeguarding protection systems such as co-organising training workshops 
in order to guide administrators and concerned stakeholders through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ir own system. It is through this process that these 
countries have been able to achieve rapid progress in developing legisla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CH. 

III. Major Objectives and Functions of the Category 2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Korea

Based on the spirit of the UNESCO Constitution8, in terms of the pursuit of 
world peace and human development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countries and the promotion of culture,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will contribute to activities seeking to 
protect and promote ICH in the Asia-Pacific region; thus contribu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UNESCO ideals. 

The Centre will promote intercultural dialogue through intangible heritage 
safeguarding efforts in the Asia-Pacific region while raising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safeguarding ICH, and pursuing sustainable development by 
creatively utilising ICH for community development. 

In other words, the Centre will focus on enhancing cultural diversity 
through the safeguarding of ICH, and expand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the promotion of ICH as the two primary missions of the Centre.

  

8_ UNESCO Constitution,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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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d by its mission of enhancing cultural diversity and expand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ICH, the Centre’s aim is to reinforce the capacity 
of the Asia-Pacific region. Toward this end, the Centre’s objectives9  are to: 

1) safeguard ICH in rela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2003 ICH 
Convention; 2) actively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relevant communities, 
organisations, and individuals; 3) enhance the awareness of the general public, 
especially youth, regarding the importance of ICH safeguarding; 4) reinforce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ICH safeguarding activities 
and; 5) building future-oriented environments for the safeguarding of ICH by 
effectively utili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9_ UNESCO, Republic of Korea, 2009,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regarding the Establish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of an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Category 2), Article 7 – Objectives and functions.

[Table 2] Objectives of the Centre

Uphold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bjective 1

Enhancement of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and public 
awareness

Expand safeguarding activiti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tilising information technology

Objective 2

Reinforcement of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heritage

Objective 3 Objective 4

Strengthe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afeguarding capacity 
of the Asia Paci�c region 

Goal

[Table 1] Mission of theCentre

Increase in cultural diversity through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heritage

Mission of the centre

International level

Regional level

National and
Community level

Establishment of world peace

Increase in cultural diversity

Protection of intangible heritage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the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Pursuit of human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Table 1] Mission of theCentre

Increase in cultural diversity through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heritage

Mission of the centre

International level

Regional level

National and
Community level

Establishment of world peace

Increase in cultural diversity

Protection of intangible heritage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the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Pursuit of human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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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framework to carry out its objectives, the Centre will focus on the 
primary functions10 of information and networking. Information specifically 
refers to the entire information distribution system of collecting and 
producing information related to ICH using digital technology and global 
online systems, for both production and distribution. 

Networks include online and offline networks in relation to the Centre. 
These also imply relations with communities, transmitters, experts, specialised 
centres and institutes, as well as the general public who may take part in ICH 
safeguarding activities of the Centre. 

IV. Mid to Long Term Operational Strategies for the Category 2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Korea

The Centre would implement activities and projects designed to effectively 
protect and promote ICH through the following operational strategies:

First, cooperative activities designed to protect ICH in the Asia-Pacific 
region would be promoted through close cooperation with Member States in 
the Asia-Pacific region. Through the Centre’s governing bodies (Governing 
Board, Executive Committee), which will include representatives from the 
region, the Centre will coordinate and strengthen regional cooperation by 
discussing and identifying the current needs of the region to generate the 
most effective way of implementing safeguarding measures within the region. 

Moreover, in planning and implementing cooperative projects, the Centre 
will cooperate with the governments of regional Member States, headquarters 

10_ ICHCAP, 2009, Reference Book for the Feasibility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as a Category 2 Centre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pp. 9-11.

Collecting & 
Creating

Processing & 
Production

Utilisation & 
Dissemination

Experts 
(including NGOs)

   General Public 
(particularly youth)Communities

Information Network
[Table 3] Functions of the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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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UNESCO, and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NGOs), while ensuring 
that intangible heritage-related communities, organisations, individuals, 
experts, research institutes, and specialised centres can appropriately participate 
in cooperative projects of the Centre to uphold the 2003 Convention as 
outlined in Article 1511 of the Convention. In promoting various cooperative 
projects, the Centre will expand its roles as adjuster and catalyst.

ICH is a vivid illustration of the diversity and range of cultural influences. 
Therefore, the planning, execution, and evaluation stages of cooperative 
projects will involve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and institutions with various 
academic backgrounds and specialties. The Centre will seek to maximise 
project impact and effectiveness through trans-disciplinary approaches.

Meanwhile, project priorities will be determined based on the degree of 
importance, urgency, and potential range of impact. In addition, strategies of 
selection and concentration will be applied taking into account the expected 
limited resources and project effectiveness. In particular, projects with the 
potential for overlap will be integrated to generate a synergy effect. 

While promoting regional cooperative projects, Korean know-how will 
be utilised in the dissemination of safeguarding systems and development 
of ICH-related contents. In particular, regional- and international-level 
cooperative networks will be reinforced to ensure the effective collection and 
distribution of information.

V. Strategic Tasks of the Category 2 Centre in Korea

Based on the Centre’s main functions of information and networking, the 
Centre will implement tasks related to the safeguarding of ICH based on the 
five categories of 1) identification and documentation, 2) promotion and 
distribution, 3) policies and systems, 4) transmission and enhancement, and 5) 

11_ UNESCO,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ticle 15
Article 15 –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Within the framework of its safeguarding activitie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ach State Party shall 
endeavour to ensure the widest possible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groups and, where appropriate, 
individuals that create, maintain and transmit such heritage, and to involve them actively in its management.



32

In
fo

rm
at

io
n 

an
d 

N
et

w
or

ki
ng

 fo
r 

th
e 

Sa
fe

gu
ar

di
ng

 o
f I

nt
an

gi
bl

e 
Cu

ltu
ra

l H
er

ita
ge

exchange and cooperation. The Centre will develop effective methodologies 
so that the measures and tasks within these categories can be utilised in the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and networks whil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needs of the Member States of the region. 

1. Identification and Documentation

The Centre will assist in conducting field surveys to identify the current 
situation of ICH in the region and document and understand the transition 
of ICH. In the process of making national inventories and documentation, 
the relevant information and data will be digitised and archived for the 
dissemination in the region. In particular, the Centre will develop guidelines 
and manuals with organisations from the region and provide specialised 
institutes with technical assistance in establishing their own archives.

The identification work of the Centre will include conducting field 
surveys, making national inventories of ICH and supporting nominations to 
the Representative List and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of UNESCO ICH 
Convention. In this regard, as a basis for establishing safeguarding systems, 
ICHCAP will select and invite researchers in each country to conduct 
a field survey of the ICH in that country and answer a comprehensive 
questionnaire that will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about the status of 
domestic safeguarding activities. The Centre will also publish and disseminate 
the guidelines of the survey. In addition, assistance will be provided to State 
Parties in the creation of national lists and urgent safeguarding lists in an effort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ICH in each country and provide support 
at the national level. The Centre will also assist State Parties in preparing 
nominations of elements for inscription to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and 
the Representative List.12 The Centre will also collaborate with State Parties in 
identifying ICH elements in danger which require urgent safeguarding as well 
as promote activities to enha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the documentation work of the Centre, the focus will be placed on the 
development of a documentation manual, data restoration and digitalisation 
as well as archive establishment.  In this effort, the Centre plans to develop 

12_ UNESCO,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ticle 16 –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rticle 17 –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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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als for documentation, support other State Parties in documentation 
efforts especially in recording elements at risk of extinction, and support 
archive efforts of relevant organisations. In order to secure the stability and 
utility of data preservation, the Centre plans to assist State Parties in restoring 
or digitalising aged or damaged ICH-related data of relevant organisations. 

The Centre will also develop classification systems and metadata for the 
systematic storage and management of data, produce and supply guidelines 
for the establishment of archives, support related institutes in archive building, 
and organise networks to link archives through a central portal website. 

2. Promotion and Dissemination 

The Centre will utilise accumulated ICH data to increase visibility. The Centre 
will also enhance the debate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ICH 
and take a leading role in preventing issu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ringements which could be raised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utilising 
ICH information. In addition, the Centre will publish ICH promotional 
materials and contents for distribution to promote the social and cultural 
value of ICH.

In this regard, the Centre will conduct survey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ch is a central issue in term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discuss the issue of the application of related laws, and the 
issue of rights and obligations as related to bearers.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enable greater accessibility of ICH in daily life, the Centre will publish ICH 
magazines for the general public, publish online and offline newsletters of 
the Centre, and produce and distribute ICH-related promotional materials. 
Additionally, to create added value utilising ICH, the Centre will support the 
development of digital contents, hold related contests, and create avenues for 
the contents to be utilised through the internet and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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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olicies and Institutions

The Centre will promote cultural policies to safeguard ICH and encourage 
Member States to adopt appropriate legal and administrative safeguarding 
systems. It will collect ICH information on policies and exemplary cases of 
safeguarding as well as produce guidelines related to ICH safeguarding. It will 
also promote dissemination projects related to the UNESCO Living Human 
Treasures System. 

In this context, the Centre will research and explore exemplary cases of 
intangible heritage safeguarding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utilise these 
cases to establish support for safeguarding systems that can be adjusted 
and applied to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taking into account specific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The Centre will also develop practical 
guidelines for ICH measures. These guidelines relate to ICH safeguarding 
measures including identification, documentation, research, preservation, 
systems, promotion, transmission, revitalisation, formal and informal 
education. The Centre will also provide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for the dissemination of the Living Human Treasures System to support 
Member States in establishing ICH safeguarding activities. The Living 
Human Treasures System was adopted in 1993 by UNESCO and focuses on 
institutional safeguarding to retain essential knowledge and skills to transmit 
ICH.   

4. Transmission and Enhancement

The Centre will organise public events to raise visibility of ICH. These events 
will include creating and operating a transmission programme targeting 
the general public, particularly youth, to encourage the sustainability of 
transmission. In addition, by utilising information technology, the Centre will 
develop intangible heritage-related digital contents to be available online via 
an e-learning system. In relation to these efforts, the Centre will hold open 
events for the general public such as exhibits, performances, and international 
festivals to foster increased contact and interaction with ICH, as well as 
camps that offer the chance to experience and learn different forms of 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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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entre will also develop and operate various workshop programs for 
the purpose of building cooperative networks and capacity building for ICH 
relevant specialists, practitioners, and government officers. The Centre will 
also move toward the creation of an online e-learning system which will allow 
for better accessibility to ICH-related knowledge and information for experts, 
transmitters, as well as the general public while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those involved in the field of ICH.

5. Exchange and Cooperation

The Centre will promote the reinforcement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cooperation among ICH relevant institutes fo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related to ICH. The Centre will establish cooperative networks 
for the safeguarding of ICH and pools of related experts. There are also plans 
to operate an ICH-related portal site. 

In this regard, the Centre will utilise these networks in programs, projects, 
activities, and collaborative studies for safeguarding activities by establish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networks among various parties including ICH-
relevant organisations, experts, and transmitters. In addition, the Centre 
plans to establish pools of experts in ICH for use in collecting information on 
safeguarding activities by area to select and implement safeguarding projects 
suitable to the social, cultural,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each 
country in the region. The Centre also plans to develop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s for ICH through a portal website. This web portal will function as 
an integrated information centre to collect archival data related to ICH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integrate and connect various related websites so 
that related organisations and individuals can exchange data and information 
online quickly and conven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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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Anticipated Contribution of the Category 2 Centre 
in Korea to the Asia-Pacific Region

As a UNESCO regional category 2 centre,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will implement the various tasks described above. Now, I would like to discuss 
the Centre’s expected contribution  through its future activities.

The Centre will strive to contribute, through its activities, to the promotion 
of the culture of peace at both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he Charter 
of UNESCO states that “Since wars begin in the minds of men, it is in the minds 
of men that the defences of peace must be constructed”.13 Through the projects 
of the Centre together with activities for the safeguarding and transmission 
of ICH created by human mind and spirit, the Centre will contribute to the 
peace of the region and international society, advancement of human rights, 
and promotion of each country’s culture.

The Centre will work toward generating potential methods contribut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ICH safeguarding activities in the region. 
Based on the idea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ing beyond basic economic 
and quantitative growth, it is understood that the idea of sustainable 
development should be compatible with the fundamental freedom of 
humankind and the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our lives.14 Within this 
context, the safeguarding and utilisation of ICH has become a key issue in 
terms of en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activities of the Centre will enhance the role of communities and 
practitioners through the dissemination of safeguarding practices as a factor 
in social development to preserve traditional culture values and the ICH of 
individual societies. Meanwhile, the Centre will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ociety and cultural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he 
utilisation of ICH and by continuously seeking methods to link ICH resources 
to various sectors of the cultural industry such as cultural tourism and 
cultural contents.

13_ UNESCO Constitution, 1945

14_ The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 Our Creative Diversity has 
recommended the formulation of human development strategies that preserve and enrich cultural values 
and ethnic heritage according to item 2.5 of the International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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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my expectation that the Centre’s activities will also play a role in 
enhancing cultural diversity and sustaining cultural identity. Since ICH is 
a precious resource in terms of the future development of mankind, the 
dissemination of cultural diversity as well as the enhancement of creativity 
within each society,15 the Centre will focus on the systematic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ICH resources as well as reinforcing their accessibility.

Moreover, the Centre will make a contribution to promoting intercultural 
dialogue. In regional and international societies where differences between 
ethnic groups, races, religions, and cultural backgrounds are often the 
cause of conflict and tension, dialogue is an indispensable tool. Through its 
activities, the Centre will work to encourage individual countri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to acknowledge and mutually respect the value of traditional 
culture and ICH of each country, and promote intercultural dialogue through 
ICH activities and cooperative efforts. In this way, the Centre will act as a 
mediator to resolve potential conflicts and revitalise cooperative activities for 
safeguarding ICH by supporting joint inscriptions of ICH among countries 
with interlinked cultures.

In addition, the Centre’s activities are expected to facilitate cultural 
development through ICH safeguarding in our societi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a reflection of the evolution of culture over the course of history, 
such as the transformation of traditional values and life patterns of individual 
societies. In order to promote reg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CH, it is 
important to study the development of ICH in individual countries,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neighbouring states and their mutual influences 
in the context of ICH. The future activities of the Centre are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and utilising the necessary cooperative 
networks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actively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s cultural history by promoting comparative study 
and exchange.

15_ UNESCO, 2001,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Artic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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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This has been an introduction to the establishment of the UNESCO category 2 
centre for ICH and its objectives and functions. In particular, as the Executive 
Director responsible for the establishment and administration of the Centre, 
I presented the strategic tasks that have been developed, for the Centre with a 
focus on the functions of ‘information and networking’. 

Taking this chance, I would like to deliver several additional points to 
finalise this keynote presentation. The activities of the Centre will start with 
various efforts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olidarity for 
the ICH field in line with realising the spirit of the 2003 UNESCO Convention 
which is to fundamentally ensure the viability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world. The activities of the Centre will prioritise the provision 
of safeguarding measures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t risk of extinction 
as well as in developing countries that require capacity-building support for 
the safeguarding of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der the 2003 UNESCO Convention, we have observed that the General 
Assembly of the States Parties and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to 
the Convention have engaged in in-depth discussions on the tasks for the 
safeguarding of ICH on an international level. In this regard, we anticipate 
a greater possibility for future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n this field. A 
new category 2 centre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in Korea would play 
an important role as a catalyst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effective 
strategies for the tasks of the ICH policy field in the region.

In this regard, the Centre as a specialised category 2 institute of UNESCO 
will be required to develop and implement cooperative projects utilising related 
information and networking in a timely manner. This will be another mandate to 
expand the scope of the Centre's activities and promote the visibility of the field.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ow to Apply Information and Networking held with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from the Asia-Pacific region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including UNESCO and WIPO, will serve as an important 
stepping stone for the future activities of the UNESCO category 2 centre 
for ICH to be established in the Republic of Korea. I commit that the 
contents discussed in this meeting will be reflected upon in the activities and 
operations of the Centre, and I hope that all the participants will actively 
contribute to the candid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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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Mr. Chan Kim, Deputy Administrato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Madame Cécile Duvelle, Chief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ection of  UNESCO, Mr. Seong-Yong Park, 
Executive Director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for Asia and 
Pacific, Professor Dawnhee Yim, Chairperson of the Advisory Committee of 
the Centre, Dear colleagues, ladies and gentlemen,

am greatly honoured to be invited at this memorable conference held 
to celebrate the signing of a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UNESCO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Centre under the auspices of UNESCO(a 
category 2). May I join the previous speaker, Madame Cécile Duvelle, in 
congratulating the Author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centre?  As we heard earlier this morning, the relentless 
efforts pursued by Korean government since 2005 aiming at creating such a 
centre are indeed impressive. But the active involvement of this country in 
the UNESCO’s activities related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henceforth 
ICH) goes back as early as 1993, the year when UNESCO established a 
programme entitl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 have the privilege to 

Challenges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2003 
Convention

Noriko Aikawa-Faure
Advisor to the Assistant Director-General for Culture

UNESCO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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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witnessed personally, as a person in charge of this new programme, the 
audacious initiative taken by Ambassador Sang-Seek Park, then Permanent 
Delegat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introducing a new project entitled ‘Living 
Human Treasures’  to UNESCO through its Executive Board. As this term 
had been unknown to the most of UNESCO Member States, it intrigued 
them but they remained sceptical(Aikawa 2007). Ambassador Park recalls 
how it was difficult for him to convince other Ambassadors of the significance 
of the Living Human Treasure system in ensuring the transmission of 
ICH. Nevertheless this project contributed at large in raising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the transmission of ICH and the crucial role of the 
practitioners’ communities. The Living human Treasure project thus laid the 
foundations of the principal concept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enceforth 2003 Convention). Since 
then,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one of the most active supporters of the 
UNESCO programme of ICH.

§

Introduction

The 2003 Convention was adopted without dissenting vote by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at its 32nd Session in October 2003 and entered into 
force on 20th April 2006. Currently (November 2009), 116 states, of which 18 
are from the Asia-Pacific region, are States Parties. The early adoption of this 
Convention, and its swift entry into force, has been without precedent. Since 
November 2006,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had met four times to 
prepare Ooperational Directiv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these were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States Parties in 
June 2008. The first inscriptions on the two Lists and the Register took place 
during the 4th Meeting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held in Abu 
Dhabi from 28th September to 2nd October 2009. These Lists are th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henceforth 
Urgent Safeguarding List) and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CH of 
Humanity’ (henceforth Representative List). The Register is the ‘Programmes, 
Projects, and Activities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at best reflect the principles and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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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up under Article 18 of the Convention (henceforth the Register under 
Article 18).  The first round of inscriptions onto the two Lists marked the 
entry into the operational phase of the Convention. Experience acquired 
from the procedures followed for the first inscriptions revealed a number of 
challenging issues for the future of the 2003 Convention, and points that need 
to be improved, reinforced or modified for the better management of the 
Convention were identified. 

My presentation will be made in the following order:

•  conceptual challenges fac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  operational challenges
•  suggestions on how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could help to address these  
challenges. 

I. Conceptual Challenges

The recent nomination and inscription status on the Representative List,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and the Register of good safeguarding practices are 
as follows:

•  Representative List: 111 nominations only 5 were complete.
◊ 76 elements inscribed + 90 masterpieces = 166
◊ Of 35 not favorable recommendations, which were withdrawn, 26 did 

not satisfy the Criterion 1
•  Urgent safeguarding List: Of 15 nominations, 12 elements inscribed 
•  Register of good safeguarding practices: Of 5 nominations, 3 elements 

inscribed (UNESCO 2009)

These figures reveal that many States Parties have not yet fully 
understood the Convention’s definition of ICH, which is the most significant 
underpinning of the Convention along with Article 1 concerning its purposes. 

The definition of ICH given in the 2003 Convention is a step ahead of 
prevailing ICH definitions. While most ICH definitions specify solely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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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means and what it is composed of by providing examples taken from 
different domains such as oral traditions, music, dance, handicrafts, etc., the 
2003 Convention’s definition is multi-dimensional.

It includes firstly what ICH is by pointing to ‘practices, representations, 
expressions, knowledge, skills.’ Unlike conventional ICH definitions, the 
elements constituting ICH in the ICHC definition are neither domains nor 
end ‘products,’  but rather are forms in on-going ‘process.’ 

Moreover, the 2003 Convention characterizes how and under which 
circumstances elements should have been kept alive and how they should 
remain alive, saying that “[… ]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CH]  is constantly recreated by communities and groups in response to 
their environment, their interaction with nature and their history […].”  The 
Convention, therefore, considers that ICH should evolve within communities, 
which are themselves adjusting to changes in nature and in social history. 

Furthermore, the Convention’s definition specifies who the owners and 
actors of ICH are, stating that “[… ]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recognize [the cultural expression] as part of their cultural heritage.”  
The Convention stipulates here that practitioner communities are the owners 
of heritage, and therefore that they should play significant roles in planning, 
deciding on and implementing any actions regarding that heritage. 

Another important condition identified as belonging to ICH is that the 
element “provides them [communities and groups] with a sense of identity and 
continuity, thus promoting respect for cultural diversity and human creativity.”  
This means that people belonging to the community should feel proud 
of the element as an expression of their identity. In addition, they should 
acknowledge that the element has existed without interruption and that it will 
continue to exist. ICH is thus constantly evolving and contributes to enriching 
cultural diversity, which is the well-spring of creativity. 

The Convention’s definition also says that elements should be compatible 
with international norms of human rights, as well as with requirements of 
mutual respec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part of the definition allows 
it to be distinguished from cultural relativism.

Among the different dimensions encompassed in the definition, why are 
those related to questions of ‘how’, ‘under which circumstance’ and ‘who’ 
considered to be so important?  The answer to this question is that these refer 
to the primary purpose of the Convention, which is the ‘safeguarding’ of ICH. 
(Article 1). 

The term ‘safeguarding’ is defined in paragraph 3 of Article 2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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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guarding’ means measures aimed at ensuring the viability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cluding the identification, documentation, research, 
preservation, protection, promotion, enhancement, transmission, particularly 
through 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 as well as the revitalization of the 
various aspects of such heritage.”  This means that the main objective of the 
Convention is to take necessary measures, as listed above, in order to ensure 
the viability of ICH. 

Then, who can enable an expression of ICH to be viable ? The answer 
to this is neither researchers, nor governments, but rather the practitioner 
communities themselves. Researchers and governments can naturally help 
people from the communities concerned to maintain the viability of ICH 
elements. However, practitioner communities can only transmit the know-
how associated with ICH expressions to next generations if these expressions 
are currently viable in their own societies. It is only they who can decide 
whether or not to keep the elements alive, or whether to transform or recreate 
them in response to their environment, their interaction with nature and their 
history. 

With the introduction of this new multidimensional definition of ICH 
onto the international cultural-heritage scene, the 2003 Convention has 
created some misunderstandings in relation to the definition of ICH among 
States Parties. 

The real challenge for States Parties is to understand fully the new 
definition of ICH given in the Convention. This challenge is all the greater for 
those States that to various extents have previously had different definitions of 
ICH. 

A second conceptual challenge derives from a misunderstanding 
of the purposes, meanings and functions of the two Lists: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and the Representative List which could be deduced by 
a striking imbalance between the number of nominations submitted to the 
Representative List and for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111 against 15 for 
2009 inscription). This trend regrettably worsened in the 2010 cycle, when 147 
nominations were received for the Representative List, as against four for the 
Urgent List (UNESCO 2009). It was noticeable that many elements inscribed 
on the Representative List could have been submitted to the Urgent List. 

Of the two Lists, the Urgent List fulfils the principal purpose of the 
Convention, which is safeguarding, while the Representative List satisfies 
the third purpose, which is to rais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ICH. 
Therefore, the governmental experts, during negotiations for th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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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 and General Assembly have stressed the importance of the Urgent 
List and its centrality to the purposes of the Convention (Aikawa 2009).

Why, then, did so many States Parties prefer the Representative List 
during the first and the second cycle of inscriptions?  This was partly because 
they may have thought that the submitted nominations would be inscribed 
with less strict screening. However, mostly it was because they misunderstood 
the meaning and role of the Representative List. They appear to have thought 
that this List was more prestigious than the Urgent List, though the States 
Parties themselves might not be solely responsible for such misunderstanding. 
The title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CH of Humanity’ is ambiguous. The 
Convention neither provides a definition of the Representative List nor of the 
term ‘representative.’ Nevertheless, taking into account the definition given 
to ICH, it seems to be evident today that the term ‘representative’ should be 
understood as meaning ‘representative of the community.’ States Parties might 
have understood the Representative List to be the more prestigious by wrongly 
interpreting the term ‘representative’ to mean representative of the whole of 
humanity, as the title of the List could imply. Moreover, some States Parties 
thought that the inscription of an element of ICH on the Representative List 
would raise awareness about the inscribed elements, as well as their visibility 
(UNESCO 2009). 

Another reason could be that States Parties have been used to dealing 
with the prestigious World Heritage List for more than 35 years, of which 
the principal criterion is ‘universal and outstanding value.’ For States Parties, 
the inscription of a site on the World Heritage List set up under the 1972 
Convention involves the reputation of the state itself. States Parties have been 
so accustomed to the ‘dishonour’ that attaches to a site being placed on the 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 the so-called ‘Endangered List,’ that they may 
also have taken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of the 2003 Convention to be 
the equivalent of the 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However,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has no connotation of 
‘dishonour’ since its main purpose is to take urgent safeguarding measures 
within an international framework of the elements of ICH of which viability is 
at risk. 

The challenge here is how to raise awareness among States Parties of the 
true meaning of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of the 2003 Convention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nventions, such that the current lack of balance 
will be reversed.

A third challenge emerged in my opinion from the differences in rig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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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ed to the examination of the nomination files. The Lists have three 
criteria in common, which are (1) compatibility with the definition of ICH, (4)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y, group or individuals and their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and (5) inclusion in an inventory. All files are evaluated by 
the Committee, but prior to the Committee’s evaluation they are examined 
by different entities. Consequently, the amount of rigour used in their 
examination varies. Nominations submitted to the Urgent List are scrutinized 
by a minimum of two bodies, such as specialized NGOs, research institutions, 
or experts, while those submitted for the Representative List are examined 
by the subsidiary Body(henceforth SB) composed of six Intergovernmental 
Committee members. Examination of the nominations received for both 
lists in the first cycle revealed that nominations for the Representative List 
were less strictly examined by the SB, which naturally took into account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its work. 

The third challenge is, therefore, how to harmonize the amount of rigour 
used in the examination for both Lists, notably in relation to Criterion 1, IV 
and V, such that full compliance with the criteria is ensured.

II. Operational challenges

Having examined the first 111 nomination files for the Representative List, 
the SB made a number of recommendations, mostly in respect of operational 
aspects. The most salient recommendations derived from the following 
factors: (i) difficulties faced by the submitting States Parties and the SB 
regarding Criterion 4, the ‘widest possible participation by the community, 
group or individuals concerned;’ (ii) serious geographical imbalances; (iii) the 
substantial number of nominations received when compared to the limited 
examination capacities of the SB, Committee and Secretariat; and (iv) the 
small number of multi-national nominations (UNESCO 2009).

The most difficult issue may be how to ensure the full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who are practitioners of ICH in the 
process of the preparation of the nomination files (Criterion 4 for both lists), 
as well as in the safeguarding measures to be taken (Criterion 3 for the Urgent 
List, Form ICH-02 – Representative List para.3 c).

Indeed, the 2003 Convention marks a conceptual shift by introducing 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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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tion of the role of practitioner communities and by saying that ICH 
can be identified only if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recognize [it] as part of their cultural heritage” (2003 Convention, Article 2 
Definition). However, this shift is not only conceptual. It is also operational, 
and it is this which makes this Convention an advanced instrument of 
cultural-heritage management. Yet, it should be noted that the governments 
of many States Parties have little experience of such methods of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which is why States Parties have encountered so many 
difficulties in fulfilling the requirements of Criterion 4.

A major operational challenge here could be how to encourage States 
Parties to increase participation by members of the communities in the 
management of safeguarding actions. The Committee might pursue further 
reflection on how to ensure such participation and might recommend more 
audacious and committed solutions. 

Having discovered that of the 111 nomination files received, 61 (54%) 
were from the Asia-Pacific region, from which some countries had submitted 
more that 10 nominations, while only five were from the African region and 
one from the Arab States, the SB regretted that the nominations were not 
geographically representative (UNESCO 2009). This imbalance has been 
increased in the nominations received during the 2010 cycle. Among the 147 
nominations received for the latter, more than 60 % are from Asia, while only 
one nomination has been received from Africa.  The similar trend was seen in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Of 15 nominations, 8 elements were from Asia 
and only two elements were from Africa.

Having also noted the increasing number of nominations received for the 
Representative List, the SB recommended setting a ceiling of 100 nominations 
for annual evaluation by the Committee (UNESCO 2009). As one of the 
measures to correct the geographical imbalance, as well as the overwhelming 
number of nominations which makes the assessment process impractical, 
the SB recommended limiting the number of annual nominations to three 
for each State Party. However, the Fourth Session of the Committee decided 
in Abu Dhabi to continue its reflection on these issues and on possible 
amendments to the Operational Directiv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General Assembly, whose forthcoming session will meet in June 2010. As a 
temporary measure, the Committee decided that, among 147 nominations 
already submitted for the 2010 inscription, the Subsidiary Body will examine, 
in propriety, those submitted by the States Parties that do not have elements 
inscribed on the Representative List, have few elements inscribed on it or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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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d multinational nominations. 
It was a matter for regret for the SB that only three multi-national files 

were submitted among the nominations of the Representative List for the 
2009 cycle.  There were no multi-national nominations for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and there was sole one multinational element (Bolivia, Peru 
and Chile: ICH of Aymara communities) inscribed on the Register of the 
good safeguarding practices (UNESCO 2009). 

Enhancing the number of multi-national nominations is, therefore, an 
additional challenge to the above-mentioned ones. Preparing a multi-national 
nomination requires long and complex negotiations, as well as laborious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several countries.  In order to promote multi-
national nominations, substantial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 needs to 
be provided. 

A new challenge also emerged during the recent Committee meeting 
in Abu Dhabi concerning the complex examination mechanism currently 
used for the Urgent List and requests for international assistance greater 
than US$25,000. For each submitted element two examiners and two other 
substitute examiners are identified. In addition, the NGOs selected need to 
be accredited (98 NGOs are currently accredited), while research institutions 
and experts do not need to be accredited. As each examiner reviews files 
individually without being given the opportunity to consult others, yardsticks 
vary. An improved mechanism was therefore proposed by the Committee, 
which took note of the report of the examiners meeting held the day before 
the opening session of the Committee in Abu Dhabi, to remedy this possible 
incoherence. This improved mechanism would involve reinforcing the 
capacities of examiners, permitting them to conduct site visits. (DECISION 
4 COM 18) However, when nominations for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become more numerous, which I hope will occur, new challenges will 
certainly emerge.

The ICHC currently has a total of 116 States Parties. As a result, a further 
challenge is that though the number of States Parties signed up to the 
Convention has increased with unprecedented rapidity, 77 of UNESCO’s 
193 Member States still need to be convinced to becom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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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Roles of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to be established in 
the Republic of Korea could contribute to addressing the above-mentioned 
conceptual challenges in its domains of information and networking. The 
Centre could promote greater understanding of the purposes of the 2003 
Convention (Article 1) and of the definition of ICH (Article 2) through 
its networking activities, in order to ensure that the ground rules of the 
Convention are correctly understood by governments, institutions, experts, 
practitioner communities and civil societies in the countries of the Asia-Pacific 
region. The Centre could also raise awareness of the purposes, meanings, and 
functions of the two Lists and the Register of good safeguarding practices 
in order to ensure that adequate nomination files are prepared. In carrying 
out these tasks, it could also make selected good practices available: notably, 
those included by the Committee in the Register under Article 18 could be 
disseminated as models.

The Centre also has a role to play in addressing the operational challenges 
of the Convention.  Asian countries have been pioneers in the safeguarding 
of ICH, and they played key roles in drafting the ICHC. It is for these reasons 
that so many nominations have been received from Asia, and they explain 
why four Category 2 Regional Centres will soon be created in Asia. The 
Korean Centre could establish partnerships with governments, institutions 
and civil societies in the Asia-Pacific countries, notably with those of the 
Pacific Sub-Region,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 management of ICH data, 
the protec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ICH practitioners, and 
the capacity to draw up complete nomination files. Such partnerships could 
even be extended beyond the region, in order that under-represented regions, 
such as Africa and the Arab States, could benefit from Asian experience, in 
conformity with Article 19 of the Convention concerning cooperation.

Further relevant contributions of the Centre in addressing operational 
challenges could include the building of networks among the communities 
and groups concerned, in order to foster the transmission and dissemination 
of ICH. Such networks could also be helpful in promoting multi-national 
nominations. The Centre could contribute to the Secretariat of the Convention 
by establishing a database of NGOs, research institutions, and individuals 
specializing in the ICH of the region. This database could assist the Secretar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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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UNESCO in its choice of examiners for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as 
well as requests for financial assistance superior to US$ 25,000 .

Of the 48 UNESCO Member States in the Asia-Pacific region, only 18 ar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Of the 15 Member States of the Pacific Sub-
Region, only Papua New Guinea is a State Party. The Korean Centre could 
therefore set up a network with ICH-related institutions in states that have not 
yet joined the Convention, providing them with information about it so that 
they could then encourage their governments to become States Parties.

Conclusions

One of the aims behind the drafting of a new convention for ICH was to 
correct the geographical imbalances in the World Heritage List. However, it 
was noticed during the first inscription cycles for the Convention’s two Lists 
and the Register under Article 18 that such imbalances had even grown. The 
primary reason for this unforeseen results could be that many States Parties 
have had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the purposes of the Convention and its 
underpinning definitions, as well as the functions of the Lists and the Register 
under Article 18 and the fundamental requirement reiterated throughout the 
text of the Convention to ensure the participation of practitioner communities 
in the management of safeguarding actions. Conceptual confusion between 
the 2003 Convention and the1972 Convention (World Heritage List) has also 
been seen, meaning that it is time for the 2003 Convention to emerge from 
the shadow of the 1972 Convention. 

It is worth noting that the Committees of both Conventions have added 
their voices in favour of an integrated approach to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natural heritage, and this was a feature of the 33rd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in Seville (Decision 33 COM 5A) 
and the 4th Session of the 2003 Convention’s Committee in Abu Dhabi.  
Already at least 10 elements are inscribed under both Conventions. An 
‘integrated approach’ that conforms to the real situation of the heritage in 
situ could be the most challenging issue in the long term. There is, however, 
a fundamental conceptu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nventions, namely 
that element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are selected under the 
elitist criterion of Outstanding and Universal Value, while those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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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Convention Lists are not selected as elite but are inscribed under other 
criteria, such as  safeguarding measures and the implication of the practitioner 
communities. It is important to signal these fundamental differences in any 
integrated approach. 

First experiences of making inscriptions on the two Lists and Register 
under Article 18 allowed the Committee to clarify any shortcomings and 
discrepancies in the methods of implementation of the 2003 Convention, as 
well as to remedy a lack of pragmatism. Some of these shortcomings were 
to be corrected thanks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recent Committee 
meeting in Abu Dhabi which proposed amendments to the Operational 
Directives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General Assembly). Others need 
further discussion. As noted above, the overwhelming Asian presence on the 
lists has also been remarked on. However, this is far from being a criticism. 
Instead, what is needed is that countries from the under-represented regions, 
notably Africa, are encouraged to become as enthusiastic as the Asian 
countries in safeguarding ICH. In order to achieve this, such countries need 
to receive the advice and technical and financial assistance of the Asian 
countries.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raising awareness of the new concept of ICH embodied in the Convention. It 
can encourage States Parties to adopt new management methods involving 
more people from the practitioner communities in safeguarding actions. 
Through its networks, the Centre can also contribute to build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implementation mechanisms of the ICHC and to 
building the capacity of countrie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region in 
safeguarding 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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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ultures are too often dichotomized into Western vs. non-Western, male 
vs. female, elite vs. folk, or tangible vs. intangible, and in each instance, 

the former term is privileged over the latter. Particularly with modernization 
and the accompanying expansion of the Western cultural world, Western 
cultures are frequently considered more rational than, more valuable than, 
and superior to non-Western cultures, which many would claim are irrational 
or inferior. Such views of cultural differences have been promoted by the 
globalization of European and American cultures, as non-Western cultures 
have not expanded their influence to the same degree. 

Similarly, as many feminists have pointed out, the culture of women has 
long been considered to have relatively less value and importance than that of 
men. And cultural critics have noted that folk cultures are often regarded as 
being old, outdated, and worthy only of being forgotte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also been viewed as relatively less 
important than tangible cultural heritage. Although UNESCO adopted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in 1972, for example, the scope of ‘cultural heritage’ in the convention 
was limited to tangible heritage, such as the pyramids at Giza or the Great Wall 
of China. A convention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as not adopted until 
2003, 31 years later, which shows the discrimination against the l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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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fairness of the above dichotomies has become increasingly 
apparent. Developments in the fields of cultural studies, anthropology, 
folklore, and gender studies warn us against the injustices that often 
result from creating such cultural hierarchies. They show that all cultures 
are important and meaningful in their own way. UNESCO’s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2001) is in alignment with this principle. 

Following the 1972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Heritage in 1972, several of the member states of UNESCO called for 
the creation of a protection system for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 In 1989 
the UNESCO General Meeting finally adopted ‘Recommendations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 recommended that member 
states implement training programs for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e 
and compile lists of intangible heritage, and undertook a variety of other 
measures. The 1989 Recommendations, however, had limited effectiveness 
on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heritage, which prompted UNESCO to 
adopt a program for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in 1998. According to this program, the task of selecting world’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egan. Each member state could submit one 
item of intangible culture for selection every two years. An international 
committee of judges would evaluate the submissions and could approve them 
as masterpieces of intangible culture.   

This proclamation for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generated 19 approvals in 2001, 28 in 2003, and 43 in 2005. Thus, a total of 90 
items were declared masterpieces of humanity’s intangible culture by 2005.   

This declaration of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attracted much international interest and enthusiasm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To the 2001 call for submissions, 31 states responded, 
but to the 2005 call, 91, or nearly three times as many states, submitted 
nominations.  And this rising concern played an enormous role in developing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the conclusion of the 32nd general meeting of UNESCO, October 17, 2003, 
the new Convention was approved overwhelmingly. The Convention afforded 
legal force. With the approval of this convention, the world’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ll now be protected and safeguarded by the close 
cooperation and monitoring of the member states.

The new Convention was passed on October 17 of 2003, it required 
ratification by 30 member states for it to become effective. On January 20 of 
2006, Rumania became the 30th state to ratify the convention. Three months 



Strengthening Regional Capacity-building and Int'l Coopera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CH

59

later, on April 20 of 2006, the Convention formally came into effect. The 
Director General of UNESCO, Koïchiro Matsuura, observed this immense 
interest throughout the world in intangible heritage because of the threats 
from the processes of modernization and globalization to intangible heritage 
all over the world. The relatively short time in which many nations ratified 
the Convention shows that many nations felt that international protection 
measures were urgently needed. As of 2009, 116 member states have ratified 
the Convention.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an be differentiated in several 
ways. If 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stitutes the historical assets of humanity 
in the pas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the living traditional culture that 
conveys past historical experiences that have been handed down to the 
present. And if tangible heritage appears fixed and unchang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ppears to be dynamic, constantly changing with the times. 
In other words, if 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dead heritag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living culture. 

Accordingly, the contents of conventions for protecting these two types of 
heritage are different.  Conventions for tangible cultural heritage emphasize 
their ‘authenticity’ and their value. In other words, evaluative criteria 
emphasize whether or not a historical structures or relic bears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era in which it was made. Becaus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constantly changing with the times, however, basing its authenticity 
on whether or not it bears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a particular era is a 
nearly impossible task.

More than anything else, moreover, it can be seen that the most important 
value of intangible heritage is that it shows diversity and equality with other 
intangible heritage. Comparing different items of intangible heritage, it is 
inappropriate to regard one as more important or valuable than another. 
This is a major point of different between the 1972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and the 2003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1972 Convention, the first and second article, spoke of 
designating (tangible) items defined as having ‘outstanding universal value,’ 
but the 2003 Convention’s definition of intangible heritage does not include 
such an evaluative criterion.  Instead, it speaks of compiling an inventory 
consisting of two categories: (1) a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and (2) a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Convention, Articles 16 and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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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signation of tangible heritage as the world’s cultural heritage was 
based on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historical relics. The Pyramids, 
the Great Wall, and similar ‘supremely valuable’ historical structures were 
designated. Therefore, nations which had several such structures were deemed 
as civilized while those that did not were implicitly seen as relatively inferior. 
Europe dominated the possession of such tangible heritage while other 
nations, which had fewer such designations, were given a sense of deprivation.    

In contrast, non-Western societies currently hold the leading number 
of the 90 intangible cultural designations that UNESCO granted by 2005.  
Among these 90 designations, 7 are multinational, and of the remaining 
83, the leading number of designations (27, or nearly 1/3) are located in 
the Asia- Pacific region. And at the recent meeting in Abu Dhabi, of the 76 
new designations that were added, the Asia-Pacific region holds the largest 
number.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an intangible heritage designation is a 
symbol of a country’s national identity. Especially in this age of globalization, 
when Western cultures are rapidly spreading throughout the world, and 
each nation’s traditional culture faces the crisis of disappearance,  protecting 
each nation’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very important. Of course, 
traditional cultures are disappearing in the Western nations too, but there the 
disappearing traditional culture is composed of ‘old things’ while they are in a 
position to ceaselessly create without limit new things that match the current 
era. Among non-Western nations, in place of the disappearing traditional 
culture of yesteryear as ‘ours,’ the new cultural creations that are replacing 
them are often of Western origin. If one considers the case of Korea’s pansori, 
this is plainly evident. Therefore, one can understand why non-Western 
nations are especially interested in protecting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ESCO’s series of policies for the intangible heritage of the world can 
be seen to have the following meanings. First, rather than regarding tangible 
heritage as the principle form of culture, it brings the recognition that 
intangible heritage is just as important and valuable an asset for humanity.  
Second, because the designations of tangible heritage were primarily given to 
Western states, there is greater interest in intangible heritage arising in non-
Western societies.  

The greatest potential valu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is era of 
globalization is its ability to resist the domination of a particular region’s 
culture throughout the world. Already in the modern age, the power of 
westernization, culture created in the west have spread and are consu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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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out the globe. For example, one can experience on any day American 
music, dance, movies, and food being consumed not only in the United States 
but also all over the rest of world as well.  

All peoples throughout the global village listening to the same kind of 
music, performing the same dances, and eating the same food is sad and 
not ideal. Biologists point to the need for several kinds of species to exist to 
maintain a healthy globe. For one species exists by causing the extinction of 
all others is likely to bring about the end of the world.  Likewise, under the 
overpowering influence of westernization, only by protecting and continuing 
the existence of the disappearing traditional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non-Western societies can varied human cultures survive. This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survival of humanity.

I have already made the point that the current direction of intangible 
heritage policies should be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ose of tangible 
heritage. The tangible heritage of the world consists of designations or 
historical relics and remains that hav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When 
these were declared the majority of this heritage was concentrated in the 
West. This centering of the West accustomed many to regarding the rest of the 
world as ‘other.’ The areas where many of these designations were located were 
given a sense of superiority from implicitly being regarded as more civilized 
and having achieved more historical development. Nations that had relatively 
fewer designations were made to feel inferior. The intense competition with 
which UNESCO’s tangible designations were pursued clearly shows this point. 
The emphasis given to the hierarchical evaluation of the quantity of heritage 
designations and competition of the world (tangible) heritage policies brought 
western logic and those policies granted hegemony to Western societies. 

The intangible heritage policies that we have newly initiated have to 
convert people to a definitely new paradigm. We have to rid ourselves 
of the perspective that what is designated on the representative heritage 
list has greater value or superiority over intangible heritage that is not so 
designated. Rather than looking at culture in terms of hierarchies of value 
and competition, all intangible heritage has its own value and should be seen 
from a culturally relativistic perspective. From the position of the group that 
created and possesses tha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 view of its value 
should be learned.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world deserves ‘equal 
respect and understanding.’ We have to generate that paradigm shift.  When 
we discuss international cooperation reg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e 
ought to start with this philosophical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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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refore, because of the differences between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a spiri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regarding for the latter is best attained by 
following the direction that best reflects it.  

How ar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to achieve equal respect and 
understanding?  Priority should be given to correctly understanding each 
nation’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 attitude of understanding another 
national group’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eeds to be fostered. Unlike 
tangible heritag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ts performers from one 
area can travel to perform in another. Each nation’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hibits the coexistence of the universality of humanity and the 
special features of the community in the area where the intangible heritage 
was created and transmitt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been transmitted for hundreds if not 
thousands of years by a regional community and carries its historicity. 
And as it has been adapted to each era until today as it was transmitted, it 
is a surviving tradition. In that way the region’s special characteristics are 
embedded. Thus, when a region’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introduced to 
another area,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at heritage should be explained 
sufficiently to enable the people of that other region to understand it. Simply 
introduc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itself, without an explanation of 
its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 shows a lack of concern for tha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en I was invited to China under the sponsorship 
of the Chinese Arts Institute to participate in an international scholarly 
conference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 met a person who taught 
ethnomusicology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The person 
told me of her  experiences when lecturing on pansori, a Kore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en she let the students listen to a recorded sample of 
pansori, their responses displayed a lack of attention. They were bored and 
showed no interest. On another lecture, she first showed the popular Korean 
movie Seopyeonje, which narrated a story of pansori  singers and their 
performances, and then let her students listen to the recorded sample. On that 
occasion, she related, the students became interested in the pansori and were 
able to gain a sense of its artistry. In other words, introducing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itself is not effective. But when the historical, cultural 
and social contexts are also introduced, an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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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merges. By doing this, one can see that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creation and transmission by individuals, groups, 
and communities gains respect.

We also have to consider copyrights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rights of those who created and transmitted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ve to be respected. Usually when we speak of a copyright we tend to 
limit it to an individually created work of ar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owever, is not created by an individual. It is the product of a community. 
The issue of ownership and other rights to intangible heritage is now taken 
up by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which is now 
preparing rules for protecting traditional knowledge and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These laws favor an area’s community residents who ow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se copyright laws not only have programs 
for affirming their rights to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y are also to 
include rules against using cultural expressions negatively or disparagingly. 
WIPO considers legal issues of state and international laws as well. 

II. Strengthening the Abilities of Regions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ame into effect and many nation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but in the 
majority of the nations the importance of intangible heritage is still not as 
well recognized as that of tangible heritage.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when the law for cultural property was introduced in the 1960s,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thought of that such property consisted only of 
Seokguram Grotto, the Great South Gate, or other such tangible culture that 
should be preserved. There was almost no recognition of intangible culture 
such as masked-dance dramas or shamanistic rites and even less support for 
the idea that these should be preserved. Moreover, the majority of folk artists 
were regarded with contempt. Those that belonged to performing groups 
were even more distained. According to the recollection of Yim Suk-jay, when 
an intangible property division was formed by the government and he was 
invited to serve as head of its committee, he looked for performers of masked-
dance dramas and told them that because the dances they performed were an 
illustrious art and that he would make them Living Human Treasures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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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ld have a right to continue their performances, but  his persuasive efforts 
often met refusal. He had to make several efforts to finally gain their consent. 
More than forty years later, the situation is very different today, as performers 
seek to become Living Human Treasures.

In spite of thi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not recognized as being 
as important as tangible cultural heritage.  More concern abou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ppears to exist in the Republic of Korea than in most 
other nations, but despite the nation’s Living Human Treasure system, less 
than 10 percent of the budget of the Office of Cultural Heritage is expended 
on intangible heritage. Even in Japan, where there is as much interest 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there is in Korea, I have been told that less than 
10% of its heritage budget is spent on intangible heritage. Many other nations 
that have no experience protec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re is almost 
no funding to speak of. Therefore each member state needs to educate its 
citizens about the importanc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llocate as much 
funding as it does for 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otherwise strengthen its 
capacity for protecting it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is recommendation 
applies to UNESCO as well. The human efforts and financial resources that 
it expends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e far less than those utilized for 
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should shortly rectify this imbalance.) 

The budget allocated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hould not only 
be expended but the absence of an institution charged with responsibility 
for maintaining intangible heritage and insufficiency of appropriate staff 
specialists should be remedied to strengthen the region’s capacity. Therefore, 
governments, research institutes, groups of intangible cultural specialists, and 
local societies should join hands in promoting this concern and the capacity 
to address it.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vention that went into effect in 2003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individuals, groups, and communities that 
transmi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other words, emphasizing that the 
local society where the heritage is transmitted has to become the principal 
party of it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another means of fostering the local 
capability.    

That capability, for example, can be promoted by recording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ving it designated on UNESCO’s list and having 
members of the local community actively participate. While local people 
define and designate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hould help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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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e with them. The local residents can use their own methods for 
recording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r they can become familiar 
with skills for using tape recorders and video cameras. They can also learn 
to represent and maintain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learn about 
possibilities for its use, such as creating a local cultural center. These are other 
methods for empowering local communities. In the locality where an item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located, elders can become teachers of the 
heritage or designated as leaders who can transmit the heritage to younger 
generations. Local residents can also form ties with governmental institutes 
or local institutes which should be formalized. Thereby the local residents can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regarding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ose in charge of a locality’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ether from 
the central, regional, or lesser localities, should encourage the local residents 
to express their opinions regarding policies related to that heritage. And 
the region’s schools should have their students participate in some of the 
programs and compilation of lists. These would be one of the additional 
ways to stimulate the young generation’s interest in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addition, the compilation of a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an 
extremely effective way to assemble information abou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the extent possible, it should be transformed into computerized 
databases. Especially those items that are facing the crisis of disappearance 
require particularly urgent measures. The local people who transmi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an accept responsibility for all of these steps to 
strengthen their local capacity. 

III.  The Asia-Pacific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er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the 21st of last month, UNESCO recognized Korea, China, and Japan’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ers for the Asia-Pacific region, assigning 
these institutions to the level of category 2. This was a departure from its 
generally past practice of recognizing only one center for a given area.  Among 
these three intangible cultural centers, there is a division of labor. The Korean 
center has responsibility for the area of information and networking, Chi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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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is in charge of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pecialists, and Japan has the task of research.

The designation of these three centers for the Asia-Pacific appears to be a 
worthy development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reason is that the effort can be found in several places.

Compared with the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policies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ve 
no simple standard. For example, China’s method of protecting the wooden 
structures of its tangible heritage can be applied for protecting Korea’s wooden 
structures. In that way, one country’s protection technology for tangible 
heritage can be usefully applied with minor adaptations elsewhere in the 
region. 

Moreover, the definitions and concepts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e 
inconsistent, and the intangible heritage itself is highly varied. And becaus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a product of one area’s historical, social, and 
cultural conditions, one area’s measures for safeguarding its intangible heritage 
are not as easily applied to another area’s intangible heritage. 

Of course, although the definition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e 
spelled out in the 2003 Convention, the concep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cludes many different forms, and each regional nation’s interpretation and 
understanding of it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necessarily varied. The 
concep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a given nation governs what has to 
be protected in that nation. Some nations, for example, regard open places, 
such as marketplaces, part of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thers do 
not. Moreover, each nation’s awareness of it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ll differ according to its economic and political conditions. The rapid 
attacks of wester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that an area has 
experienced affect the speed at which its traditional culture faces a crisis of 
disappearance.  

Also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level of interest 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etween the nations and regions. Even within the Asia-
Pacific region, there is a high level of interest in the Republic of Korea, China, 
and Japan, there is far less interest in many other nations of the region and 
in other areas of the world.  Korea, China, and Japan have numerous entries 
registered on UNESCO’s Representative List, but some other nations in Asian 
and Pacific areas have not applied for the registration of any items. The Asia-
Pacific Regional Centers should strive to raise interest 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se areas and make efforts to eliminate such regional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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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sia-Pacific is a very important region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t only does more than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live here, but it is also 
it is a very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culturally diverse area.

In light of these facts, it is a welcome development that intangible culture 
centers are being established in the Asia-Pacific region’s three nations of 
Korea, China, and Japan.  And dividing responsibilities for the area’s variou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entirely appropriate. Toward that end, the 
intangible heritage centers of these three nations need not only to pursue 
their own respective topics but also earnestly cooperate and help each other. 
Moreover, the formation here of safeguarding measures developed from these 
centers should help other regions of the world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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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Public Awareness, Particularly Among 
the Youth, Regarding ICH Safeguarding*

Gaura Mancacaritadipura**

Second Secretary 
Indonesian National Kris Secretariat

efore I begin, I would like to offer heartiest congratulations, both from 
my colleagues back in Indonesia and from myself personally, to the 

Republic of Korea, upon the official UNESCO approval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as a Category 2 Centre. 
We do hope that this centre, in collaboration with the centres established in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Japan, will play an active role in advancing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n region, in the spirit 
of Article 19 of the 2003 UNESCO Convention. It is a source of inspiration 
for all of us present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pleased to organize 
this Conference, inviting participants from many countries, so that we can 
exchange our experiences and then share them with others back in our home 
countries, in order to optimize our efforts to safegu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ncreasing ongoing public awareness of ICH safeguarding, particularly 
among youth, is one of the essential goals of the 2003 UNESCO Convention 

B

  *_ Presented before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ow to 
Apply Information and Networking, Seoul, Republic of Korea, 3rd- 4th November 2009

**_ Mr Mancacaritadipura can be contacted at gaura@cbn.net.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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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1 Passive awareness of ICH can be 
achieved through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while active awareness requires 
networking, in order to involve the public, particularly youth, in activeparticipation in 
safeguarding.  

I would like to present different approaches taken in Indonesia to increase 
active public and particularly youth awareness of ICH, with reference to 
efforts involving elements of Indonesia’s ICH inscribed on, or nominated for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namely, Indonesian Wayang, Indonesian 
Kris, Indonesian Batik and Indonesian Angklung, as well as one sub-regional 
effort initiated by Indonesia (ASEAN Pupppetry Association), all of which 
I participated in personally. I will discuss advantages and disadavantages 
of each approach, and how each might be adapted through networking on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he approaches I will present include:

1) Creation, strengthening and networking among ICH associations
2) Preparation of teaching materials and facilitating transmission through   

institutions of informal education (sanggar, paguyuban), particularly 
for youth. 

3) Inclusion of modules of ICH in school and university curricula
4) Public events and involvement of youth in events.
5) Increasing awareness through the media

Finally I will summarize my presentation, draw conclusions and make 
some general suggestions for possible follow up action.

I. Creation, strengthening and networking among ICH 
associations

Associations of holders or enthusiasts of particular elements of ICH can 

1_ Preamble, Article 1 c and 14 of 2003 UNESCO Convention for Safeguarding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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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 very important roles in safeguarding their particular elements of ICH, 
and also in increasing awareness among their members, the general public 
and youth regarding ICH. Government officials often find themselves busy 
with so many matters, and thus do not find the time to devote to particular 
elements of ICH. This work can effectively be carried out by ICH associations, 
in collaboration with the government. If such associations do not yet exist, 
but there are individual holders of a particular element of ICH, then there 
is the possibility of creating an association to increase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among holders or enthusiasts of the particular element of ICH.  
If such associations already exist, then we can strengthen them and increase 
their capacity for safeguarding ICH and for increasing awareness. In some 
cases, several associations may already exist, but they do not yet communicate 
or collaborate together. In this case, one solution would be to create an 
umbrella organization or forum which gathers together such associations 
in a spirit of mutual respect and cooperation among them, and encourages 
networking. 

Two national associations of wayang existed already since the 1970s, 
namely the Indonesian National Wayang Secretariat (SENA WANGI) and the 
Indonesian Dalang’s Union (PEPADI). Besides this, there are many informal 
schools of wayang puppetry, called sanggar. Part of the effort to safeguard 
and increase awareness of wayang consisted of strengthening these schools by 
assistance (see section 2. below). The national organizations regularly tried to 
enhance networking among these schools by holding national workshops and 
seminars on wayang, and inviting their participation.

In mid-2006, SENA WANGI began an initiative to hold the 1st ASEAN 
Puppetry Festival 2006 (30th November - 3rd December 2006 in Jakarta). The 
Festival included a Symposium on Puppetry in ASEAN, and the Declaration 
of an ASEAN Puppetry Association (APA). The APA Declaration was 
signed before the Vice President of Indonesia on 2nd December 2006 by 
representatives of the puppetry communities of 9 of the 10 ASEAN countries. 
The representative of the puppetry community of Myanmar acceded to the 
document the next day, meaning that artists from all 10 ASEAN Member 
States were represented. APA drew up Statutes and Rules of Procedure, 
established a Secretariat and has held an annual meeting of its presidium 
APA’s goal is to safeguard puppetry ICH on a sub-regional level, namely SE 
Asia. 

In the case of Indonesian Kris, there were informal associations of kris 
lovers, called pagyuban, spread here and there, but no nation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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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sted, and only occasional networking among these associations. Several 
community members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secretariat. A 
declaration, statutes and rules of procedure of a proposed National Secretariat 
were drafted. Representatives of these associations and other stakeholders 
such as universities, museums, etc, were gathered together at the 2nd National 
Kris Seminar, which declared the establishment of the Indonesian National 
Kris Secretariat (SNKI). on 12th March 2006 in the old Vredeburg Fort 
Museum in Yogyakarta. The author was involved in drafting these documents, 
and was later appointed as 2nd Secretary of the Secretariat. Initially 15 
pagububan associations joined together to form SNKI2 .More joined later on. 
SNKI now coordinates 30 associations in different places, and publishes a 
magazine called ‘Kris’.

Indonesian Batik already had many associations of batik lovers, some 
of which were quite large and professional such as Yayasan Batik Indonesia 
(Indonesian Batik Foundation), Noteworthy are the efforts of Pagyuuban 
Sekar Jagad, based in Yogyakarta, which has encouraged establishment 
of many paguyuban associations of batik lovers in many places having 
ICH cultural heritage. There are museums such as the Batik Museum in 
Pekalongan, the Danar Hadi Museum in Surakarta, the Batik Museum in the 
Sultan’s Palace in Yogyakarta, Imogiri Batik Museum, etc. and individual batik 
community members. No organization yet existed with the express intention 
of safeguarding batik ICH on a national level. The existing organizations and 
foundations were already doing their work well in their respective area/ It was 
thus felt that the best thing was to establish an Indonesian Batik Community 
Forum (Forum MASBATIK), rather than a hierarchical organization. The 
author was involved in drawing up the documents. The Forum was declared 
on 22nd August 20083, witnessed by seven government Ministers.. 

Two angklung organizations were existing; namely Angklung Music 
Association, or MMA in Jakarta, and Saung Angklung Udjo or SAU in 
Bandung.  Besides this, there are many informal angklung groups in schools 
and universities. In this case, an organization or forum was not set up, but a 
Declaration was made on 11th August 20094 among all stakeholders to mutually 
respect each other and work together to safeguard angklung ICH. 

2_ Declaration of Indonesian National Kris Secretariat (SNKI), 12th March 2006.

3_ Declaration of Indonesian Batik Community Forum, 22nd August 2009.

4_ Declaration of Mutual Respect and Collaboration among Indonesian Angklung Community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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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authors experiences over several years regarding the 
abovementioned four elements of ICH as well as the ASEAN Puppetry 
Association in the matter of organization, obviously a certain degree of 
organization is needed to achieve anything significant in terms of safeguarding 
and awareness raising of ICH. However, care must be taken to avoid the 
association or forum created becoming overly bureaucratic, resulting in 
excessive preoccupation with administrative functions and less time and effort 
being devoted towards actually safeguarding and increasing awareness of 
ICH in the field. Bureaucratic functions are better kept to a minimum5 . ICH 
organizations should not be so large as to become unwieldy. There is a clear 
advantage in having  associations with genuine concern  for the safeguarding 
of their respective ICH. However, some help and guidance may need to be 
given from time to time, particularly in the matter of capacity building, and 
making an effort to involve youth.  This will be discussed later.

II. Preparation of teaching materials and facilitating transmission 
through institutions of informal education (sanggar, paguyuban), 
particularly for youth. 

The sanngar schools and pagyuban associations of enthusiasts of various 
elements of ICH are generally of an informal nature. Thus many of them 
no not have any teaching materials, curricula or an organized strategy to 
transmit their particular ICH to the younger generation. Transmission of ICH 
has in the past mostly been of an oral and informal nature. While preserving 
traditional oral and informal teaching methods, the effectiveness of ICH 
training programmes can be enhanced by creation of teaching materials, both 
in the form of training manuals, as well as audio-visual materials, and the 
teaching activities of these organizations can be facilitated. Republic of Korea 
has set an excellent example by giving assistance to some 125 organizations 
and 4259 holders and transmitters of ICH in various categories6 . 

5_ Noted in ‘Best and Worst Practices for Safeguarding ICH’ by Gaura Mancacaritadipura, a Presentation Before 
Officials of the Dept. of Cultural Heritage, Hanoi, Vietnam, 17th December 2008.

6_ Presentation by Seong-Yong Park at Symposium on Inventory for Safeguarding of ICH, Jakarta, 19th Augus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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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part of the Action Plan for Safeguarding the ICH of Indonesian Wayang 
carried out from 2005-2007 by the Indonesian National Wayang Secretariat 
with funding through UNESCO Funds in Trust, teaching materials were 
prepared for many styles of Indonesian wayang puppery, including Wayang 
Kulit (shadow puppetry) in the styles of Surakarta, Yogyakarta, Cirebon, Bali, 
as well as two kinds of wayang seriously threatened with extinction, namely 
Wayang Palembang from South Sumatra and Wayang Banjar from South 
Kalimantan, and also Wayang Golek Sunda from West Java. The teaching 
materials consisting of training manuals and audio visual materials were 
prepared in collaboration with masters, experts and universities specializing in 
the arts. These materials were then distributed among the sanggar traditional 
schools. The teachers in these schools were given some financial assistance 
from the project while it was running. Some 15 sanggars were assisted. Even 
more assistance was given to the two kinds of endangered wayang, in the form 
of making duplicate sets of puppets, duplicate gamelan musical instruments 
for accompaniment, recording of teaching by the remaining few masters, 
and training of young students. This programme has boosted safeguarding of 
wayang ICH,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Wayang Palembang and 
Wayang Banjar were successfully brought back from the brink of extinction, 
and are now developing again.7

Creating of teaching materials regarding kris cultural heritage was 
proposed as part of the 2004-2005 Action Plan for safeguarding Kris ICH. 
This particular part of the Kris Action Plan could not be carried out at that 
time, but has been carried out as a private initiative by one very traditional 
sanggar headed by Basuki Teguh Yuwono outside Surakarta, Central Java, 
which trains kris master craftsmen. Some activities have been carried out by 
DAMARTAJI Foundation in Jakarta also in this regard. SNKI has also assisted 
some of the paguyuban associations of kris lovers. 

Several of the associations among the batik community such as Paguyuban 
Sekar Jagad in Yogyakarta have prepared teaching materials in the form 
of small booklets. Others have prepared audio visual materials regarding 
batik ICH. Some of these associations have held workshops and seminars to 
increase awareness of batik ICH, especially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Teaching materials for transmission of angklung ICH are at this moment 
quite rare. Some small books, papers and booklets have been prepared and 

7_ Reports on the Action Plan for Safeguarding the ICH of Indonesian Wayang, 2005-2007.



Building Public Aw
areness, Particularly Am

ong the Youth, Regarding ICH
 Safeguarding

75

disseminated by both the Angklung Music Association (MMA) and Saung 
Angklung Udjo. Most of the teachers of angklung prepare their own teaching 
materials. Perhaps more could be done in this area with regard to Angklung ICH.

The conclusion is that assisting to prepare teaching materials to be used 
by informal schools or associations transmitting ICH is an effective method 
to assist increasing active awareness of ICH and ongoing participation in 
safeguarding efforts. 

III.  Inclusion of modules of ICH in school and university 
curricula

Traditionally, ICH has been pass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mainly through informal education, for example in informal schools or centres 
(in Indonesia, called sanggar), where a master or masters would teach the 
students, usually without any fixed curriculum. The students would often 
serve the master, becoming like family members. This system still continues 
to this day to some extent. However, in the past 50 years, formal education in 
schools and universities has increasingly taken over as the dominant method 
of education in Indonesia. With the implementation of compulsory education 
for 6, and now 9 years in Indonesia, youth often have little time to study other 
things outside what is on the school curriculum. In many cases, it has been 
noted that interest among ICH among youth is waning, and being replaced by 
interest in audiovisual material and pop culture, mainly coming from the West.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ICH stakeholders of all four elements 
of ICH mentioned above have considered the idea of including of modules 
of ICH in school and university curricula, as extracurricular activitity or 
‘local content’. The idea of ‘local content’ within the framework of core 
curricula has been facilitated by the enactment of Law No. 20 of 2003. Article 
33 of Law No. 20 authorizes the use of local languages in elementary level 
education, alongside the national language bahasa Indonesia as the medium 
of instruction. Article 36 Paragraphs 2 and 3 sub.(d) prescribe diversification 
of education in accord with the diversity of local potential. Article 37 (j) 
establishes local content in the national education curriculum. This’local 
content’ consists of local languages, arts and culture, supporting the principle 
of cultural diversity.  Law No. 32 of 2000 regarding Local Governm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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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 elaborated in Presidential Decree No. 106 regarding Establishment 
of a Directorate General for Local Autonomy hav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attention given by local governments to local culture, including local 
languages, dress, arts, cuisine, etc..

The idea of creating educational modules regarding wayang has been often 
suggested, but not yet implemented. There are some vocational high schools 
teaching wayang puppetry and culture, and also 4 universities with degree 
courses in wayang puppetry, but so far, wayang has had little penetration in 
general school curricula.

The same idea of creating educational modules for inclusion in school 
curricula in areas having kris culture was also suggested by the community 
for inclusion in the proposed Action Plan, but has not yet been implemented. 
One university which has achieved considerable success in including kris 
ICH in its curriculum is ISI Surakarta (Arts University). The programme was 
begun as an extracurricular activity of students, and because of its popularity, 
eventually developed to become an area of study.8

It is in the area of Indonesian Batik ICH that we find the biggest effort 
and success with regard to inclus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in Batik ICH 
in school and university curricula. This has been particularly successful in 
the city of Pekalongan in Central Java. In 2005, the Mayor of Pekalongan City 
issued a decree making education and training in Batik ICH compulsory for 
ALL schools in Pekalongan Municipality. 

The main objectives of the programme are: 

• To increase the awareness and appreci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of 
Indonesian batik, including its history, cultural values and traditional 
skills,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at elementary, junior, senior, 
vocational school and polytechnic educational strata;

• To increase the awareness of headmasters, teachers, parents and the batik 
community in Pelaongan, regarding the importance of transmission of 
batik culture to the younger generation; 

• To involve the management and staff of the Batik Museum in educational 
activities for students and the general public regarding batik cultural 
values and training in batik traditional handcraft;

8_ Quoted from Nomination File of Indonesian Kris, 2004, prepared by DAMARTAJI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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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of 230 educational instritutions in Pekalongan City, the numbers 
teaching Batik Cultural Heritage Pekalongan City at all strata has increased 
from just 1 in 2005-6, to 100 in 2006-7, to 194 in 2007-8  and reaching 230 in 
2008-9. This means that 100% of educational instrututions in Pekalongan now 
teach batik cultural heritage to all their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programme are evident from the following evaluation9:
• All respondents liked this training programme. One elementary school   

student requested that batik training be given every day 
• All respondents considered that the programme helped all participants 

to increase their appreciation of batik cultural heritage and traditional 
handcrafts

• Headmasters and teachers considered their students enlivened by this 
programme, as it gave them a worthwhile skill which could earn them 
income in the future, and helped to develop students’ concentration, 
patience, self-confidence and collaboration skills; 

• The students began to spontaneously create their own batik designs, 
based upon what they had learned eg. making a batik of their school logo.

• Some students would work on a single piece of batik together in a group. 
This trained them in good cooperation (learning to live together); 

• The programme has been expanded to Pekalongan District, and the    
neighouring districts of Batang, Pemalang and Tegal;

• Visitors to the Batik Museum are invited to join in the programme;
• The students are allowed to take home with them the batik which they 

themselves have produced during the training, to show to their parents 
and friends. The students interviewed expressed pride in what they had 
achieved. This has served to increase awareness among parents and the 
general public regarding batik cultural heritage; 

• The interviewer noted a sense of happiness and enthusiasm among all 
the trainers, teachers and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is programme 
at all levels.  All expressed their resolve that the programme should 
continue and expand in the future.10

This programme has been so successful that it has been nominated to 

9_ Interviews conducted on 30th January and 13th-14th February 2009, among participants and Batik 
community members in Pekalongan City.

10_ Quoted from Best Practices Nomination File, ‘Education and Training in Indoneaian Batik ICH for School 
and Polytechnic Students in Pekalongan City, in collabration with the Batik Museu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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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 as a Best Practice for Safeguarding ICH. The programme will be 
evaluated in Abu Dhabi from 28th September 2009 – 2nd October 2009. 
Should this programme be inscribed by UNESCO as a Best Practice, the Batik 
Museum in Pekalongan will be happy to receive researchers from foreign 
countries wishing to observe the programme as an example for adpatation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This kind of programme can be easily adapated to 
other kinds of ICH. 

Indonesian Angklung has also achieved considerable success in the matter 
of inclusion of Angklung ICH in school curricula. The most success has been 
achieved in West Java Province (where Angklung cultural heritage is found 
the greatest degree) especially in Bandung City, and to a lesser degree in the 
provinces of DKI Jakarta and Banten. 

After the diatonic angklung or Angklung Padaeng was developed, 
angklung culture is transmitted through extracurricular activities at all levels 
of schools and universities. Angklung education retains its oral pattern. 
Textbooks about angklung are rare. All 76 respondents interviewed during 
the preparation of the Angklung nomination file felt that children like to 
learn angklung. Among the respondents, 22 students (2 Kindergarten, 4 
Elementary, 5 Junior High, 6 Senior High and 5 University students admitted 
they liked learning angklung. This was confirmed by 9 headmasters/
headmistresses and 9 angklung music trainers.11

All 76 respondents said that in their experience, angklung was a vehicle 
for cultural dialog and exchange of ideas, and promoted mutual respect 
among those who play angklung. Indeed, angklung cannot be played without 
cooperation and mutual respect among the players. Especially, those who 
are involved in angklung training are able to feel the benefits. According 
to Daeng Soetigna, and confirmed by Obby A.R. Wiramihardja,12 by Vita 
Mutiara and by 9 School Headmasters or Headmistresses and 9 angklung 
trainers interviewed, playing angklung together can develop good qualities 
among the players, especially among children. Some of these good qualities 
mentioned are as follows:: cooperation (learning to live together), discipline, 
responsibility, concentration, development of imagination, development 
of memory, mutual respect, self-motivation, equal rights, sensitivity and 
refinement as well as artistic and musical feelings (Obby, op cit). In Batam 

11_ Quoted from the Nomination File of Indonesian Angklung for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12_ Interview, 0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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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land, Riau Islands, angklung orchestra is used for ‘character building’.13 
Angklung has also been used to treat victims of stroke, autistic children, those 
having brain disorders, and to give comfort to those suffering from terminal 
diseases.14

Angklung community members have requested that the government 
suggest that more schools in areas having angklung culture should included 
angklung as extracurricular activity or as local content in curricula in their 
schools. Teaching angklung in schools is by no means unknown in the 
Republic of Korea. According to Saung Angklung Udjo, angklung has been 
demonstrated in many schools in Korea15 and since 2004 there has even been 
an angklung music festival held in Korea. 

IV. Public events and involvement of youth in events

Public events showcasing ICH are obviously good opportunities to increase 
public awareness of ICH. And if youth are involved in organizing, executing 
and participating in such events, then their awareness of ICH is increased.

SENA WANGI and PEPADI have regularly held wayang puppetry festivals. 
These included participation by youth as part of the organizing committees, 
performers and participants. The festivals and performances collaborated 
with local schools, and thus hundreds of school students have participated 
enthusiastically. Noteworthy is the Child Dalang (Puppeteer) Festival, staged 
by PEPADI of Jakarta 21st- 24th May 2008. 20 child puppeteers aged 8-14 yrs. 
from 6 Provinces participated, each giving excellent 1 hour performances. 
Many said they would like to enroll in ISI Surakarta Arts University and 
become puppeteers when they grow up.

The 1st ASEAN Puppetry Festival 2006 in Jakarta was an event which 
greatly increased public awareness of puppetry, not only in Indonesia, but 
in all ten ASEAN countries. Hundreds of school children attended each of 

13_ Vita Mutiara, SSi, Paduan Suara Edelweiss, Kursus Piano Edelweiss, Batam, 2009. A paper describing the 
training of an angklung orchestra in Batam Island, Riau Islands Province, including character building 
through angklung training.

14_ Seminar, Bandung, 11th August 2009

15_ Reported by Mr. Kim and Ms. Park Sun Woo, website www.bambe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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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rformances of the puppetry of 9 of the 10 countries staged during 
the Festival, thus increasing their awareness not only of their own country’s 
wayang, but also of the puppetry ICH of neighbouring countries. This event 
certainly went a long way to create ‘friendship through culture’ among 
all those who were involved.  The organizing committee included many 
university students.

A good number of school children from schools in Yogyakarta attended 
the exhibition of kris cultural heritage which was part of the 2nd National Kris 
Seminar at the Vredeburg Fort Museum in Yogyakarta in March 2006. They 
also saw demonstrations of kris making. Many school children also witnessed 
a kris exhibition and demonstration of kris making at Mankhnegaran Palace, 
as part of a conference on Cultural Cities held in Surakarta in November 
2008.

Many school children participated in the Gelar Batik Nusantara exhibition 
at the Jakarta Convention Centre from 26th-30th August 2009. There they 
got a chance to learn the art of making hand drawn batik, and also to view an 
exhibition.

School children and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Verification 
Seminar of the Indonesian Angklung nomination file, on 11th August 
2009 in Bandung. School children from all 33 Provinces in Indonesia were 
trained to form an angklung orchestra, which performed as part of the Gita 
Bahana Orchestra in the 17th August Independence Day Celebrations at the 
Presidential Palace in Jakarta.

All of these events have served to increase public awareness of ICH, 
including among youth.. In fact, unless practitioners of ICH, especially 
youth, get a chance to perform or exhibit their ICH, their enthusiasm for 
safeguarding and developing ICH and even their awareness may gradually 
decline.

V. Increasing Awareness through the Media

Literally hundreds of newspaper and magazine articles, and many hours of 
TV News and Feature coverage have appeared in the past few years with 
regards to Indonesia’s elements of ICH, including Wayang, Kris, Batik, 
and Angklung. The 1st ASEAN Puppetry Festival in 2006 also received a 



Building Public Aw
areness, Particularly Am

ong the Youth, Regarding ICH
 Safeguarding

81

good amount of coverage. Press and electronic media coverage is obviously 
beneficial to extend awareness of ICH and ICH elements beyond the relatively 
few people who are directly involved as its custodians. Of course care must be 
taken that the media report accurately regarding ICH, so as to avoid creating 
misconceptions regarding elements of ICH. Care must be taken also with 
regar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well as respect for customs limiting 
access to sacred and secret knowledge and skills with regard to certain 
elements of ICH.  It should be noted that the awareness of ICH generated 
by the media as well as through internet websites tends to be passive and 
somewhat fleeting in nature. Approaches 1.- 4. above seem to be more 
effective in generating active awareness and involvement in safeguarding ICH. 

VI. Summary, Conclusion and Suggestions

Use of the five approaches abovementioned with regard to the four elements 
of Indonesia’s ICH and the sub-regional initiative of the ASEAN Puppetry 
Association (APA) may b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table. 

Approach Wayang Kris Batik Angklung APA

1. Creation, strengthening and 
networking among ICH associations

v v v v v

2. Preparation of teaching materials 
and facilitating transmission through 
institutions of informal education

v Proposed v Not Yet Not yet

3. Inclusion of modules of ICH in 
school and university curricula

Limited Limited v v Not yet

4. Public events and involvement of 
youth in events.

v v v v v

5. Increasing awareness through the 
media

v v v v v

It should be noted that certain approaches for safeguarding and increasing 
awareness of ICH may be applicable to particular elements of ICH and not for 
others.  There is no ‘one size fits all’ approach appropriate to safeguarding and 
raising public and youth awareness of all elements of ICH in all circumstances. 

Table 1.0 Approaches to Safeguarding and Increasing Awareness of ICH in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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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hoped that some of these approaches made by Indonesia may be useful 
for information and for possible adaptation to efforts to safeguard and 
increase awareness of ICH in other countries. Particularly as the UNESCO 
2003 Convention moves from its legislative to its implementation phase, 
more networking and exchange of information about safeguarding of ICH, 
especially among our Asian neighbour countries, can help optimize the results 
of our safeguarding efforts.

The entities involved in approaches 1, 2 and 3 above, namely ICH 
associations, institutions of informal education and formal education, can 
obviously exchange information and network among each other on local,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o advance their common goals. 
International events can invite ICH artists from other countries to perform, 
and this gives a great stimulus to these artists or practitioners. Exchange 
of ICH news among the international media is also good for increasing 
awareness of ICH on an international level.

I once again express my deepest thanks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especially to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for the opportunity to attend and make my presentation in 
this excellent Conference.

감사합니다Kamsahamnida: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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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he title of this presentation 
automatically brings to 

mind an immediate question. 
Why mobilize communities 
to document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at does 
documentation have to do with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deed, any discussion 
of the use of ICT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annot avoid this fundamental 
question. After all why did René Magritte in his famous painting of a pipe, 
write that ‘this is not a pipe’? Quite simply because it is a picture of a pipe, one 
cannot light it, one cannot smoke it, one can only, through representation, 
imagine it.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the same can be implied for 
Document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ocumentation is not in and 
of itself a means of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2003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oes, indeed, include ‘documentation’ among a long list of 
almost a dozen measures that might constitute safeguarding. The Convention 

Mobilizing communities to document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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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s it clear, however, that such measures can only be considered to be 
safeguarding measures when they are ‘aimed at ensuring the viability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at sense, then, documentation that cannot 
reasonably b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is goal of ensuring viability is not, 
for the purposes of the Convention, a safeguarding measure – any more than 
is research for its own sake, preservation that intends to freeze heritage in 
some unchanged form, or protection measures that do not reflect the natur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constantly recreated. 

We might consider that ‘Documentation’ is an act of making the intangible 
tangible: somehow capturing the practices, representations, expressions, 
knowledge and skills that communities recognize as part of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reducing them to a physical artefact – or, in the digital 
age, into a stream of ones and zeroes stored somewhere in a physical form. In 
that sense the documentary impulse is as old as writing, and older, and is itself 
an integral part of many elemen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sider for 
example the weavers of Ban Pone in Thailand’s Kalasin Province, who weave 
the beautiful Phrae Wa silk textiles, known as the ‘queen of Thai silk’. The 
villagers of Ban Pone migrated to Thailand from North-Western Viet Nam 
some two centuries ago, bringing with them their Pu Thai language, their 
traditional costume differing from their neighbours in Thailand’s North-East 
and their knowledge and skill at the highly ornate Phrae Wa weaving. But 
they also brought something more: something they have transmitted sinc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s the documentary record of their intangible 
heritage. Nothing is more precious to a weaver from Ban Pone than the ‘pha 
saew’ or pattern cloth that she inherited from her mother, grandmother, or 
even from her grandmother’s grandmother. The ‘pha saew’ embodies, in 
physical form, the intangible knowledge that allows children in Ban Pone to 
learn not only the techniques of Phrae Wa weaving, and not only its patterns 
and the techniques needed to reproduce them, but the meanings of those 
patterns: the stories, legends and myths that explain the symbols. These ‘pha 
saew’ are literally heirlooms: the most precious legacy that a mother can 
bequeath to her daughters or granddaughters, the documentary record of 
what Phrae Wa weaving looks like and how to continue making it. 

In the Pacific nation of Vanuatu, geometrical Sand-drawings inscribed in 
the ground are a means of representing origin stories, value systems, codes 
of kinship structures or can refer to the wide variety of garden produce 
that are an important part of the horticultural lifestyle, they may represent 
voyages undertaken by mythical ancestors and so on. They are a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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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documentation of a repository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yet they are relatively ephemeral, lasting just as long as 
the wind blows the sand over the design, or someone comes along and scrubs 
it out. Nevertheless that process of ‘documentation’ is an integral part of the 
transmission of knowledge, even if the document lasts only a few minutes 
as opposed to a few decades or centuries (Huffman 1996). (Vanuatu Sand 
drawings were proclaimed a masterpiece of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by 
UNESCO in 2003, and inscribed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Convention 
in 2008:http://www.unesco.org/culture/ich/index.php?RL=00085 ).

In the Appalachian and Ozark Mountain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allet books’ (‘ballad books’) created by singers over the last century. Singers 
in remote mountain villages did not need to wait for a visiting ‘song-catcher’ 
or folklorist to know that their ballads were valuable intangible heritage. In old 
school notebooks or using recycled wrapping paper, they documented their 
own repertoires by writing down the words and even the musical notes for 
the traditional ballads they had learned from their ancestors. One such ballad 
singer, Almeda Riddle of Heber Springs, Arkansas, watched her first ballet 
book burn to ashes along with her home in 1926, and set about to reconstitute 
it from memory. Thirty-five years later, when folklorist Roger Abrahams came 
to visit, she showed him her second ballet book, and together they wrote one 
of the first comprehensive studies of ‘a singer and her songs’, in a book of the 
same title. But Granny Riddle didn’t just use her ballet book to record her 
memories: she used it to teach her neighbours and the younger generations of 
Heber Springs so that the ballads would remain alive in performance, not only 
as words on paper, and she carried It with her when she performed all over 
America in the 1960s and 1970s.

There are many other examples we could consider, if time permitted, 
where communities have created documents – in tangible form, whether 
using writing, graphic images or other mnemonic devices – to record traces 
of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ew have done so out of an impulse to 
record only for the sake of recording. Rather, such traditional methods of 
documentation are always tied up inextricably with transmission and with 
the continued performance of the practices, representations, expressions, 
knowledge and skills they embody. They are, that is, always aimed at ‘ensuring 
the viability’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us safeguarding in the 
strict sense of the Convention’s definition.

Alongside such community-based, community-driven self-documentation 
efforts, of course, there arose a parallel process of documentation by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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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side the communities: by anthropologists, folklorists, ethnomusicologists, 
other cultural researchers, local administrators, mandarins and others who 
looked around and noticed tha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as everywhere, 
but everywhere it was also changing, and in many cases diminishing or 
disappearing. These cultural researchers were quick to adopt whatever was 
the latest technology of the day. From the time that photography and then 
sound recording were invented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se technologies 
were taken up by researchers eager to record, in tangible form, the intangible 
expressions they sought out in remote areas of their own countries or abroad. 
American anthropologist Jesse Walter Fewkes recorded American Indian 
songs and stories from the Passamaquoddy and the Zuni on Edison’s wax 
cylinders in 1890, and British anthropologist Alfred Cort Haddon used a wax 
cylinder recorder in 1898 in the Torres Straits, between Australia and New 
Guinea. French, German and Russian ethnologists soon followed suit, in 
their respective hinterlands or colonial possessions. Fewkes was animated by 
a sense of urgency that seems very familiar even today: ‘When one considers 
the changes which yearly come to the Indians’, he wrote, ‘and the probability 
that in a few years many of their customs will be greatly modified or disappear 
forever, the necessity for immediate preservation of their songs and rituals 
is imperative…. Now is the time to collect material before all is lost’ (Fewkes 
1890: 1095, 1098). 

Fewkes, Haddon and those that followed were motivated by the impulse to 
preserve: to reco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t so it would remain viable, 
but so it could be studied scientifically even as it disappeared or was being 
destroyed. This, it should be emphasized, is not safeguarding in the terms laid 
out by the Convention. That they considered their work as preservation and 
as salvage does not make us less grateful today to have such records. It would, 
however, be some decades before a second generation of cultural researchers 
joined the work of documentation to that of dissemination, using sound 
recordings as one link in a chain – together with books, radio and even film 
– not only to preserve the traces of heritage but to encourage its continued 
transmission and performance. And it would be 90 years after Fewkes before 
the Library of Congress in the United States took his wax cylinders, converted 
them to the high-technology of the day (audio cassettes) and repatriated them 
to the Passamaquoddy and Zuni so they could stimulate continued creativity 
within their communities of origin. By that time, the Passamaquoddy 
language was critically endangered and the Zuni language seriously at risk, 
and the songs and ritual had disappeared or gone underground. By retu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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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cordings from a century earlier to their present-day communities, 
the Library of Congress could stimulate revitalization efforts within those 
communities and help to ensure the ongoing viability of their intangible 
heritage.

Recent decades have seen a number of innovative approaches in which 
documentation is not conceived – as Fewkes did – simply as a means of 
preserving heritage that would soon disappear, but rather, as the Convention 
advocates, as a measure to ensure the viability of heritage. In the late 1960s, 
visual anthropologists Sol Worth and John Adair had the idea to put movie 
cameras into the hands of Navajo Indians in New Mexico and Arizona, in the 
South-Western United States. Their motivation was primarily one of research, 
to try to understand how Navajo themselves would see their lives and portray 
it to others through film, but they quickly saw that their project was more than 
simply a scientific experiment. Noting that most ethnographic film-making is 
done by ‘us’ about ‘them’, Worth and Adair realized that “We do [so] because 
it never occurred to us that ‘they’ ought to be doing it, that ‘they’ can do it, and 
most importantly that when ‘we’ do it we are showing a picture of our world 
and salvaging a culture not of others but of ourselves” (Worth and Adair 1972: 
254). This new method, contrasting sharply with what preceded, allowed 
‘them’ to represent themselves. Worth and Adair continue, “This medium, 
taught by the bio-documentary method and used by an artist of another society, 
drawing on very different myth and musical styles, dramatic structures, and 
different concepts of event, time, and space, might well serve not only to present 
one culture to another but also to enrich that store of knowledge about man 
which our culture traditionally calls art, and which clearly is part of the scientific 
study of the culture of man” (ibid, p. 262). By permitting Navajo themselves to 
document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their weaving, silversmithing, 
healing rituals, mythology – Worth and Adair broke the monopoly by whic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were tools only for outside 
researchers, and made them tools for community self-representation.

At virtually the same time as Worth and Adair were putting movie 
cameras into Navajo hands, a high school English teacher in Rabun Gap, a 
remote hamlet in the Appalachian mountains in the north-east corner of the 
U.S. state of Georgia was looking for ways to motivate his students to finish 
school rather than dropping out. The students decided in 1966 to publish a 
magazine that they themselves would produce, documenting every aspec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ir community through sound recordings 
and photographs. They called the magazine ‘Foxfire’. Armed with camera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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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e recorders, the high school students went to interview their grandparents 
and the community elders and to document their handicrafts, foodways, 
traditional medicine, music and song, storytelling – in short, their intangible 
heritage. Instead of being ashamed of their local culture as something 
backward and inferior, the students gained a new respect for their own 
heritage and, by presenting it to others, it gained a new viability for themselves 
and their younger siblings. The magazine grew into a book, then a series of 
books, then a museum and cultural centre – and schools all over the United 
States adopted the ‘Foxfire’ approach to community self-documentation and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using the local community as a resource for 
learning and providing an audience beyond the classroom for the students’ 
work’ (http://www.foxfire.org/teaching.html). 

The approaches of anthropologists such as Worth and Adair, and of 
community activists such as the high-school teacher in Rabun Gap, have 
been combined in the last fifteen years into an approach to community-
based, participatory self-documentation and self-representation that is known 
as the ‘photovoice’ approach.1 The first Photovoice project, by that name, 
was created in rural Yunnan Province in South-Western China in 1992, by 
public health expert Caroline Wang and Ford Foundation officer Mary Ann 
Burris, who were collaborating on a programme addressing the health needs 
of ethnic minority women in Yunnan (Wang and Burris 1997). Wang and 
Burris had the idea to put cameras into the hands of the ethnic minority 
villagers and to ask them to identify, and to depict, their own priorities and 
challenges. The photographs taken by the village women were complemented 
by explanatory quotes in their words, and incorporated into a published 
booklet and exhibition. Although this first project did not concer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ultural workers who learned of the approach quickly saw its 
potential as a tool for communities to document their own culture and – more 
importantly – to combine that documentation with dissemination, awareness-
raising and other measures to ensure the viability of the heritage. 

One cultural institution that has pioneered such community self-
documentation is the Vietnam Museum of Ethnology in Hanoi. Under 
the visionary leadership of its founding director, Nguyen Van Huy, and 

1_ See also the similar approach of ‘Literacy through Photography’ (http://cds.aas.duke.edu/ltp/index.
html), which, like the Foxfire projects, focuses in particular on children; as it explains, ‘Literacy Through 
Photography encourages children to explore their world as they photograph scenes from their own lives, and 
then to use their images as catalysts for verbal and written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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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ing today under his successor, the Vietnam Museum of Ethnology 
committed itself to being a space where communities could tell their stories 
to a larger public, and through that process, reinforce and sustain their own 
cultural traditions and intangible heritage. The VME’s first ‘photovoice’ project 
began in 2002, when anthropology student Duong Bich Hanh, with funding 
support from the Toyota Foundation, gave small point-and-shoot cameras 
to the young Hmong girls she had been working with in the tourist centre of 
Sa Pa, in Viet Nam’s north-western mountains. Hanh had previously worked 
extensively in handicraft revitalization, and she was interested in how contact 
between Vietnamese and international tourists and young Hmong women 
would be perceived by those women and how it would influence the Hmong 
textile traditions. As Hanh explains, ‘The girls used the cameras to document 
the people, activities and interactions in their everyday life. Interviews have 
been conducted on each photo, where the girls expressed their perceptions 
and views about the worlds surrounding them’. From July to December 
2002, around 120 rolls of film were shot, from which Hanh and the Museum 
selected some 200 photos for exhibition in 2003 and publication in a book, 
accompanied by short narratives told by the Hmong girls.

The Museum has continued to use this approach on a number of other 
projects, and now other museums in Viet Nam are also finding it to be an 
effective means of mobilizing communities themselves to safeguard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one project, for instance, bronze-workers in a 
craft village outside of Hanoi and Lao weavers in a mountain village in north-
west Viet Nam were both asked to document their craft traditions as part 
of a national planning process to develop a sectoral strategy for handicrafts. 
After being trained by a Vietnamese photojournalist, the bronze-workers and 
weavers set about the task of documenting their craft processes and preparing 
exhibitions. For the bronze-workers, young villagers had a chance to learn 
about some of the older techniques that were rarely used today, and gained a 
new respect for the knowledge of their elders (see Nguyen Kim Dung 2007). 
‘Through the photo-voice approach, craftsmen had the opportunity to learn 
from each other,’ Dung reports, ‘Thanks to these discussions young people 
could learn from the elder generations and improve their knowledge of the 
traditional crafts and thanks to that it was preserved’.

For the weavers, an exhibition of their photos in their own village 
turned the entire village into a living museum, where young people could 
see the familiar and undervalued handicrafts of their daily life turned into 
subjects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attention. The latter exhibition was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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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in fact, that the province later ordered a second set of the photo 
panels so that the exhibition could be mounted in the province seat, where 
tourists could have easier access than visiting the village itself. The Vietnam 
Museum of Ethnology also used the ‘photovoice’ approach for a fascinating 
study of Hanoi’s old quarter, asking residents of a single street to inventory, in 
photographs and through interviews,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values of 
their community (see http://www.vme.org.vn/exhibitions_special_view_panos.
asp?ID=57#Panos).

 If I may move again from Vietnam to Vanuatu, there is another Museum 
in the region  that has engaged with the process of community documentation 
with a specific safeguarding strategy in mind. The Vanuatu cultural centre 
has been training community ‘fieldworkers’ in the documentation of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nearly twenty years now. These local 
fieldworkers regularly collaborate with foreign researches however more often 
with the aim of utilizing the research undertaken to revitalize, or maintain, 
interest in various domains of their communiti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o that the documentation process itself, rather than the output of the 
documentation, becomes part of the safeguarding effort (see Bolton 1999). 

Beyond this fieldworkers also use video cameras and tape recorders to 
record stories, oral narratives, ceremonies and other expressions of intangible 
heritage. What is interesting in Vanuatu is that much of this documented 
intangible heritage is, according to customary procedures, only made 
accessible to those who have the customary rights to access specific kinds of 
information. The Vanuatu Cultural Centre has made this possibl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Taboo Room’ where various forms of media 
documenta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e kept, with specific indications 
of which level of access they might have. Certain descendants of certain 
clans may access them or people having acquired the right ritual ‘grades’ 
for accessing that specific type of knowledge or so on. Here this kind of 
community documentation is done not for the sake of sharing information, 
but rather with the specific purpose of making the information available to 
future generations should it be lost, with the hope that they may continue a 
specific tradition or element of Intangible Heritage. 

These several examples have focused on how communities can be 
mobilized to create documentation, using curren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that record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angible form. Through such documentation projects, community members 
come to see familiar aspects of their ow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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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lens, enhancing the value of those expressions by rendering them both 
tangible and contemporary. As we have seen, many of these community self-
documentation projects concentrate especially on mobilizing young people to 
utilize ICTs as a means of re-establishing communications with their parents 
and grandparents. Young people are always fascinated by the latest technology, 
and these projects succeed by putting digital cameras, audio recorders, video 
recorders, into their hands. Through the lens of a camera or video recorder, 
or listening carefully to an interview on headphones, community members 
experience their ow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a new way, and learn to 
appreciate it anew. Through this active, participatory approac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sustained and transmitted, given new inspiration and 
enhanced viability.

Now, does this mean that the documentation that has been collected for 
decades by outside researchers cannot also be used for safeguarding? By no 
means. Recall the example of the Passamaquoddy and Zuni sound recordings, 
repatriated to their originating communities some 90 years after they were 
recorded. Many archives around the world have similarly made efforts to 
return documentation to the descendants of the people who first created it, so 
that it could once again stimulate creativity and expression and contribute to 
the viability of that heritage, even if it had not been created for that purpose. 
In closing, one final example of how communities can be mobilized to 
safeguard heritage through documentation. The Internet offers unparalleled 
opportunities not only to make digitalized heritage available once again to 
its communities of origin, but also to allow those communities to respond to 
the documentary images and sounds, enhancing the documentary record. 
When the Library of Congress repatriated American Indian recordings to 
tribes across North America, they asked the receiving communities to provide 
annotations and additional information to supplement the old documents. 
In the same way, several innovative wiki-like projects are now underway 
in which museum collections and archival documents, once digitized and 
put online, are continually enriched and enhanced through the information 
voluntarily offered by community members. This newly interactive dialogue 
with old documents offers one more way in which communities can be 
mobilized to ensure the viability of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rough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94

In
fo

rm
at

io
n 

an
d 

N
et

w
or

ki
ng

 fo
r 

th
e 

Sa
fe

gu
ar

di
ng

 o
f I

nt
an

gi
bl

e 
Cu

ltu
ra

l H
er

ita
ge

References cited

Bolton, Lissant 1994. 
 _ “The Vanuatu Cultural Centre and Its Own Community”. Journal of 

Museum Ethnography 6, 67-78. 
 _ (ed.) 1999. Fieldwork, Fieldworkers Developments in Vanuatu Research. 

Oceania 60 special edition.

Duong Bich Hanh. 2003. 
 _ Through H’Mong Eyes. Hanoi: Vietnam Museum of  Ethnology.

Fewkes, Jesse Walter. 1890. 
 _ Additional studies of Zuni songs and rituals with the phonograph. 

American Naturalist, November 1890. Cited from Jonathan Sterne, The 
Audible Past: Cultural Origins of Sound Reproductio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3.

Huffman, Kirk 1996. 
 _ “‘Su Tuh Netan ‘Monbwei: We Write on the Ground’: Sand Drawings 

and Their Associations in Northern Vanuatu”.  In Arts of Vanuatu J. 
Bonnemaison, K. Huffman and D. Tryon (eds). Bathurst, NSW: Crawford 
House

Nguyen Kim Dung. 2007. 
 _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Vietnam and the 

Community Involvement in the Recent Years. The 30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he Role of Japan. 
http://www tobunken.go.jp/japanese/symposium/report_sympo30th.html 

Wang, Caroline and Mary Ann Burris. 1997. 
 _ Photovoice: Concept, Methodology, and Use for Participatory Needs 

Assessment. Health Education & Behavior 24: 369-87.

Worth, Sol and John Adair. 1972. 
 _ Through Navajo Eyes: An Exploration in Film Communication and 

Anthropolog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2.



ICH
 Inventory-M

aking and the Establishm
ent of Inform

ation System
s

95he  world around us is getting transformed at a fast pace. Before you 
know, the old market place gives way to the mall; the traditional sari 

is swapped for a pair of Levi’s`s jeans and the aroma of freshly made sambar 
in the morning is replaced by Kellogg’s corn flakes. They say that there are 
about seven thousand languages spoken in this planet, but many of them are 
disappearing so fast that a language is wiped out every two weeks! Even the 
character of those languages, expressions and traditions that survive undergo 
such changes—in their setting, format and value, that they do not appear to 
be the same anymore. Preserving them in museums as exhibits, selling them 
as products in shops, or displaying them in artificial environments (‘traditional’ 
dances in public ceremonial functions) do not make them sustain, for the real 
ones are out there, fading away as memory. And this experience is universal. 
When there is a reference to heritage, suddenly the image that looms is that 
of a tangible structure, like an ancient monument, temple, excavated site or 
similar old edifice.  An old folk song, an ancient custom, an elder’s knowledge 
on herbs or an old technique making boats is not usually reckoned as ‘heritage’. 

*_ The author wishes to acknowledge UNESCO India Office and the efforts of Ms. Moe Chiba in drawing up 
the project on cultural mapping. She is also grateful to Ms. Gitanjali Surendran and the colleagues of ‘SAHA: 
Stirring Action on Heritage and the Arts’ for their involvement in the Sahapedia projec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ventory-Making 
and the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Systems: 
Initiatives from India* 

Sudha Gopalakrishnan
 President

Stirring Action on Heritage and the Arts,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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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recent years, there is a growing concern across the world that our living 
or ‘intangible’ heritage is under threat of dissolution, rapid change and gradual 
disappearance. The force of globalisation, lack of resources for protection, 
de-contextualised representations, impact of insensitive tourism and loss 
of connections for the youth contributes to such a situation.  Moreover, the 
safeguarding of social processes does not merely include their documentation 
or display, but the sustenance of creativity, recognition and legal protection of 
rights of communities in some cases, their re-creation and revitalization and 
transmission to the next generation. 

There is a gradual risk of disappearance of intangible heritage across 
the world due to the homogenizing forces of globalisation.  As a worldwide 
effort to safeguard and promote intangible heritage, UNESCO drew up the 
Conven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2003. The Convention lays 
down region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framework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The scope of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is very broad, particularly 
for countries like India that have highly diverse, multi-cultural heritage. Every 
area, every community across the world has a different tradition, a different 
need and a different capacity. The value of heritage must be perceived in the 
light of new potential uses in these changing contexts. India’s cultural heritage 
is the outcome of the intermingling of diverse, yet rich cultural streams 
through a process of assimilation and transmission down centuries. Given the 
pluralistic nature of Indian culture, it has to be ensured that ICH is fostered 
and promoted in a way that contributes to strengthening respect for diverse 
cultural traditions and identities, and to promoting tolerance and creativity.

Inventor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India

India is the repository of an astounding wealth of intangible heritage with 
distinctive qualities of its own. It reflects the intermingling of diverse, yet rich 
cultural streams through a process of assimilation that has today given it its 
special pluralistic character. Intangible heritage gets expressed in multiple 
ways, in the language of myth and ritual, artistic activities, knowledge 
systems, technologies and ways of living.  India has a wide range of traditional 
knowledge systems, folklore, performing arts, festivals and a wide rang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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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ic activities. With about eight hundred dialects and more than twenty 
officially recognized languages, several faiths, practices, various styles of art, 
architecture, literature, music and dance, and several lifestyles from the urban 
and rural to the tribal, few countries in the world have as diverse and rich an 
intangible heritage as that of India.

With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in India, a crucial step in 
documentation and safeguarding is the development of an inventory of its 
cultural resources.  Mapping and documentation of cultural resources is all 
the more necessary, given the fact that heritage is frequently defined only in 
terms of monuments and built spaces and that the rich wealth is dispersed, 
with many expressions still in undocumented forms. Intangible heritage, 
including traditional crafts, music and festivals that constitute local cultural 
landscapes, needs a fresh boost if it is to continue serving as a source of social 
cohesion in the advent of globalization and to support livelihood in the 
contemporary context. 

In this context, it was felt that inventory is useful. 

• As a tool for protecting heritage 
• For heightening the value and respect for elements of heritage
• For providing information, aiding documentation and enhancing access 

to heritage
• For transmitting and disseminating knowledge on aspects of heritage
• For creating a network of institutions and persons on related areas of 

knowledge and heritage
• For supporting knowledge application and research

In view of the above, UNESCO New Delhi in consultation with a group 
of experts developed a model for an inventory for the Government of India 
to take up mapping and documentation on a vast scale. The funding for the 
initiative came from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for the Asia and 
the Pacific, Republic of Korea.  

The objectives for the initiative were to 

1) Develop methodologies and a format/template for the inventorying of 
cultural resources in the area of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and 
cultural institut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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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sign a web-based inventory of cultural resources enabling each State/ 
district/ panchayat to collect, store and publicize up-to-date information 
on cultural heritage and related institutions existing in its territory. 

In creating a common template and developing a web-based public 
database to be filled-in under the responsibility of each State Government, 
district and/or panchayat, a  decentralized mechanism  was envisaged, to 
ensure implementation of the inventory-making process in an efficient 
manner, thus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local bodies to identify, protect, 
preserve and enhance heritage. It called for a minimum standard for data 
collection among inventories of the same domain and provided a platform 
for each State/ district/ panchayat to publicize its cultural wealth in a holistic 
manner to highlight its cultural diversity and identity for social cohesion and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After finalizing the design and establishment of an architecture for a 
database driven web portal linking information on intangible heritage, 
tangible heritage and related cultural institutions, a pilot project was started 
with a couple of selected State(s) for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and testing 
of the data-base structure and web-portal architecture. For purposes of 
feasibility, a horizontally structured State-wise mapping of cultural resources 
was found suitable, though there is ample scope for a vertical layer with 
community-based mapping. Since India has a large and undocumented 
wealth of heritage expressions scattered throughout the country, naturally 
questions regarding the attempts at  comprehensiveness versus limited 
representative data also came up. More important were issues pertaining 
to access, identity, authenticity and IPR. For example, what should be the 
category of information for each template, and what is the level at which it 
should be pitched? In the area of intangible heritage, should the template 
include, for instance, a list of practitioners?  In the area of traditional music, 
should the template also provide detail on the type of musical instruments? 
What level of detail should the template provide, bearing in mind, once again, 
that the present cultural mapping exercise does not pretend to be a thorough 
academic survey but rather an overview of and introduction to local cultures? 
How many templates do we need to develop?  In the area of intangible 
heritage, for instance, should there be one template each for dance, music, 
oral tradition and theatre, or could they be grouped under one template of 
‘performing arts’ with subdivisions within?  What classification system should 
be used in the area of oral traditions, music and dances (e.g. ‘classical’ ‘fo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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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r’, ‘tribal’ etc.)?  Is there any established or widely utilized method 
of classification? For crafts, is it appropriate to classify per material (e.g. 
textile, natural fibre, metal, wood) or per technique (e.g. embroidery, dying, 
woodcarving, basketry, cire-perdue etc)? 

This also brought the project to the next level of investigation, as to the 
modality for surveying/collecting information, and the ensuring of the 
participation of local community in the mapping exercise. 

While there are several potential domains for inventory, the project was 
limited to the following areas:  

•Tangible Heritage:  Individual monuments; group of monuments; areas; 
landscapes

• Intangible Heritage:  Crafts, performing arts (including music, dance, 
theatre, oral traditions), festivals

• Cultural Institutions: Museums

Accordingly, templates were prepared for five domains including 

• Heritage Places
• Performances and Oral Traditions
• Crafts
• Festive Events
• Museums

It was felt that once the template was evolved, before making it universal, 
it needs to tested on the ground with inputs for each heritage domain, on an 
actual area. Accordingly, a pilot project was given to SAHA: Stirring Action 
on Heritage and the Arts, an institution based in New Delhi, to take up work 
in Kerala, a State in the south-west part of India. A team of eight persons 
collected information on seven expressions each and the draft template was 
prepared.

While working on the template, several questions came up, including 
broad ones regarding the mapping itself and more specific ones about the 
template structure. The extent of details to be given for each expression was 
a pertinent issue.  What is the level of pitching of each entry? Though the 
mapping does not pretend to be an academic exercise, should it provide a 
mere introductory information, or should there be more detailed? 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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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many are too widely known, perhaps 
globally, while for many others there is not even first-hand information. The 
other issue pertains to access. Many bearers of heritage were ambivalent and 
sometimes reluctant to share information, though some others welcomed 
the initiative. Regarding the template, the specificity of categorizations was a 
problem while addressing questions. Many expressions were simultaneously 
event, performing art, oral tradition, ritual and entertainment, and there was 
considerable overlapping of domains.  The varying standards of entries in 
terms of elaboration or abridgement, was also a matter of concern. 

However, in spite of these concerns and practical difficulties, the exercise 
was found to be effective on the ground, and with minor alterations of the 
template was found feasible for wide usage. It demonstrated that there is 
an urgent need to draw up inventories on aspects relating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tect communities and tradition-bearers in efforts of 
preservation and sustenance of relevant aspects of heritage, pool in the efforts 
of documentation by providing/catalysing resources, support training and 
transmission, and take up steps for their revitalization and transmission.  
Many of the existing efforts by different groups, institutions and individuals 
across India need to be fostered and re-evaluated in terms of significance, 
priority and benefit to the community and the world at large. It is a shared 
responsibility that cannot be left to the government but to be organized 
through a collaboration of local effort, coordinated academic resource support 
and catalysed by visionary social responsibility. 

I would like to use this occasion to highlight another initiative as work 
in progress being taken up by SAHA: Stirring Action on Heritage and the 
Arts. This initiative, titled ‘Sahapedia’is intended as a web portal on Indian 
heritage,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Sahapedia seeks to be a comprehensive 
searchable website specifically on Indian and broadly South Asian cultural 
heritage which would be universally accessible to interested persons around 
India and the world to search and use, as well as a space in which to contribute 
their knowledge.  

Sahapedia’s radical open-ness enjoins all interested persons to contribute 
vital knowledge on both well known and, perhaps more importantly, lesser 
known forms that comprise India’s treasure trove of culture. An ideal user of 
Sahapedia, therefore, would both use it as a resource as well as contribute her 
own knowledge of Indian heritage. The portal  seeks to provide a collaborative 
forum for academics, researchers, general readers and practitioners to create 
information on heritage. Particularly, it seeks to include students at e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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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of research/their studies as well as the more general reader who wants to 
know about India (and indeed South Asia) for a variety of reasons.

At the initial stage, Sahapedia provides entries on the following categories:

1)  Indian literature and knowledge systems
2) Performing arts
3)  Heritage sites / spaces
4)  Festive events
5) Craft traditions
6) Museums

Further, given that a number of cultural forms may be found across South 
Asia, across modern national boundaries, Sahapedia will eventually expand its 
focus beyond Indian national boundaries to South Asia. To take an example, 
Qawwali as a musical form is found all over north India and Pakistan. 
Another example is Baul singing, which is performed both in West Bengal 
and across the border in Bangladesh.

One of the key objectives of the website are to provide useful, practical 
information regarding access to the forms under discussion – whether 
literature, museums, craft practices and other forms of cultural expression. 
The aim is also to provide a certain standard of information on a large 
number of forms which is beyond the basic level and provide enough leads 
for a researcher or conservationist or heritage manager to take forward or use. 
In the process, owing to it being web-based and its universal accessibility, it 
would become a platform for a number of lesser-known forms from remote 
or inadequately documented places in the country. Finally, Sahapedia aims to 
involve a large number of people in generating information on Indian/South 
Asian cultural heritage. In the process, information will be disseminated and 
we see this as an important step in heritage conservation. The content would 
be generated by online communities who write entries, and add and edit 
pages entirely voluntarily. The volunteers may be based anywhere in the world 
and would have a certain level of knowledge on various aspects of Indian 
culture. The content will be collaborative i.e. content will be edited by other 
members of the community with the idea that the more the edits on a single 
entry, the more balanced, informative and meaningful will be the piece of 
information. The content will be verifiable with references and lists for further 
reading provided. Sahapedia will not ask for original information o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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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instead encourages that existing resources be used to create balanced 
entries. Content-generation is based on trust and the belief that encyclopedia 
information can be provided free and can be generated by interested 
volunteers around the world. Hypertext i.e. external links and information 
on other references and information would be provided as much as possible/
available elsewhere on the website.  This is crucial to making the site more 
user-friendly (since users may directly follow the threads of information that 
interest them most), as well as efficient (since it prevents repetition of content, 
makes connections between entries and provides a single-stop resource for 
most users).

There is considerable global interest today on Indian knowledge systems 
and cultural practices.  There is as yet, rather surprisingly, no single-window 
(encyclopedic) reference site on the web that provides reliable and wide-
ranging information on Indian heritage and knowledge systems. Given the 
way the world today sees India as a cultural reservoir, it is felt that there is an 
urgency to respond to the task of compiling an omnibus internet-searchable 
knowledge portal on Indian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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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escription 

he Cultural Mapping Program began in 2004 after the Fiji government 
decided to adopt the model legislation that specifically looks at the 

protection of Indigenous Knowledge and Expressions of Culture.  This 
legislation is still in its draft form.  The IFLC was then mandated to be 
responsible for Cultural Mapping, which involves the collection, recording 
and documentation of indigenous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all the 14 provinces in Fiji. The information collected through the cultural 
mapping will then be protected under the legislation on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Expressions of Culture.

The Cultural Mapping Program is a national project intended to cover 
the fourteen provinces in Fiji. Provinces mapped so far include Serua, Rewa, 
Namosi, Tailevu South, part of Tailevu North and the islands of Ovalau, 
Motoriki and Koro in the Lomaiviti Province. Cultural mapping will be 
conducted in all provinces that are yet to be mapped. Remaining provinces 
that are still yet to be mapped include parts of Lomaiviti, Ba, Bua, Cakaudrove, 
Kadavu, Lau, Lomaiviti, Macuata, Nadroga/Navosa, Naitasiri, and Ra.

Cultural Mapping Program: Fiji’s ICH Inventory-
Making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Traditional 
Knowledge & Expression of Culture (TKEC) 
Information System 

Simione Sevudredre
Administration Officer

Research Institute of Indigenous Language and Culture, Fij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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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Aim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Inventory for Traditional Knowledge and 
Expressions of Culture and its subsequent protection was initiated with the 
following issues in mind: 

•  the preservation and safeguarding of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the promotion of the value of cultural diversity;
•  the respect for cultural rights;
•  the promotion of tradition-based creativity and innovation as ingredients 

of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Basically, the project will ensure that custodians appreciate what they 
have and can receive financial rewards with the utilization of aspects of their 
traditional knowledge and expressions of culture for commercial purposes. 
Moreover, it could exemplify an alternative mode of employment for the local 
population.

1.  Project rationale

The project was derived from concerns for the following issues:

1) Globalization, with its culture of uniformity could replace completely 
aspects of Fijian culture.

2) Rapid development in information technology could establish a new 
culture of modernism eradicating the traditional culture. More so, new 
technologies generate unprecedented ways for cultural products to be 
created, replicated, exchanged and used.

3) Challenges of multiculturalism and cultural diversity in Fiji often 
require a balance in cultural policies, which could severely affect the 
livelihood of the indigenous population.

4) Loss of important aspects of Fijian culture, without any chance of 
being revitalized, with the deaths of key custodians. The team has 
covered 3 provinces in 3 years and at this rate the 14 provinces may 
be completed in 12 years times and since only 1.5% [Bureau of S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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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of the Fijian [445,907] population is 70 years and above, there is 
a high risk of losing the valuable information that our old people have. 
In addition Bureau of stats, 2003 also reveals that current death rate 
for male Fijians who are 70 years and above is 107.58 and the female is 
94. This shows that old people who are custodians of the culture and 
language are dying at a faster rate.

5) Rise in rural-urban migration, and emigration, amongst indigenous 
youths contribute to a vacuum in the transmission of know-how, skills 
and practices of the older to the younger generation.

6) Rise in unemployment amongst young indigenous men and women.
7) Over commercializa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expressions of 

culture.
8) Less or no recognition and due acknowledgment, financial and non-

financial means, of the contribution of the indigenous population to 
an innovation, a new creation, or to a research activity whereby the 
indigenous population served as the primary informant.

9) Efforts to include the study of Fijian culture in the education 
curriculum.

10) Efforts to implement fully and enforce proposed legislation for the 
safeguarding and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cultural 
expressions. It looks at communal ownership of the latter and their 
copyright.

For this reasons, the Cultural Mapping Program began in 2004, after the 
Fiji government accepted and ratified a model legislation that specifically 
looks at the protection of Indigenous knowledge. The program has been 
running for the last four and a half years and with limited resources, the team 
has managed to overcome obstacles and culturally mapped three provinces 
and is on course to complete the fourth province by May 2009. The Cultural 
Mapping team has also completed mapping of the four Tikina’s in Ovalau. 
Decision to move cultural mapping exercise to Ovalau was made upon 
directive from Head Office to accommodate request from the Department of 
Culture and Heritage. This was to support their submission towards Levuka 
being included in UNESCO’s World Heritage sit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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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Background

The National Inventory project facilitates the identification of existing 
elements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expressions of culture and their 
customary owners within the 14 provinces of Fiji. The continuity of Fijian 
cultural identity and its practices had rested mostly on oral transmission and 
informal learning by custodians. Much had been lost because there had never 
been an extensive survey done before to document all that comprise Fijian 
language and culture. Indigenous youths are being caught within the forces of 
the rural-urban migration trend. There are fewer avenues for the elderly and 
traditional educators/practioners to pass on their knowledge and skills, hence 
when they pass away, the ability (talent) and know-how is buried with them. 

In 2003, the Ministry of Fijian Affairs was tasked by cabinet to adapt the 
‘Model law on Traditional Knowledge and Cultural Expression’, work towards 
its passing in parliament and most importantly its implementation. Thus, 
evolved the idea of setting up a national inventory on traditional knowledge 
and cultural expressions.

In 2004, the Ministry had undertaken a pilot study to test the viability of 
the project in 2 villages and 1 district in Fiji. The following variables amongst 
others were tested:

•  Probable duration for undertaking research in a village or district;
•  Human resources to facilitate a fully-fledge process of inventory making;
•  Funds consumed or should be allocated towards the proposed visit to a 

village;
•  Duration it takes to complete all processes of inventorying, include 

editing, vetting and the return of reports from informants;
•  Awareness raising mechanisms – elements needed to effectively 

promulgate the idea of inventory making;1 
•  Gauge questions asked, and the response and/or informant’s 

understanding of the questions;
•  Identify additional questions and aspects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expressions of culture (ICH) yet to be identified [Proposed review of 
initial questionnaire and questions outlined].

1_ Use of the media, printing of posters, printing of brochures, development of audio & audio visual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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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ay 2005, 6 qualified researchers with varying experiences in fieldwork 
were recruited to initiate the task of collecting data this year. An intensive 
recruitment process was undertaken culminating in the above staffing. 
An intensive one-week workshop/training, funded by UNESCO cultural 
mapping funds, was held, familiarizing the 6 researchers on Fiji’s national 
inventory making initiative and the cultural mapping procedures. A simple, 
yet not so academic/professional, manual was developed and prepared, with 
the assistance of two international anthropologists who at an opportune 
time, were in Fiji for different reasons altogether. By December 2005, the six 
have completed the province of Namosi and Serua. Due to the enormity of 
elements researched, and the lack of a proper editor, transcribing and collating 
of information is still ongoing. Those that have been completely documented 
and edited are stored in a database and a copy given to custodians of 
the information for final perusal before it is finally recognized as correct 
information of relevant places and sites.

Prior to the data collection, an awareness raising campaign, (although 
begun at a small scale), was undertaken in the proposed sites for piloting. 
Provincial councils responsible for the cultural locales piloted were briefed 
accordingly of the purpose/objectives of the visits; and their assistance were 
also rendered in the promulgation of the entire process to grassroots living 
in villages.  Since then, the theme of awareness raising is used to formally 
spread the ‘good news’ of a visit and to seek villagers consent for research 
to be undertaken in their respective localities. Besides the prior visitation, 
other mediums with which information on the cultural mapping project is 
publicized include: 

•  A weekly program (every Tuesday) on Radio Fiji One; 
•  Publication of brochures and posters for dissemination to schools, 

villages and provincial councils;
•  At the request of Provincial Office administrators, presentations are 

being made to village headman who frequent provincial offices; 
•  Presentations by the researchers at Tikina (District) Councils during 

their scheduled meetings which varies in date and duration;
•  Request by groups/individuals/NGOs for presentation on the initiative;
•  Participation in workshops/panel discussions and debates organized by 

local indigenous groups/NGOs/Government Departments.



108

In
fo

rm
at

io
n 

an
d 

N
et

w
or

ki
ng

 fo
r 

th
e 

Sa
fe

gu
ar

di
ng

 o
f I

nt
an

gi
bl

e 
Cu

ltu
ra

l H
er

ita
ge

IV. Assumptions / pre-conditions

Educa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Fiji Institute of Technology and the 
Fijian Teachers Association have proceeded in undertaking a project of 
similar nature but for very different reasons. Fiji Television Limited has also 
embarked on commercialization of what the project is trying to protect in 
its Noda Gauna Program. The University of Fiji has recently showed interest 
in researching, documenting and using the information in its curriculum. 
Whilst the Ministry of Fijian Affairs is concerned at the rate of informant loss, 
the documentation and safeguarding of information for future generation,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is solely looking at commercializing information 
collected from field. Despite, this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Fijian Affairs, as 
a government agency is at the helm of all matters pertaining to the governing 
of the Fijian people. Thus, all projects by the private sector regarding the use 
of local village settings and its inhabitants should have the Ministry of Fijian 
Affairs consulted initially prior to it being implemented.

Likewise components of Fijian cultural herit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has been commercialized and abused at an alarming rate. There is no 
legal mechanism in place that will safeguard or ensure protection of such 
knowledge or guarantee any return or compensation for owners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expression of culture. 

V. Co-ordination

1. Ministerial/ National Level

When the notion of a National Inventory for Fiji first surfaced, rigorous 
consultations between the Fijian Affairs Board and the Ministry of Indigenous 
Affairs was undertaken and still continue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Fijian Affairs Board was instrumental in the formulation 
of a questionnaire specifically designed for the project, hence, the inclusion 
of a representative from the Fijian Affairs Board (FAB) in the Internal 
Subcommittee responsible for the national inventory project. Furthermore, 
with activities encompassed in the inventory project, representatives of the 
provincial councils have and will be consulted for their much-needed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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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notified duly of the progress of the project. 
Further, the Fijian Affairs board has been active in supporting teams in 

the awareness campaigns and in billeting researchers in respective villages. 
Besides, the Ministry of Fijian Affairs is working closely with the state law 
office in the drafting and subsequent passing of the Model Law on Traditional 
Knowledge and Expressions of Culture.

2. Regional efforts and collaboration

The Model law for Traditional Knowledge and Expressions of Culture, 
which necessitates the inauguration of a National Inventory to fulfill its 
implementation, was a regional effort initiated as a ‘Legal Protection Project’ 
in 1999 by the Cultural Affairs Programme of the 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 (SPC). The project was initially launched through a ‘Symposium 
on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Expressions of Culture’, 
jointly organized with UNESCO, from the 15-19 February, 1999. A regional 
workshop for regional experts on TK & EC in February 2001, organized 
by SPC, Forum Secretariat and UNESCO then followed. Subsequently, 
a regional legal framework was developed and presented to the Forum 
Economic Ministers Meeting in Port Villa from 3-4 July 2002, and later at an 
SPC/UNESCO/Forum Secretariat coordinated meeting of regional Cultural 
Ministers in Noumea from the 16-18 September 2002. The Cultural Ministers 
meeting activated Fiji’s adoption of the Model Law and its implementation 
action plan.

In February 2004 and later December 2004, the officer responsible for the 
project within the Ministry went on back-to-back seminars on inventorying 
making in Osaka and Tokyo Japan promulgating the level of works Fiji has 
undertaken. Participants and WIPO and UNESCO representatives are at awe 
with the progress of the project and have used the Ministry’s procedures as 
guidelines for other countries within the Asia Pacific region to follow.

In November 2005, the same officer was invited to attend a meeting at the 
UNESCO Headquarters in Paris on the same subject – inventory making. 
A workshop similar in nature was held in Thailand in December the same 
year where the said officer was invited as a resource person. This shows the 
growing interest in the region on Fiji’s model for inventory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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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Policy Context

1. Relationship to sectoral policies

The inventory project serves to implement policies and strategies outlined 
in 12.10 of the 20 Year Development Plan (2001-2020) for the enhancement 
of participation of indigenous Fijians and Rotumans in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Fiji. This includes the identification, research and 
establishment of a database for indigenous cultures and heritage treasures. 
Besides, the project will assist in the empowerment of the new legislation 
for collective /community ownership rights in connection with indigenous 
knowledge. The aforementioned policies are ranked as top priority for the 
cultural sector since they serve two important objectives: [i]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indigenous Fijian culture and heritage; and [ii] assurance 
of fair trade and practices, and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garding the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pecific mention for 
the review of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ct to embrace the Model 
Law for TK & EC is made in 6.5: Cultural and Heritage as a key performance 
indicator for Policy Objective of ‘protecting, preserving and managing Fiji’s 
cultural heritage’.

Cultural Mapping is one of the key priorities of the Ministry of Indigenous 
Affairs, aimed at achieving the deliverables assigned by the Interim 
Government, as stipulated in the corporate plan 2008 of the Ministry of 
Indigenous Affairs.

2. Relationship to national policies

The work of cultural mapping has been further enhanced by cabinet decision 
in March 2006 at Lomanikoro, Rewa. In addition it is also a priority area in 
the interim government. Section 12.10 of the 20-Year Development Plan 
corresponds with 6.5 of the 2003-2005 Government Strategic Development 
Plan (rolled over for the period 2005-2007) which highlights that integral 
to Fiji’s development is the conservation,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the indigenous identity. Mirrored in this dimension is the national goal 
that aims at protecting and managing culture and heritage for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On the outset, the national inventory project objective is 
streamlined to correlate with the national goal regarding culture and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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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Fiji, through the creation of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locals.
The vision of the Indigenous Affairs looks at Enlightenment of the 

Indigenous People’s which is clearly outlined in the ministry’s Corporate Plan 
for 2009. The core function of the Institute of Fijian Language and Culture 
is the protection and the promotion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of the 
iTaukei. In addition the Fijian Affairs Act. is mandated to encourage good 
governance for the well being of the iTaukei and this is one of the core roles of 
the Fijian Affairs.

The Peoples Charter for Change, Peace & Progress document that set the 
platform for rebuilding a better Fiji is guided by seven key principles one of 
which is ‘mainstreaming of the indigenous Fijian in a modern, progressive 
Fiji.’ In addition, Pillar Seven of the Peoples Charter looks at establishing 
an integrated development structure at the provincial level. In its draft 
submission, the charter has identified that the Fijian Administration as a 
system of governance for indigenous Fijians, despite some successes such as 
in the promotion of culture and heritage, has failed in the areas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Therefore, the charter promotes indigenous 
Fijian interests to be mainstreamed into national developmental plans and 
programme with line ministries and other implementing agencies responsible 
for implementation. As such the need to document tangible and intangible 
aspect of indigenous Fijians needs to be urgently addressed.

In the reform proces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reats related to 
diminishing senior indigenous population is accounted for. Moreover, reliance 
of indigenous identity, anthropology, history and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on oral sources need to be eliminated through documentation as it has been a 
major cause for divisions and instability within indigenous community. This 
has also led to abuse by business entities and individuals. Documentation 
and storage of anthropological and historical data will contribute to an 
enlightened and a knowledgeable indigenous society. This will contribute 
positively towards stability which can be transformed to economic prosperity.

Equally important, the need to address biological diversity and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that is related to increasing globalization requires timely 
mapping and identifi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owners. For the same 
reason,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and United 
Nations through UN Declaration of Indigenous Rights have adopted policies 
that will ensur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indigenous issues. The institute 
is also working closely with the Asia Pacific Cultural Centre for UNESCO 
(ACCU) in the protection of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aspec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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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genous societi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Two officers from the institute 
also attended training courses in Tokyo and Osaka in Japan to looks at 
ways in which Japanese aspect of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documented, protected and promoted. 

VII. Structure of the Project

The diagram is a detailed illustration of program organizational structure:

 

1. Personnel and Logistics

The program at this time is operating with fifteen project officers. There 
are six project research officers (2 EOs and 4 COs) classified under the 
Indigenou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ject (IIPR) and supervised by 
an Administration Officer (Project). In addition the Institute has recently 
recruited an additional eight project officers whose salary are being sourced 
from the Fijian Trust Fund. The eight officers consist of four transcribers, two 
editors and two database operators.

PROCESS MAP OF ACTIVITIES UNDERTAKEN

Studio Transcribers Editor
Database
Operator

DATE 
COLLECTION
 BY 
IPR FIELD 
OFFICERS

Studio Database
Operator

Labelling of 
Digital Footages Image Editor

Editor
AO(P) Server

Database
Operator

Video EditorStudio

Labelling of 
Audio Tapes
(CO, IPR)

Labelling of 
Audio Tapes
(CO, I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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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ject Research Officers

Responsible for the collection and recording of data; interviewing and 
consulting respective leaders of a ‘mataqali’; compile fieldwork reports; submit 
Individual Work Plan and monthly work plans; report directly to AO/P. The 
six project officers are grouped in two’s (male and female) and make up a 
team. There are three project teams and a team is assigned to one village per 
week. Hence, three villages can be covered in one week. Project officers spend 
a week in the office after two to three weeks in the field. This serves to allow 
project officers to compile all data, recuperate and prepare for the following 
weeks of fieldwork.  

3. Transcribers

The four will be responsible for transcription of recorded audio materials. In 
addition they will also be responsible for typing transcribed version of audio 
recordings before they are passed on to editors for editing. 

4. Editors

Editors are responsible for:

• Editing of transcribed information according to database setting and 
format; 

• Editing of audio recordings according to specified audio formats for 
database [corresponds with audio log sheets] & creation of back-up 
copies;

• Editing of digital image description entered into computer;
• Editing of video footages according to database format;
• Editing and cross–checking of entered information into database 

(evaluation);
• Editing and cross-checking of entered information into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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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ata Base Operators

The two database operators are responsible for:

• Digitizing of audio recordings and creation of back-up copies of 
materials digitized;

• Entering of description of digital images [ensure that it is aligned to 
forms used and description] & creation of back-ups;

• Entering of information into database [audio/video/digital images and    
transcribed information].

6. Administrative Officer (Project)

Responsible for coordinating and implementing the project; consult with    
cultural authorities and stakeholders; prepare and design awareness programs, 
assessment and monitoring procedures; provide policy advice and analysis, 
submit reports, financial forecasts, work programs and budget estimation; 
reports directly to Director of IFLC. 

In the restructure submission that is inclusive of costing prepared for this 
paper, an additional seven field officers and a Senior Research Officer will be 
recruited to be part of the new makeup. In addition, all field officers positions 
will be upgraded to Executive Officer level to accommodate nature of work 
and specific skills and qualification needed for research duties.

VIII.  The Traditional Knowledge & Expression of Culture 
(TKEC) Database.

In 2005, a database system was developed for the project to facilitate the input 
of final edited data collected from respective villages and provinces. Local 
and overseas consultants were utilized to carry out necessary IT and language 
configuration to suit need for data storage. It was the first ever software 
created to receive commands in the indigenous iTaukei language, which put 
to good use linguistic and interpretive professionals in the institute. This is in 
anticipation of those who will later access data st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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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ystem has enhanced the proper storage of information accumulated 
from the field and ensured that each cultural expression is filed appropriately. 
In this way, the data is retrieved easily and efficiently if it needs to be accessed 
by custodians and individuals/parties with the traditional bearer’s consent. 
Records entered into the database are based on the domains outlined earlier 
in the following format: text, images (digitalized photos), audio recordings 
and accompanying film footages. Hence, each Fijian village will have entries 
of aspects of ICH in our database. 

IX. Conclusion

The Cultural Mapping program since its inception has managed to carry out 
scope of work required as mandated by the Great Council of Chiefs with 
governmental support. It has had its fair share of challenges in regards to 
staffing, funding and logistical issues.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as not ratified by the Fiji until August this year. 
However, activities recommended for implementation in the Convention 
and the Expert Meeting on Inventory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Paris from 17th to 18th March 2005 is already being undertaken by the Fiji 
Government since 2004. In addition it has been participating in conferences 
and seminars that look at the importance of ICH protection and revitalization. 
With government support and identification for need of protective measure 
by custodians, project is positively gaining momentum in regards to 
documentation, storage and related revitalization activiti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Construction of a Cooperative Network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hapter 4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보와 네트워킹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PAST IS N
O

T A FO
REIGN

 CO
UN

TRY: Strengthening of ICH Transm
ission Activities

119he launch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for Asia Pacific 
(ICHCAP) in the Republic of Korea is very timely for sustainable 

heritage development.1 Several important events of the past few weeks 
underline the significance of community capacity building and the urgent 

   *_ This title is a play on the classic work on pre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by David Lowenthal, The Past is 
a Foreign Count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See also Amareswar Galla, ‘The Past is not a Foreign 
Country, Reflections on the Post-Colonial Transformations of Australian and South African Museums’, 
Proceedings of the Constituent Assembly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African Museums (AFRICOM), 
Lusaka, October 1999. The emphasis in the paper was that in Southern Africa the words for heritage usually 
referred to living heritage, such as Amasiko, Ditso, and Mflele. Legacy heritage from colonial practices 
focuses mainly on tangible heritage. AFRICOM calls for corrective action to recognise, assess the significance 
and appreciate/promote the continuity of intangible heritage; and then ensure the integration of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informed by a holistic conservation ethic and post colonial sustainable 
heritage development.

**_ Professor Galla can be contacted at Po Box 6185, St Lucia, Qld 4167, Australia or a.galla@uq.edu.au

  1_ Sustainable Heritage Development, conceptualised through the Pacific Asia Observatory for Cultural 
Diversity in Human Development (PAO), assumes culture as the fourth pillar of sustainable development 
(www. onsustainability.com ). The concept brings together culture, heritage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to a holistic paradigm. The PAO was established at the request of UNESCO, Paris 
through the Division of Cultural Policies and Intercultural Dialogue and the regional UNESCO offices in the 
Pacific and Asia. The PAO is a project acknowledged by the Australi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It is an integral part of the Action Plan of the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2 
November 2001) www.pacificasiaobservatory.org

THE PAST IS NOT A FOREIGN COUNTRY* 
Strengthening of ICH Transmission Activities 

Amareswar Galla, Ph.D1

Professor,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Convener, Pacific Asia Observatory for Cultural Diversity in Human Developmen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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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 to ensure community cultural engagement and governance in 
safeguarding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ere after ICH). Category 2 
Centres of UNESCO could play a vital role.

Firstly,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ICH, 
chaired by Awadh Ali Saleh Al Musabi (United Arab Emirates), met in Abu 
Dhabi from 28 September to 2 October, 2009. The Committee inscribed the 
first elements on UNESCO’s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and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t was a historical meeting that provided a significant 
platform for expert examiner inputs and participation of several NGOs, 
professional bodies and stakeholder community delegates. 

Secondly, the Secretariat for Agenda 21 Culture in Barcelona, advocating 
with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from all over the world to enshrine their 
commitment to human rights, cultural diversity, sustainability, participatory 
democracy and creating conditions for peace, launched its report entitled 
Culture, Local Governments and Millennium Development Goals.2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her after MDGs), adopted in 2000, provide 
an aspirational but critical framework to enhance quality of life and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in our global committment to poverty alleviation. 

It is of serious concern that culture and local government are not embedded 
in the MDGs. International programmes and national policies are yet to 
recognise culture as an essential dimension in development . This is five years 
on from the launch of the Human Development Report in 2004, which for the 
first time underlined culture and its significance in sustainable development.3  
It draws on the final report of the UNESCO World Commission for Culture 
and Development, Our Creative Diversity (1995); the Stockholm Action Plan 
(1998); and Stockholm Action Plan +5 (2003) and strongly advocates for 
situating culture in integrated local area plann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t is acknowledged by this corpus of knowledge that local government is a key 
agency for change, progress and development.

Thirdly, the UNESCO World Culture Report was launched by the Director-
General, to the attention of the Permanent Delegates to the 35th Session of 

2_ Report commissioned by the Committee on Culture of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 UCLG, with 
the support of the Spanish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 AECID, 15 June 2009. Launched in Barcelona 
in September. (English, French and Spanish) http://www.agenda21culture.net/

3_ Cultural Liberty in Today’s Diverse World,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New York,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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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ral Conference, on Tuesday 20 October.4 This i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challenges that all nations face in managing cultural diversity and 
reflects the most up to date understanding of the connections between culture, 
sustainability and human rights. It provides the cultural diversity framework for 
locating MDGs in sustainable development, thus stretching the canvas, at the 
local,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for safeguarding ICH. 

Finally, the latest Human Development Report draws our attention to the 
global patterns and transformations of population growth and movement 
that are shifting dramatically.5 Irrespective of where you are, the demographic 
future will inevitably be more racially, culturally and religiously diverse. 
Recommendation 8 of the World Culture Report states that universally 
recognised human rights should be protected by policies which promote 
cultural diversity. Recognising the importance of safeguarding of ICH and 
the right to cultural liberty of carriers and transmitters of ICH has now, more 
than ever before, become critical for promoting global cultural diversity. 

Global trade imperatives mean that we are facing an unprecedented pace 
of technological, economical and cultural integration with the rest of the world 
and we need policies that seek to promote cultural diversity and safeguard 
ICH – because such policies contribute to social cohesion and guarantee of 
human rights to us all. Most importantly policies and frameworks are needed 
for community engagement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where the carriers 
of ICH and primary stakeholders in such heritage are located.

The ICH Convention calls for (Article 11 (b) and Article 15) the 
facilitation of ‘functional and complementary cooperation among 
communities, groups and, where applicable, individuals who create, maintain 
and transmi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well as experts, centres of 
expertise and research institutes.’6 This calls for not only consultation and 
access to communities but significantly for the first time in the true spirit of 
cultural democracy, the active engagement and participation of stakeholder 

4_ Investing in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 A copy of the Executive Summary of the report in 
several languages and the full report in English are available on the UNESCO website: www.unesco.org/tools/
fileretrieve/115598f4.pdf ;  www.unesco.org/tools/fileretrieve/1238a682.pdf 

5_ Overcoming Barriers: Human Mobility and Development,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New 
York, 2009.

6_ Particip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perational Directives, Chapter III, UNESCO, Pari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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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ies and groups through effective networking.7

It is worth reiterating that the 2003 UNESCO ICH Convention is 
significant for locating individuals, communities, research units and NGOs 
in the most democratic operational framework within the entire suite of 
UNESCO’s cultural conventions. This is the result of significant debates 
and discussion on 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in the drafting of the 
Operational Directives by the Inter Governmental Committee.

ICH is an important vector of cultural diversity, the linchpin for steering 
the sustainability and the future of languages (especially those that are 
endangered), education, communication and cultural contents, creativity and 
the marketplace, all of which are critical in the safeguarding process and the 
transmission of ICH. However, conceptual clarity and rigour are needed at 
every level of the process. For example, the very notion of what constitutes a 
community continues to be the focus of much debate. 

One of the challenges for safeguarding ICH is to locate the elements of 
ICH within the complexity of the cultural diversity of the host community/s 
and the respective state party/s. Transnational ICH elements will provide the 
ultimate litmus test for the success of the community grounded approaches, 
mutuality and mutual respect among state parties. Multinational nominations 
could become platforms for exemplar engagement for cultural liberty beyond 
the containment of colonial delineations or post colonial boundaries. 

Nobel Laureate Amartya Sen cautions us about focussing on civilisational 
or religious stereotyping of populations or community groups.8 People and 
community groups have multiple identities. The complexity of their evolving 
and dynamic identities and the diversity of their location within cultural or 
civilisational groupings require critical research informing Listing processes 
under the ICH Convention. How does one safeguard an ICH element and 
minimise the stereotyping of carriers and transmitters of ICH as belonging 
to one group or community? The ‘miniaturization’ of ICH elements can 
encourage people to see ‘themselves and others purely in terms of a singular 
identity’. 

In the promotion of ICH how do we ensure that the elements in the 
various ICH Inventories and Lists are contextualised within the framework 

7_ Galla, Amareswar. ‘First Voice in heritage Conserv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Volume 
3, 2008, pp. 10-25. (www.ijih.org)

8_ Identity and Violence: The Illusion of Destiny, W. W. Norton & Co., New York,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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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mmunity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 at both the local 
and global levels? How do we build respect for and honour the elements of 
ICH within the broader socio-cultural context? In the promotion of ICH, 
what is the role of civil society, cultural and educational agencies?9 In what 
ways can we understand and safeguard the ICH elements of cosmopolitan 
multiculturalism?10 What about the ethics of our actions as facilitators and 
animateurs of safeguarding of ICH?    

In safeguarding ICH, we need to consider human development as 
a process that occurs locally, but within a total global environment. 
Furthermore, planning for development is not just a function of economics, 
social or political change, health advancement, human and cultural rights, the 
absence of physical violence, or sustainable physical environments. Rather, it 
is achieved within, and through, the interplay of all these functions. 

These processes, inter-related, iterative, and necessarily achieved through 
collaborative and simultaneous endeavour, have been recognised for 
many years. They were first comprehensively yet succinctly described in a 
document that distilled much of the earlier thinking: the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November 2001 (UDCD). The UDCD 
came into being in a ‘post-September 11’ world – its significance was at the 
same time displaced (in the environment of global shock that then existed) 
as well as reinforced, by demonstrating the compelling need for an articulate 
and rational vision for global collective action and shared values, rather than 
reactive violence and oppositional politics. 

The UDCD argues for a new understanding of the value of human 
difference. It is designed to protect and enhance the international intellectual, 
economic, spiritual and moral value of cultural diversity. UDCD affirms 
this diversity as the vital resource to protect cultural rights, bio-diversity, 
individual self-value, social harmony, cross-cultural communication and 
to ‘humanise globalisation.’ As an international policy framework, the 
UDCD can be adapted to national purposes to help transform civil society. 
It has the potential to improve our community harmony, our relationship 

9_ For a critical refection on civil society and its role in education and community cultural development see, 
Civil Paths to Peace, Report of the Commonwealth Commission for Respect and Understanding, Amartya 
Sen (Chairperson), John Alderdice, Kwame Anthony Appiah, Adrienne Clarkson, Noeleen Heyzer, Kamal 
Hossain, Elaine Sihoatani Howard, Wangari Muta Maathai, Ralston Nettleford, Joan Rwabyomere and Lucy 
Turnbull. Commonwealth Secretariat, London, 2007.

10_ Kwame Anthony Appiah, The Ethics of Ident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2005.



124

In
fo

rm
at

io
n 

an
d 

N
et

w
or

ki
ng

 fo
r 

th
e 

Sa
fe

gu
ar

di
ng

 o
f I

nt
an

gi
bl

e 
Cu

ltu
ra

l H
er

ita
ge

with the environment and the way we develop economies through a new 
understanding of the physical and human world, notably the nexus between 
cultures, physical environmen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Hence, the 
place of UDCD in the preface to the ICH Convention, and its significance in 
community networking and the empowering environment for transmission of 
ICH.

Culture is now recognised as one of the four pillars of development along 
with environmental conservation,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11 In 
the quest for best practices and methodologies for poverty alleviation, many 
models have been brought in from an ‘outsider’ context using international 
expertise.  However, without thoroughly understanding and integrating 
the ‘local’ cultural context and the diversity of cultures, such ‘one size fits 
all’ models are bound to fail.  In order to be genuinely sustainable, poverty 
alleviation projects must be customised to specific cultural contexts. In this 
context the promotion of community networks and the transmission of ICH 
elements need new and innovative tools as an integral of community cultural 
development and capacity building. Ecomuseology is one such tool that has 
been scoped and applied in Vietnam.

Ecomuseology has been used as a methodology in Vietnam for 
safeguarding ICH through community driven approaches to mapping, 
planning and sustainable heritage development and at the same time 
addressing MDGs.12 For example the Ha Long Ecomuseum concept has 
caught the imagination of Vietnam through extensive interest among the 
various conservation agencies and the media. It is a flexible project driven by 
the simple principle that the conflicts between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could only be dealt with by bringing people and their environment together 
into productive partnerships. ICH is the vital driver in this project.

The Ecomuseum concept views the entire Bay as a living museum 
and employs an ‘interpretive’ approach to its management. Interpretive 
management sees the components and processes of nature, culture, intangible 
and tangible heritage as continuously interacting with each other in a 
constantly changing equilibrium. By intensive research and monitoring, 
managers and stakeholder community groups seek to ‘interpret’ what is 

11_ www.onsustainability.com 

12_ Galla, Amareswar. ‘Cultural Diversity in Ecomuseum Development in Vietnam’, Museum International No 
227, Volume 57, 2005, pp.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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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ening to that equilibrium and to make carefully planned interventions 
to change the balance of the components when necessary. An important 
feature of this approach is that it views human activity, past and present, as 
fundamental components of the total environmental resource. The culture, 
history, traditions and activities of the human population on and around 
heritage sites are as much a part of the heritage as the natural landscapes and 
are in continuous interaction with it.

The assumption of this methodological tool is that all human and natural 
ecosystems are living, developing organisms that cannot be ‘preserved’ in a 
particular isolated state:

• human and natural ecosystems are interdependent,
• the ultimate goal of conservation and safeguarding i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resource,
• to sustainably use and develop the resourc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it,
• to understand the resource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its nature and  

processes, and
• effective interpretation must be based upon a holistic view of the 

resource which recognises the interdependence of its elements, systems 
and processes.

In practice ecomuseology means different things to different stakeholder 
and participant groups – hence the importance of genuinely integrating 
cultural diversity, women, youth, indigenous communities and various 
interest groups.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the ecomuseum concept 
is conducted with a focus on three issues that are of growing concern for 
developing community-grounded heritage projects the world over. These are: 
integrated and holistic approaches to heritage management that are local in 
context and global in professional orientation; capacity building for all the 
stakeholder groups that are critica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itiatives; 
and quality heritage interpretation as means to intercultural dialogue that 
is informed by the demographic and psychographic profile of diverse 
participants and audiences. 

In promoting the human face of globalisation, a commitment to 
the framework of integrated heritage management has been adopted by 
Vietnam through the National Cultural Heritage Law and its regulations 
in 2001 and the amendments of 2009. It is within this context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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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museum concept is informed by a holistic approach to natural and cultural 
environments and to movable and immovable heritage resources, tangible 
and intangible elements. Intercultural dialogue through Ha Long Ecomuseum 
has been situated within this holistic context that brings together people 
and their environment, focusing on both natural and cultural resources. For 
example, effective presentation and interpretation can be a significant force 
for changing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and its conservation and 
especially the safeguarding of ICH. Interpretation can legitimise or challenge 
particular ideas and viewpoints. It can inform public awareness of key issues 
in society, such as the environment,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ultural 
understanding.

This is certainly so in Vietnam in as much as it clearly shows the conflict 
between conserving a rich, but fragile, heritage whilst simultaneously 
promoting the industrial, economic and tourism development that is essential 
to alleviate the severe poverty and impoverishment of large sections of the 
community. Traditionally, this has been treated as an ‘either/or’ issue and 
therefore frequently results in an impasse. The greatest challenge has been 
to bring together the management and all the stakeholder groups into a 
participation framework that is facilitated by the Ha Long Ecomuseum 
development. It is heartening to see that both the UNESCO World Culture 
Report of 2009 and the Local Agenda 21 Culture 2009 reports profile Ha Long 
Ecomuseum within the context of MDGs and culture in poverty alleviation.

The Vietnam project approach is exemplary and could inform the 
development of the Category 2 Centre, ICHCAP, focussing on new meanings 
of networking and provide us an opportunity to rethink community heritage 
practice, especially in the Pacific and Asia.

Some of the following concerns call for your attention:

• Institutions and agencies managing heritage have struggled to address 
the processes of consultation with, and participation by stakeholder 
communities and groups. In some countries the promotion of 
cultural democracy is gradually introduced through consultation and 
participation as part of the access and equity discourse. Safeguarding 
of ICH requires a paradigm shift from access to active engagement 
and empowerment through appropriate capacity building for all 
stakeholders to participate to ensure meaningful outcomes. Sense of 
ownership by the carriers and transmitters of ICH is critical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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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 of ICH elements.
• The governance processes for safeguarding ICH require more 

democratic participation by carriers and transmitters of ICH and 
primary stakeholders in management bodies, councils and trusts. These 
mechanisms need to demonstrat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nce 
again in the interests of sustainability of ICH elements. 

• In the past oral history and folklife studies were often appendages to 
the object and site centred approaches in heritage management. The 
principal focus has been on the tangible heritage with a bias towards 
middle and upper classes, metropolitan and male interests in several 
countries. The heritage of the indigenous, immigrant and minority 
populations was largely contained within the imagination of a colonial 
‘other’ discourse.

• While oral history and folklife studies contribute to efforts towards 
safeguarding ICH, they are often misunderstood as areas already dealing 
with safeguarding ICH.

• Heritage conservation and public education and have had a low priority 
for planning and budgetary appropriations in several countries until 
recently. Safeguarding ICH is yet to be mainstreamed in the budgetary 
profile of most countries in the Pacific and Asia. 

• The general public rarely has had quality access and interpretation to 
heritage resources in several countries of the region. Safeguarding of ICH 
and access to transmission activities to the public needs new standards 
of interpretation to ensure quality control and minimise the negative 
impacts of globalising forces such as tourism.

• A range of heritage material such as documentary heritage, material 
culture, built environment and shipwrecks have been irretrievably lost 
due to the lack of clear conservation guidelines and absence of public 
education. Development of systematic standards for safeguarding ICH 
needs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inadequate guidelines in other 
areas of heritage activity. While there are economies of scale in taking 
integrated management approaches to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there is the danger of imposing existing practices of preserving tangible 
heritage on safeguarding ICH.

• Indigenous heritage has been poorly addressed and rarely included in 
cultural heritage curricula in most countries despite two decades of 
advocacy by agencies such as ICOM, ICOMOS, IFLA, ICA, ICC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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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UNESCO.13 The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nd the UN Permanent Forum on Indigenous Peoples (2007) 
call for action to redress this imbalance. Leadership through exemplary 
museums is beginning to emerge integrating ICH and creativity of 
indigenous peoples in the heart of mainstream heritage institutions such 
as the Smithsonian.14 

•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is yet to be integrated into the local 
contexts and planning processes in several countries of the region, 
although cultural planning is becoming an integral part of local 
governance. Agenda 21 Culture provides a viable framework.

• Resource distribution for heritage activities has often been uneven and 
irregular at the community level. This has been an area of public debate 
and collaborative effort at various levels of governments. Community 
capacity building for safeguarding ICH requires adequate resourcing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s. 

• Few agencies and state parties have addressed the ICH elements 
derived from historical social movements and multicultural hybrid 
formations of the 20th century. The promotion of ICH of indigenous 
and multicultural communities and the importance of social history 
discourse could contribute to the recognition of the much of the 
endangered ICH elements in the region.

In view of the above points, advocacy and networking with appropriate 
supporting research needs to be considered and resourced to facilitate 
community capacity building in the region. The following is a preliminary 
listing of points for consideration.

13_ Galla, Amareswar. Heritage Curricula and Cultural Diversity, Office of Multicultural Affairs, Prime Minister 
and Cabinet, Canberra, 1993; http://icom.museum/diversity.html; www.onmuseums.com 

14_ The Native Universe and Museums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Significance of the National Museum 
of the American Indian, Eds. Mark Hirsch and Amy Pickworth,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New York,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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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ocacy Networking

• Promotion of  stakeholder community 
membership interests in the safeguarding of ICH 
and sustainable heritage development

• Access to IGO/INGO cultural agencies by the 
stakeholder community membership and to 
stakeholder community membership by the IGO/
INGO cultural agencies

• Use of the diversity of media including diversity of 
regional resources for ICH education in different 
languages

• Formation of pressure groups for lobbying with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agencies on 
critical issues: e.g. ensuring effective and ethical 
participation, intellectual property concerns and 
cultural diversity promotion.

• Promotion of principles of participation by 
membership

• Locally/Community-grounded post-colonial 
heritage practice 

• Sharing human and infrastructure resources
• Enhancing communication channels through 

newsletter, workshops, forums, symposia and the 
internet

• Working towards equitable cultural practice
• Forming collaborative strategic partnerships
• Providing mechanisms of support for delegates on 

policy-making bodies
• Articulating local, regional, state and national 

networks with international agencies

Research Resources

• Enabling cultural control and copyright
• Developing ethical and negotiated standards of 

professional practice and research
• Promoting ethical standards of consultation, 

participation and negotiation
• Inventories beyond the surveys and mapping 

concerns that provide standards for  safeguarding 
ICH

• Respecting language diversity
• Cross cutting themes of gender, youth, faith and 

aging concerns
• Environmental concern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limate change
• Regional linkages (Eg. Asia and Pacific)
• Input into policy papers of IGOs and INGOs
• integration of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 Access to infrastructure development
• Making training accessible
• Incentive funding – fund raising
• Use and development of regionally based resource 

centres, eg. Category 2 Centres
• Promoting corporate support for sponsorship and 

so on
• Maximising on available resources through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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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In conclusion I submit to you the following critical challenges for 
furthering community networks for the strengthening of ICH transmission 
activities:

• Coordination of the expression of and access to the heritage values and 
significant ICH elements from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 Promotion of agencies for safeguarding as an integral part of cultural 
polic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Integrated Local Area Planning, a 
step beyond mapping cultural resources;

• Achieving a balance between globalisation and localisation – requiring 
far more rigour that the term glocal has elicited;

• The fostering of an integrated professional approach through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all the agencies managing heritage resources, 
tangible and intangible, movable and immovable, natural and cultural, 
so that the outcomes are determined by best practice for sustainable 
heritage development  and community empowerment;

• The development of strategies for heritage management linked to 
economic development, heritage tourism and employment creation. 
Perhaps the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ment and regional and pan-
Asia and Pacific standards for harnessing cultural and heritage tourism 
and in the process ensuring the safeguarding of ICH with a community 
benefit analysis framework (For example see the Phnom Penh Vientiane 
Charter on Heritage Tourism. Source. www.icom.museum); 

• The new found vibrancy in the cultural industry with the UNESCO 
2003 and 2005 Conventions could lead to the profiling of demonstration 
projects and best practices in safeguarding ICH elements; 

• Promotion of a fuller representation of the heritage of diverse Asia and 
Pacific peoples, through new initiatives, infrastructure and capacity with 
a focus on the historically disadvantaged communitie; 

• Advocating the complex nature of trusteeship of both documented 
and undocumented living and intellectual heritage with a focus on 
broadening responsibilities to the Asia and Pacific histories and cultures 
that have also been neglected in the past; 

• Promotion of ICH safeguarding mechanisms at an arm’s length from 
government funding so as to achieve autonomy and manage a non-
partisan heritage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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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 and disseminate a tool-kit for safeguarding ICH, including the 
role of ecomuseology as effective empowerment methodology ensuring 
a strong sense of community ownership and transmission of ICH;

• Promoting heritage management institutions such as museums, 
galleries, libraries, archives, heritage councils, World Heritage Areas, 
parks and conservation areas - as civic spaces for safeguarding ICH, as 
hubs for bringing together people and their heritage together within 
the framework of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embedded in 
Agenda 21;

• Addressing intellectual and cultural property rights so as to prevent the 
exploitation of ICH elements - bio-diversity and cultural diversity;

• Coordinated approaches to advocate legal frameworks that will enable 
safeguarding ICH with emphasis on stakeholder participation and 
transmission of ICH elements;

• Maximising on limited resources to create hubs for appropriate capacity 
building and making the best use of UNESCO Category 2 Centres and 
professional NGOS such as ICOM, ICOMOS, ICA, IFLA, ICTM and so 
on.

In conclusion I submit to you that the Asia Pacific configuration is an 
anomaly in the 21st Century, especially with more than half the world’s 
population living in the region. The Pacific Island countries have formed their 
own post-colonial organisation, Pacific Islands Museums Association, dealing 
with museums and cultural centres. Cultural Centres are the mechanisms 
for Pacific Island countries where 90% of populations are indigenous peoples 
who demand ICH as a central concern is all developmental activites. The 
South Pacific Forum, South Pacific Commission and UNESCO Apia Office 
are relevant regional INGO support structures. Similarly the countries of 
Southeast Asia, have been working on an effective ASEAN networking; 
countries of South Asia under the SAARC umbrella and so on. The 
operationalisation of Category 2 Centres for safeguarding ICH in the Asia 
and Pacific can consider the sub regional formations and their significance for 
safeguarding ICH in the post-colonial context of the 21st century. In order to 
do this we need to learn to listen to the First Voices of the region. In deed the 
past is not a foreign country to the carriers and transmitters of 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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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et me first share with you my joy of being in Seoul and, second, thank 
our hosts,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for its kind and generous invitation to participate in the Conference 
and give me the opportunity of sharing some of my views on the role and 
tasks of NGOs on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Although this is my first visit to Korea, I feel very comfortable being here. 
Indeed, I have for some 25 years been involved in the safeguarding of ICH, 
and especially in the past 10 years where I have been active at international 
level. I have in numerous occasions run across people from Korea involved in 
this venture. When I say people, I mean Government representatives, experts, 
academics and NGOs too.

Last year, I attended in Manila a UNESCO regional meeting, gathering 
representatives from some 43 countries of the Asia and Pacific region. It was 
a real pleasure to see the permanent concern in this part of the world to make 
the traditional and the contemporary meet, to balance the tangible and the 
intangible dimension of your people’s heritage.

The European world, where I come from, has so often set aside its heritage 

*_ www.tradi.info

The Role and Tasks of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related to the Safeguarding of ICH 

Diego Gradis
Executive President

  Traditions for Tomorrow*, Switz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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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raditions to leap into modernism. This explains its present struggle and 
difficulty to foster, especially amongst the younger generation, values that 
have woven throughout history the fabric of our societies.

As head of Traditions for Tomorrow, a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network with headquarters in Switzerland near Geneva, my field of action has 
mostly been Central and South America. Since 1985 Traditions for Tomorrow 
has accompanied indigenous people and some minority groups, especially 
afro-descendants, in the safeguarding of ICH. The projects we got involved 
in cover numerous expressions of ICH and means of communication: music, 
dance, oral tradition, language, creed, traditional means of government and 
conflict resolution systems, holistic healthcare, intercultural education, media, 
etc.  

As a go-between identifying financial support for numerous field-
projects developed at community level, and also supporting the defence of 
cultural rights of these groups, our NGO has gradually developed models of 
mechanisms and strategies for empowerment that are now shared by other 
NGOs and grass-root groups.

Besides its field work in some 12 countries, Traditions for Tomorrow has 
been active at international level since 1992 when, as an NGO it established 
official relations with UNESCO. At UNESCO we got involved in the World 
Decade for Culture and Development, in the two consecutive International 
Decades for Indigenous People, in the 2003 Convention from its drafting 
phase until now, taking part as NGO observer in meetings of the General 
Assembly of State Parties and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which 
has proposed Traditions for Tomorrow for accreditation by the next General 
Assembly, and finally also in the process of the 2005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the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As one of the 9 NGOs members of the NGO-UNESCO Liaison 
Committee, we have since 2005 contributed to promote the role and place of 
civil society organisations with the UNESCO secretariat and Member States. 
Finally, through its ECOSOC consultative status Traditions for Tomorrow has 
also been activ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mostly dealing with Indigenous 
peoples, and at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sation on the defini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traditional knowledge, cultural expressions 
and genetic resources.

I would like in the time that I am given this morning to focus on three main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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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increasing role of the non-governmental community in the 
safeguarding of ICH,

2) its task at local (meaning national) level, and 
3) at international level, where I will also briefly address the issue of 

communication and networks.

I. The increasing role of NGOs in the safeguarding of ICH

You may have noted that I have decided not to address the issue of defining 
NGOs. This question will probably remain forever as a mystery of civilizations, 
civilizations with an ‘S’ since NGOs have throughout history existed in one 
way or another. 

Civil society has now become part of Government and ‘World governance’, 
particularly following the 2004 Cardozo Report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UN and Civil society.

Civil society involvement as a response or as an alternative to globalization 
has nowadays established NGOs as a counterpart of other governing bodies 
of the World community: governments, parliaments, the private sector, the 
academic circles, churches and other spiritual congregations, etc. When 
talking about the famous ‘PPP’ - public-private partnership -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re omnipresent. 

Cécile Duvelle yesterday mentioned : “NGOs are key factors in bridging the 
gab between local communities and governments.”

Just a month ago, in Abu Dhabi, at the closing session of the Convention 
Intergovernmental Committee meeting, Mr Matsuura who was delivering one 
of his last speeches as Director General of UNESCO, mentioned, I quote: “…
the pivotal role of civil society and particularly NGOs who are key actors in our 
efforts to bridge the gap between local communities and governments.”

To try and understand why ‘pivotal’, let’s enumerate briefly the main 
participants in the process of safeguarding ICH, besides NGOs. We first and 
above all have the holders of that heritage, referred to in the 2003 Convention 
as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They are at the core 
of the architecture set up for the safeguarding. Then we have the States subject 
to binding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 for those who have ratified it. 
Finally, come the experts and research cent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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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Mr. Matsuura underlined so clearly in Abu Dhabi is that without 
the NGOs, which have that capacity to reach the holders of ICH, the 
practitioners - we mean the ‘communities’ - it would be very difficult for States 
to implement the safeguarding of ICH. However immensely valuable and 
legitimate their knowledge, neither could experts and researchers contribute 
to the process what NGOs can contribute, are doing and will continue doing.

Why? Please let me give you an example. I visited last September in the 
Amazonian Basin of Northern Ecuador a Cofan Indigenous community. We 
were discussing one of their major concerns, besides the rampant destruction 
of their territory by oil and gas extraction companies. That is the gradual 
disappearance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practice of shamanism. Amongst 
other factors, schooling, consumerism, migration, and the influence of 
the nearby Colombian conflict are contributing to this very preoccupying 
problem. 

Our NGO is now discussing with the Cofan people’s authorities about 
implementing a strategy to strengthen the role of shamans as traditional 
leadership to protect the environment and foster sustainable development, 
besides safeguarding their heritage. Because NGOs have been supporting 
at least for the past fifteen years the struggle of Indigenous people in the 
area to ascertain and protect their territory, they have gained a level of trust 
amongst the people, which enables them to envision today other possible field 
cooperation such as the one mentioned on the shaman issue. 

Government representatives and experts, or academics, would not as 
easily have reached such confidence, built year after year between NGOs 
and the people. What I want to say is that working with holders of ICH is a 
process, some times a long-term process. ICH means in most cases entering a 
very intimate zone of a group or of an individual. 

I often recall this experience of a young Kuna Indian in Panama. Kunas 
live on an archipelago on the Caribbean Coast of Panama. Traditions for 
Tomorrow was sponsoring an initiative by youngsters to investigate their oral 
tradition. One of them, wanting to interview a very knowledgeable elder on 
an island about 1 hour ½ away paddling in his canoe on high sea, travelled 
once. The old man was not feeling well and could not receive him. A month 
later after a second attempt, the old man very busy repairing his fishing nets 
excuses himself and the young boy paddles back to his home. When a few 
weeks later, the boy tries for a third time, the wise man greets him on the 
beach and tells him : “Please come in : I’ll tell you all you want to know because 
now I know that you really want to learn from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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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in this case we are not talking about an NGO, often, have I 
noticed that without trust it is very difficult to undertake a deeply-rooted 
process of safeguarding ICH. 

NGOs have a vitalising effect over communities. They are not suspect of 
wanting to take out some benefits from their cooperation with ICH holders. 
Concern and solidarity is what motivates them. This is what the practitioners 
acknowledge; yes, a ‘pivotal’ role in bridging the gap with holders of ICH. 
Government representatives or experts have more difficulties in building this 
special relationship which, based on our own experience with holders of ICH, 
we consider vital to undertake our work.

We know of some of the risks of safeguarding ICH. They were often 
expressed, like for instance at experts meetings preparing draft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reezing ICH by 
foklorisation - or lets turn it differently: interrupting the evolutive process 
of ICH - ; worst still, the commercial overexploitation of ICH for national 
promotion or tourism purposes. This is something that, on the field, we are 
often confronted with, when communities believe that developing ecotourism 
will be an el Dorado that is sometimes for them difficult to resist, but which 
negative consequences they can only underestimate. 

There again, it is the confidence relationship that they have shared with 
NGOs when closely cooperating over the years that make that conscience 
raising process possible. 

Let me finally conclude this first part of my statement by referring once 
again to the 2005 Convention, so important to us all, given the fact that 
it is very complementary to the ICH Convention: Article 11 of the 2005 
Convention calls for a ‘fundamental role of civil society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By analogy, and because both Conventions are a contribution to the 
Cultural Diversity solemnly claimed for by the 2001 Universal Declaration, it 
is understood that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re as fundamental to the 2003 
as they are to the 2005 Convention. This being said, let’s now try to analyse 
what the tasks of NGOs are, first at local level and then at inter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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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Tasks at local level

Although the nature of this Conference is international, prior to presenting 
tasks of NGOs in safeguarding ICH a international level, I will share with you 
my views on what seems to me is even more important, i.e. tasks at local level. 
As you see, I am not talking about national level, but local. 

The reason is that the 2003 Convention has a particularity which makes it 
rather exceptional in the spectrum of international binding instruments. If the 
burden for action under the Convention is on State parties - the signatories 
to the Treaty - the key role for its implementation is in the hands of the 
communities.

For example: no ICH element will be put either on the representative list 
or on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mmunities, 
holders of this element. This shows that the drafters of the Convention have 
clearly put the weight of the safeguarding at the local level. This is therefore 
why NGO intervention lies fundamentally at local level.

Three tasks for NGOs at local level; two connected with the Convention 
and a third more sui generis:

1) participation in the inventories
2) education, awareness raising and capacity building
3) accompanying communities

1. Inventories

In Switzerland, where Traditions for Tomorrow is also active at national level 
in implementing the 2003 Convention, the Federal Department of Culture 
together with the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gathered a group of 
NGOs to define what the future national inventory of ICH would be. NGOs 
active in traditional music, costumes, handicraft, traditional art festival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were called in. 

Why? Because, without such NGOs it is most likely that holders of ICH 
being approached by administrations - either national or regional - would 
be missing the appropriate tone and/or message to make the practitioners 
aware of the importance of contributing their element to a national reg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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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 to register as an administrative duty rather than through a 
community based trickle-up sensitization process would probably not have 
been as successful.

It is important to mention at this point that, especially in developed 
countries, there isn’t always a clear-cut difference between NGOs and 
practitioners. The latter are often organized as an NGO composed of 
individual practitioners or local groups. They are often themselves direct 
interlocutors to government entities.

Nevertheless, NGOs that are not practitioners nor communitie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motivating holders of ICH to register their elements, 
bringing them to understand that an ICH element is not in and of itself strong 
enough to be safeguarded. Getting it recognized by being on an inventory can 
be the first step to make possible its strengthening and revitalisation. We, there 
again, find this confidence relationship, which I earlier mentioned, as vital.

In the same way, I also earlier mentioned the need for holders’ consent 
for an element to be put on one of the two UNESCO ICH lists. NGOs 
should similarly push national governments to require such consents 
for regional or local inventories. They will in that manner protect the 
sovereignty of practitioners and their control over these elements of ICH. It 
is totally understandable that, would it be just for confidentiality purposes, 
a community might find legitimate not to register one of its traditional 
expressions. NGOs can be the guarantor of such decision.

One of the main weaknesses of ICH is that it is sui generis, and has always 
existed naturally. Also because ICH in most instances exists only when 
expressed, holders don’t necessarily understand the necessity to safeguard 
it, would it be just by inventorying it. NGOs, because they are close to the 
holders, can more easily make them aware of the advantages of such registries.

Finally, depending on inventory procedures established by National or 
regional administrative bodies, it is sometime important for NGOs to help 
communities go through the filing procedures, sometimes complex, especially 
for grass-roots groups that can encounter some difficulties following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2. Education

Article 14 of the Convention compelling State parties to develop activities in 
education, awareness-raising and capacity-building to safeguard ICH is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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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Given the fact that ICH, as already mentioned, has a great part of 
informality, non-formal and informal educational activities are essential.

If raising awareness for example through formal education at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level is welcomed, non formal means of sensitisation are 
as important. There, NGOs, for instance, in connection with museums have 
an important role to play. ICOM,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s 
making efforts in documentation and orientation in ICH for its members. 

In Switzerland, the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together with 
loc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s setting up a pilot-project linking World 
Heritage sites with ICH expressions in, for example, handicraft and oral 
tradition. Such activities which clearly need to be relayed by local NGOs will 
on one hand strengthen the awareness of practitioners on the value of their 
intangible heritage, and on the other hand develop in the public a conscience 
for the respect of such expressions.

Capacity building, mentioned also in Article 14, not only refers to 
capacities in term of expressions of ICH but also in management capacities. 
NGOs have indeed often been active in training ICH practitioners in 
managing expressions of their ICH. With the development of tourism 
especially, such skills have shown to be essential, as earlier mentioned, to avoid 
diluting the meaning of intangible heritage by income generating activities. 
Once again in Latin America, Traditions for Tomorrow has more than once 
been confronted with such reality, sometimes hard to resist for local groups, 
in need of improving their material conditions. Nevertheless, they could 
easily find in the ‘selling’ or the commercial exploitation of their traditional 
expressions only short-term and above all negative solutions. 

An NGO, that we support in the State of Morelos in Mexico, the 
‘Coordinara de grupos culturales indígenas y populares de Morelos’ has 
amongst its goals the sensitization of local groups to the risks of attracting 
tourism through traditional expressions and changing thereby the meaning 
and purpose of these expressions. Many of those expressions are dances 
that accompany rituals or celebrations connected with nature or with the 
agricultural cycles. Temptation to turn those elements into attraction is high, 
especially because within reach of Mexico City. There, awareness raising is not 
so much on a threat of ICH disappearing, but rather ICH to be transformed 
and turned into something which could sooner or later, be completely 
different from what it is meant to be. Because this NGO is composed of the 
groups themselves, we see that it has more legitimacy than anyone to convey 
this message to its peers.  



The Role and Tasks of N
G

O
s related to the  Safeguarding of ICH

141

3. Community accompanying

Safeguarding ICH is a lot about a culture of dynamics. NGOs are an 
appropriate vehicle to mobilize ICH practitioners in such dynamics. An NGO 
we have been working with for a number of years around Puno in Southern 
Peru, the Asociacion Chuyma Aru de apoyo rural has generated dynamics 
in over fifty Aymara Indian communities around the Peruvian side of Lake 
Titicaca. 

Their focus has been on music and dance related to the agrofestiv Andean 
calendar. Intercommunity exchanges have been organized, with special 
attention to youth and traditional authorities. Secrets and signs from nature 
to decide on when to undertake agricultural activities have been gathered on 
such occasions, then published and interactively disseminated.

Such process was undoubtedly made possible by the fact that this NGO 
was also initiated by people from the villages, and that its activities were 
totally trusted by the campesinos. 

Dynamics amongst ICH holders, especially in marginalized or minority 
groups, requires in order to be successful a high level of trust. Experts or 
researchers, needless to say government entities, are rarely in the best position 
to develop these type of dynamics. It becomes more and more obvious that in 
some societies, practitioners are inclined to retain their knowledge, anxious as 
they may be of some misuse by those they would transfer the information to, 
either for intellectual property reasons, notably when dealing with traditional 
medicine, or for abuse by academics who have shown little concern in some 
instances to cite their sources or hand back the result of their investigation to 
their informants. 

III. Tasks at international level

1. Within the scope of the 2003 Convention

Article 9.1 of the Convention calls for ‘NGOs with recognized competence in 
the field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act in an advisory capacity to the 
Committee’.  

During the discussions at the 2003 Convention Intergovernmental 
Committee meetings on the tasks to be assumed by advisory bodies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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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it was mentioned that NGOs, because of their special nature 
which I have described earlier on, were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by its Governing Bodies.

NGOs, pursuant to the operational guidelines, once the Convention will 
be in its full implementing phase, can be invited to:

1) examine requests by State parties for an element to be put on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2) examine programs, projects and activities that are considered as best 
practices under Article 18 of the Convention,

3) examine requests of international assistance from the International 
Fund in excess of 25,000 US$, and

4) evaluate the impact that safeguarding plans will have had for elements 
on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At present, we are in a transitory situation, since NGOs that have been 
selected by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accreditation by the General 
Assembly should be accredited at the next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in 
Paris, next June. 

However, it seems important at this point to recall some of the discussions 
that have taken place both at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meetings and 
at the 2nd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in 2008. One should keep in mind 
the 1972 Convention on World Heritage with respect to the role of NGOs. 
ICOMOS, IUCN and ICROM are the three NGOs, each mentioned in three 
instances in the text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The result of their examination for requests by State parties to include 
a site on the World list carries a heavy weight in the deci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This has given a crucial role to theses NGOs, sometimes 
putting them under pressure from States. 

When drafting the 2003 Convention, it became clear that Member States 
would give a different look at the future architecture of the safeguarding of 
ICH. After adoption of the Convention and its entry into force, discussions 
during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meetings confirmed these 
orientations. Participation of NGOs to the meetings was the subject of long 
and sometime quite unexpected discussions. Definition of the advisory 
functions confirmed that States were inclined to favour the role of experts, 
research centres, expertise centres, to the detriment of NGOs.

The 2008 General Assembly of State parties took a stand somewhat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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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vourable to NGOs following more closely the text of Article 9.1 recognising 
the advisory capacity of NGOs. Finally, in Abu Dhabi, last month, when 
advisory bodies to the Committee examined for the first time requests to 
include elements of ICH on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and for the funding 
of projects in excess of 25,000 US$, it seemed that in this transitory period still 
existed some uncertainties on the future role of NGO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We understand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s still at 
an early stage. Time will tell as to whether the emphasis that the General 
Assembly put on the role of NGOs will be confirmed or whether the 
consultative functions will be more and more in the hands of experts and less 
in consultation with civil society organisations. The risk is that the Convention 
could lose part of its ‘democratic’ nature, as some had endeavoured calling it.

2. A tool for communication and networking

Turning back to the subject of this conference, the task of NGOs at 
international level in contributing their information tools to the safeguarding 
of ICH is a priority. Especially, a number of NGOs in developing countries 
have little access to means and experiences in safeguarding ICH. Exchange of 
experiences and information are essential in such an ambitious task.

Information technologies are to be put to work for safeguarding ICH. In 
this respect, safeguarding means registering, disseminating, documenting 
etc, but more than anything creating channels of communication between 
practitioners from one part of the globe to another. Especially since the 
representative list of Article 16 does not ambition to create a World inventory 
of ICH. 

Taking the example of martial arts for which I have learned that Korea 
has a strong interest, an NGO such as the World Martial Arts Union with 
headquarters in Chungju should, It seems, to be the appropriate vehicle for 
gathering knowledge and insuring the appropriate networking. Although 
public support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is important for such 
mission, who better than groups active in this field could better undertake it?

There are of course a number of other good examples such as ICOM, I 
already mentioned,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Traditional Music (ICTM),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Organizations for Folklore Festivals and Folk 
Art (CIOFF). Regional and sometimes national NGOs are also very useful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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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ing both elements of ICH and experiences.
Sector networks (dance, music, language, oral tradition, rituals, costumes, 

etc.) play an important role in getting groups at the planet’s four corners to 
share global evolutions in their field and also local experiences which can 
benefit all.

In that respect NGOs are, from my point of view, the best equipped to 
undertake such responsibilities.

IV. Conclusion

As a matter of conclusion, I wish to draw your attention on the fragile 
situation that NGOs are facing. On one hand they cherish their independence. 
From this independence they draw their legitimacy and their specificity. 
They expect not to depend from government support. On the other hand their 
resources are always scarcer, especially in periods of budget cuts and economic 
crisis. 

If stakeholders in safeguarding of ICH are really anxious to develop a 
truly efficient strategy to confront the growing risks that our living heritage is 
facing, including NGOs both in their decision making processes and policies 
at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seems an absolute and urgent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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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congratulate Kore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er for Asia and the 
Pacific (ICHCAP) for having received category II status at UNESCO and 

many thanks for having invited me to join you in these celebrations. I am 
delighted to be here on behalf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I will be address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IP) dimension of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IP issues that arise before, during and after the documentation of ICH. 

First, however, I will clarify the terms I’ll be using. In IP and ICH 
discourses we tend to use terms a bit differently, so it’s useful if I clarify what 
I mean by certain terms when I use them. I will discuss very briefly some of 
the policy issues and the legal challenges linked to the IP protection of what 
we call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which we regard as a subset of ICH. 
I will introduce and describe briefly the normative work underway at WIPO. 
WIPO’s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WIPO IGC) has recently 
been handed its strongest mandate yet to undertake ‘text-based negotiation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end Wendland
Director (Acting) of Traditional Knowledge Div.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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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 view to developing an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And, then, I 
will revert to the documentation question, and introduce two projects we 
are undertaking, in particular a community-based documentation training 
program. 

I. Clarification of Terminology

‘Intellectual property’ refers to the creations of the human mind, such 
as innovations and creations. ‘IP protection’ refers to protecting those 
innovations and creations from misappropriation, unauthorised copying and 
unauthorised use. IP protection is provided nationally through national laws, 
such as the laws of patents, copyrights, trademarks and designs. National IP 
laws are generally established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IP treaties and 
conventions, most of which are adopted at WIPO. 

What’s especially relevant to this discussion is that IP protection refers to 
protection in a legal sense, that is, protection of intellectual content against 
unauthorised use. IP protection is therefore distinct from ‘preservation’ or 
‘safeguarding’,which have sometimes been referred to as ‘material protection’. 
Within WIPO’s work and in the WIPO IGC in particular, ‘traditional 
knowledge’ is used in a narrow sense to refer to the content of technical 
knowledge related to health, biodiversity, food security and so on.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refers to tangible and intangible manifestations of culture 
and knowledge in artistic forms, such as music, designs, performances, 
symbols and art. 
There’s a significant overlap between the definition of ICH in the UNESCO 
Convention of 2003 and the two terms that WIPO uses, traditional knowledge 
(TK), and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TCEs). 

Here, for example, is the description of TCEs currently under discussion in 
the WIPO IGC:

(a)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or ‘expressions of folklore’ are any 
forms, whether tangible and intangible, in which traditional culture and 
knowledge are expressed, appear or are manifested, and comprise the 
following forms of expressions or combinations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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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verbal expressions, such as: stories, epics, legends, poetry, riddles 
and other narratives;  words, signs, names, and symbols;  

 (ⅱ) musical expressions, such as songs and instrumental music;
 (ⅲ) expressions by action, such as dances, plays, ceremonies, rituals 

and other performances, whether or not reduced to a material 
form;  and,

 (ⅳ) tangible expressions, such as productions of art, in particular, 
drawings, designs, paintings (including body-painting), carvings, 
sculptures, pottery, terracotta, mosaic, woodwork, metalware, 
jewelry, baskets, needlework, textiles, glassware, carpets, costumes;  
handicrafts;  musical instruments;  and architectural forms;

which are:
(aa) the products of creative intellectual activity, including individual and 

communal creativity;
(bb) characteristic of a community’s cultural and social identity and cultural 

heritage;  and
(cc) maintained, used or developed by such community, or by individuals 

having the right or responsibility to do so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ary law and practices of that community.

This wording has been developed over several years on the basis of inputs 
from indigenous communities, Member States and other stakeholders. As you 
can see, the provision has two parts: the first describes what a ‘TCE’ is and the 
second [paragraphs (aa) to (cc)] sets out the criteria that a TCE would need to 
satisfy in order to be protected (in the legal, IP sense, as I mentioned earlier). 

II. TCEs and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and Legal Questions

It’s clear that TCEs ought to be preserved as envisaged in the UNESCO 
Convention of 2003. They are integral to communal identities. They embody 
collective values and beliefs. They transmit shared histories and ensure the 
continued vitality of indigenous and other groups. 

The question for IP policy, however, is whether or not TCEs should also be 
legally protected as a kind of IP? Should TCEs be protected in a similar way 
as a piece of music is protected by copyright, or an invention is protec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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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law? 
Some forms of TCEs are already protected under the current IP system. 

For example, contemporary adaptations of pre-existing cultural expressions 
are protectable as copyright works. Performances of TCEs are internationally 
protected by the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of 1996. 
Recordings of TCEs can also be protected as sound recordings, and there is 
existing protection for compilations and databases of TCEs. 

So the question is, should TCEs that are not already protected, and that 
may be regarded by the conventional IP system as ‘public domain’ (I put ‘public 
domain’ in quotes, because the public domain status of TCEs is contested by 
indigenous communities) be legally protected by some sort of IP-like right? If 
so, what form should that protection take? And what are some of the policy 
implications of doing so? 

What could protection of TCEs mean?

IP rights can take many different forms. For example, an IP right might be an 
exclusive property right, such as the economic right that a copyright holder 
has to prevent or authorise the copying of his or her works.  

Or, one may simply vest a right in a TCE to prevent certain uses by third 
parties. Or, an IP right can take the form of a compensation right, that is, the 
right not to authorise use of TCEs but to be remunerated if and when they 
are used by third parties (a ‘use now and pay later’ scheme.) An IP right could 
also take the form of a ‘moral right’, in terms of which an author has the right 
to be acknowledged and to prevent derogatory uses of his/her work. One 
could also protect TCEs ‘defensively’, that is, protect them from any IP right. 

In other words, ‘IP protection’ can refer to a variety of forms of protection. 
Which approach is best depends on which policy objectives are regarded 

as the most pressing. Which approach best serves the stimulation of creativity, 
maintenance of a robust public domain, economic development,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the safeguarding of ICH and the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This is the fascinating policy reflection that is taking place within 
the WIPO I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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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Normative Developments: WIPO Intergovernmental 
Committee (IGC)

The WIPO IGC met for the first time in April 2001. All Member States of 
WIPO (currently WIPO has 184 Member States) participate, as do many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including UNESCO). Over 200 NGOs 
also participate actively in the work of the Committee. Many of these NGOs 
represent indigenous peoples, whose views and participation are crucial 
because they are the developers and custodians of TCEs. A WIPO Voluntary 
Fund finances indigenous participation in Committee sessions.  

New IGC Mandate 2010-2011 and WIPO Draft Provisions

In October 2009, the WIPO Member States agreed, by consensus, to hand the 
WIPO IGC its strongest mandate yet for 2010 and 2011. Core features of the 
new mandate are: 
• The IGC will undertake text-based negotiations with the objective of 

reaching agreement on a text of an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or 
instruments) which will ensure the effective protection of genetic resources, 
TK and TCEs;

• The IGC should have a clearly defined work program. . . including four 
sessions of the IGC and three inter-sessional working groups in the 2010-
2011 biennium;

• The IGC’s work should build on the existing work of the IGC . . . and use 
all WIPO working documents, including WIPO/GRTKF/IC/9/4 (a draft 
instrument on the protection of TCEs, first developed in 2005), WIPO/
GRTKF/IC/9/5 (a draft instrument on TK, also first developed in 2005) 
and WIPO/GRTKF/IC/11/8A (a genetic resources related document, not 
covered in this presentation); 

• The Committee is requested to submit to the 2011 General Assembly the 
text of an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or instruments).  The General 
Assembly in 2011 will decide on convening a Diplomatic Conference;

• The IGC’s negotiations should be ‘without prejudice to the work pursued in 
other fora’. 

The draft instrument on TCEs (document WIPO/GRTKF/IC/9/4 
as referred to in the new mandate) is based on extensive commen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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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s of States and communities. It sets out the possible content/
substance of an international instrument, and comprises a sui generis form 
of protection for TCEs – including collective rights, no obligatory formalities 
and indefinite protection. The draft embraces a ‘no one size fits all’ approach, 
leaving flexibility for national implementation, and defers as far as possible to 
customary legal systems and institutions. The draft has been formally adopted 
by the African Group;  while it is not yet adopted or agreed on by all Member 
States, it is contributing to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processes.

The draft instrument for TCEs offer draft articles addressing questions such 
as:

• What does one want to protect (subject matter)?
• Why does one wish to do so (policy objectives)?
• Which acts should be prevented/subject to prior authorization (scope of 

protection)?
• Who should benefit from this protection (rightsholders and beneficiaries)?
• How would rights be obtained and lost, managed and enforced (formalities, 

term, administration)?

IV.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Documentation of ICH

It’s clear that documenting ICH is valuable for its safeguarding. Museums and 
archives and libraries play invaluable educational, scholarly, and preservation 
roles, as do inventories and lists such as those referred to in the UNESCO 
Convention of 2003. 

What we found, however, in our work on IP and ICH, is that indigenous 
peoples and other holders of TK and TCEs argue that sometimes the 
documentation of their knowledge and cultural expressions by others, 
however well-intentioned, can inadvertently undermine their IP interests. 
For example, they may not wish for their photographs of their sacred cultural 
expressions to be disclosed to third parties, or for recordings of their music to 
be copied and commercialised by a third party. So we’ve found that indigenous 
groups have for some time questioned how issues of ‘authorship’, ‘ownership’ 
and ‘control’ should be dealt with in respect of ICH doc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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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one indigenous leader said some years ago, ‘the crux of the problem is 
that information about us is not owned by us’. From a legal point of view, the 
IP rights in recordings of ICH, be it a sound recording, a film, a photograph 
or a database, generally vest not in the person or community represented in 
the recording, but in the person who ‘made’ the recording. This is the person 
regarded as the ‘author’ under IP law. So indigenous peoples see themselves as 
merely the objects of study by others and as legally disenfranchised because 
the persons who document and record their traditions own the IP rights in 
their output. Indigenous peoples have now for some time been arguing that 
they should be more directly involved in deciding which aspects of their 
cultures are documented and in if and how they are represented. 

In addressing these kinds of questions, WIPO undertakes several practical 
projects, as a complement to the normative work of the WIPO IGC. 

»PROJECT I
WIPO Creative Heritage Training Program on Cultural Documentation

This is a hands-on training program on cultural documentation, archiving 
and IP management for indigenous communities. We ran a pilot of this with 
a Maasai community in Kenya. The project began when the community 
contacted WIPO and it was led, from the beginning, by the community. 

A first consultation was held with the community in October 2006, at the 
community’s village, in Laikipia, Kenya. This was an important opportunity 
to consult with the community and the elders in particular. This was key to 
ensure transparency and to make sure that what we did was guided by the 
community’s wishes and needs as directly expressed by them. I then contacted 
experts from institutions that have expertise in cultural documentation 
and archiving. I was fortunate enough to have worked with experts at the 
American Folklife Center at the Library of Congress in Washington DC, and 
the Center for Documentary Studies at Duke. Then, together with our Maasai 
partners, we developed the course programme, and then the program itself 
took place, in September 2008. It was a three-week practical training course 
in documentation, archiving and IP management, and the Maasai trainees 
received this training in Washington DC, in North Carolina at Duke, and 
in Switzerland where WIPO is based. They were trained on equipment used 



152

In
fo

rm
at

io
n 

an
d 

N
et

w
or

ki
ng

 fo
r 

th
e 

Sa
fe

gu
ar

di
ng

 o
f I

nt
an

gi
bl

e 
Cu

ltu
ra

l H
er

ita
ge

by the American Folklife Center and the Center for Documentary Studies. 
WIPO purchased a new kit of the same equipment for the community 
(including a digital camera, a digital sound recorder,  and a sturdy laptop). 
WIPO, the AFC and CDS then visited the community, in order to formally 
hand over the equipment and provide in situ training, refreshing what had 
been taught in the USA and in Switzerland. This second visit took place in 
July 2009. Now that the community owns and can operate the equipment, it 
is empowered itself to undertake documentation of its traditions – this places 
the community ‘behind the camera’ and is not only culturally empowering 
but, as I explained earlier, will also ensure that IP rights in their recordings 
vest in them, because they made the recordings. 

I would also like to add that from the outset we included a representative 
of the National Museums of Kenya (Lagat Kiprop) in this project. Lagat was 
an excellent addition to the team, both a trainee and trainer. As WIPO, the 
AFC and CDS are based overseas, I felt it important that we include local 
experts who could perhaps provide ongoing support to the community. 

Training at the Center for Documentary Studies, 
North Carolina, September 2008. Photo: Guha 
Shankar.

Second visit to the community, July 2009. Photo: 
Guha Shankar. 

First community consultation, October 2006; 
Laikipia, Kenya. Photo: Wend Wendland.

John Ole Tingoi and Anne Sintoya from the 
Maasai community participating in the training in 
Washington, September 2008. Photo: Guha Shank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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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gram has been very well received by the community. It is of 
course an experiment. It’s ambitious. It harnesses new technologies and 
lies at the intersection of ‘preservation’ and ‘protection’, recognizing their 
complementarity. The program responds to the wish of the community 
to be able to have property rights that it can have some control over how 
the recordings are accessed and used by third parties. The program could 
also promote cultural diversity, produce local content, stimulate economic 
development in the community, and promote appropriate tourism. There 
are many challenges, though. There are logistical challenges, and there are 
questions of sustainability and scalability. There are legal and policy questions 
as well. 

»PROJECT II
WIPO Guide on IP & Safeguarding Traditional Cultures

While the training program addresses the issues from a community 
perspective, we have also received many requests from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for help in navigating through the IP issues that they come across 
generally and especially when managing collections of TK and TCEs, such as 
collections of indigenous music, indigenous designs and indigenous art.

First, WIPO ha commissioned surveys of experiences from around the 
world as to how museums and such institutions manage IP issues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K and TCEs. 

These include surveys of experiences in the Pacific (written by Malia 
talakai from Tonga) and in India (by Dr. Shubha Chaudhuri of India). 

We have a database of existing policies, practices and protocols that 
institutions use to manage IP questions around ICH documentation. We 
have, for example, resources on the making of inventories specifically geared 
towards the UNESCO 2003 Convention. This database is publicly accessible 
and fully searchable.

Using this data as an empirical basis, we are in the closing stages of 
preparing a guidebook for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on these issues. 
It addresses complex issues such as who owns collections of indigenous 
materials? Which legal and ethical rules might apply? How can institutions 
and tradition bearers work beneficially together? What role does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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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play? 
Two external experts have helped us write parts of the guide, Molly Torsen 

and Dr. Jane Anderson. And we’ve just concluded an ‘expert review’ of the 
draft where we invited some 30 international experts to comment on the draft 
which we hope to publish it early next year.

Conclusion

I have tried in this presentation to address the IP dimension of ICH 
preservation, with reference to the normative work of the WIPO IGC and 
certain of WIPO’s capacity-building projects. In focussing in particular on 
the question of ICH documentation, I have also drawn some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ervation’ of ICH, the focus of UNESCO, and 
the ‘protection’ of TK and TCEs, the focus of WIPO. Documentation exposes 
some of the tensions between ‘preservation’ and ‘protection’, which should, 
however, be comple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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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ow to Apply Information and Networking was held 3-4 

November at the Grand Hilton Hotel Convention Center in Seoul. Official 
participants and observers from the Asia Pacific reg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were approximately one hundred-twenty in total.

At the beginning of the conference, Mr Chan Kim, Deputy Administrato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provided the opening remarks 
and welcomed attendees to the conference. Following the opening remarks, 
two key note speeches were presented by Mme Cécile Duvelle, Chief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ection of UNESCO and Dr Seong-Yong Park, 
Executive Director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The conference was divided into three sessions over the two days 
that addresse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context of the 2003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stablishing 
ICH information systems and information sharing, and the construction of 
a cooperative network for the safeguarding of ICH. The conference brought 
together 22 experts in the field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rom 15 countries 
who participated in the three sessions as presenters and discussants. A 
comprehensive session chaired by Mme Cécile Duvelle immediately followed 
session three with the rapporteur’s report and a comprehensive discussion.

Summary of Discuss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ow to Apply Information and Networking

3-4 November 2009
Grand Hilton Hotel, Seoul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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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I 
The 2003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Chairperson for Session I was Mr Alisher Ikramov, Secretary-General of 
the National Commission of UNESCO in Uzbekistan.

Regional ICH category 2 centres & tax incentives for ICH practitioners
Following Professor Dawnhee Yim’s presentation on Strengthening Regional 
Capacity-building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CH, the chairperson mentioned the previous UNESCO General Conference 
and the proposals for regional category 2 ICH centres in Iran and Bulgaria 
in addition to Korea, Japan and China as evidence that countries are now 
acknowledging the importance of ICH. He also stated that with the category 
2 centres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re is less focus on the geographic 
perspective, and more focus on the competency perspective. 

Mr Ikramov also commented on the issue of budgeting for ICH presented 
by Professor Yim and referred to the system in Uzbekistan where, in lieu of 
direct support, there are many forms of indirect support for practitioners, 
most notably in the form of tax incentives.

§

Professor Sangmee Bak, fro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Korea opened the discussion panel for Session I as the designated discussant 
for Mme Aikawa’s paper Challenges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2003 
Convention.

Critical issue of conceptual challenges
She began by commenting on the conceptual challenges raised in Mme 
Aikawa’s paper, specifically the proper defini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purposes, meanings and functions of the two Lists under the 
ICH Convention, and the balance in examining the applications to the two 
different lists. She stated that that these are critical issues that specialists and 
concerned parties need to find common ground on and explore workable 
solutions for. She mentioned that the discussion surrounding the definition, 
meaning and purpose touches on the essence of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of the Convention, so it is a key issue 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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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d that the conceptual challenges are also an issue in the Republic of 
Korea, particularly in light of Korea’s relatively long history in the field of ICH 
safeguarding. She suggested that the Korean Centre could potentially exert 
its influence on clarifying the meanings, goals and purposes both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enas.

In terms of the discrepancy between the two lists, Professor Bak agreed 
that there is a lot of misunderstanding both in the field and among the 
general public. As Mme Aikawa had explained that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reflects the true spirit of the Convention, Professor Bak pointed out that 
the list also reflects the state of the Asia-Pacific region largely undergoing 
major changes through urbanisation, industrialisation and globalisation as 
mentioned by Dr Seong-Yong Park in his keynote speech. She concluded 
that the salience of the safeguarding efforts may ironically be a main cause 
for its urgency, that the broad understanding of the fragility of ICH and its 
importance could be the reason for the extent of activity in the region. She 
concurred with comments from the conference that the collective scope 
should be widened to include other parts of the global society including 
Africa, where they are going through similar problems.  

Potential roles for the Centre
In reference to the operational challenges presented by Mme Aikawa, 
which focused on the importance of the active involvement of practitioners 
and communities, a more balanced distribution of ICH nominations over 
diverse geographic regions and collaborative efforts toward multi-national 
nominations, Professor Bak remarked that the Centre could potentially be 
very effective in promoting multi-national nominations. She also agreed 
with Mme Aikawa’s proposal that the Centre promote the Convention while 
serving the Asia-Pacific region by linking scattered human resources, sharing 
information in the field, and by channelling economic and technical resources 
in an informed manner to the right places.   

Information resources to clarify misunderstandings around the Convention
In light of the problem of Member States misunderstanding the articles of 
the Convention which has led to the imbalance between nominations and 
inscriptions to the two lists as well as additional challenges in implementing 
the Convention, the Chairperson recommended that the Centre produce 
‘comments’ on the Convention, meaning documents to help clear up the 
misunderstandings surrounding the Convention. Similar documents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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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 produced in the past through UNESCO and are very much needed 
especially for countries going through the process of ratification. The 
documents would be for Member States, practitioners, experts and policy 
makers and would provide information about how to read the articles, explain 
points of importance and clarify priorities within the Convention. 

§

Mr Norov Urtnasan, the Secretary-General of the Mongoli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was the second discussant for Session I and the 
designated discussant for Professor Dawnhee Yim.

Multinational nominations and cross border safeguarding approaches
One of the main points of Mr Urtnasan’s talk was the issue of multinational 
nominations and cross border safeguarding approaches. He explained that 
because part of Mongolia is situated inside China’s borders, there is an added 
dimension of complexity to the nomination process. There has been one joint 
inscription with China of the long song, which has resulted in a collaborative 
safeguarding effort between the two countries. But he noted that the issue 
remains of how to handle future nominations from Mongolia and whether 
they should be joint nominations.

In his paper, he also discussed this issue stating that without common 
understanding and mutual respect on issues concerning heritage, tensions 
could be created when one country claims to be the sole bearer of heritage 
found in multiple countries. A related issue being faced is how to develop 
regional capacity building measures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hared by 
several countries.  

Cooperative mechanisms on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Mr Urtnasan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organising cooperative mechanisms 
at the regional level outside of the regional centres through the creation of 
regional networks, the management of which would rotate among countries 
in the region. Another possibility could be further exploration of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specialised centres and institutions in different regions. 

Role of museums and cultural institutes & community involvement
He mentioned that while museums and other cultural institutes have an 
important role in cultural heritage awareness, they could play a more active 
role by organising interactive programmes and workshops for the public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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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and expand awareness. He stressed that we should always bear 
in mind that the participation and involvement of communities is vital and 
should be the centre of safeguarding approaches.

Capacity building and connecting research and policy
Mr Urtnasan closed his talk by requesting that the regional ICH centres 
organise workshops for policy makers and specialists responsible for 
nominations in order to help clarify the concepts of the Convention. The 
chairperson impressed upon the last point of interlinkages between research 
and policy and suggested that the Centre promote networking among these 
different groups in society, to establish a bridge between the policy makers as 
well as the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

Mr Weonmo Park, Chief of the Information and Research Division at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in Korea was 
the final discussant for Session I and the designated discussant for Mr Gaura 
Mancacaritadipura’s presentation on Building Public Awareness, Particularly 
Among the Youth, Regarding ICH Safeguarding.

Mr Park responded to Mr Gaura Mancacaritadipura’s approaches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afeguarding by applying them within the context 
of cases from the Republic of Korea. 

Pros and cons of ICH associations
Beginning with the example of ICH associations, Mr Park explained that by 
officially acknowledging organisations affiliated with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Korea maintains some ICH organisations. However 
because the standardised management system only recognises a single 
safeguarding organisation for each ICH property, the system tends to hinder 
the diversity of organisations. 

In response to Mr Mancacaritadipura’s comment warning against 
excessive bureaucracy, Mr Park said that it is important for Korea to diversify 
the activities of communities or groups. In this context, he said he would like 
to hear more about Mr Mancacaritadipura’s experience in terms of ensuring 
diverse activities but avoiding organisational bureaucracy.  

Promoting ICH transmission to youth through education
Mr Park explained that in Korea, informal education of ICH is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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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a system connecting holders, apprentices, graduates and students. 
However, the numbers of youth participating have declined and depending on 
the property,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ransmission has discontinued. In 
Korea, half of the elementary school music education curriculum is devoted 
to learning traditional music. Teaching licenses are also granted to nationally 
designated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holders, apprentices, and 
trainees in order to teach students directly. 

Awareness changes in ICH due to modernisation of youth
Despite a growing interest in traditional culture among youth, it seems that 
there are sudden and significant changes occurring within ICH due to the 
generation gap with today’s modernised youth. Furthermore, there are also 
frequent cases of confusion betwee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cultural 
assets that seem like but are not in fac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our 
youth who have become accustomed to modes of Western education, it is very 
important for them to be able to willingly accep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comparison with the outstanding case in Indonesia of implementing 
ICH safeguarding through education being inscribed as a Best Practice for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r Park noted that Korea, on the 
other hand, has solely focused on the Representative List. Learning from and 
developing cases of best practices as well as working toward inscription to the 
list of Best Practices are important and he stated that this is an area in which 
Korea should focus more on in the future.

Youth involvement and accessibility
After the Korea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was adopted in 1962 and a 
designation system was establish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ublic events 
like the National Folk Art Performance Contest have been held regularly. 
More recentl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n conjunction with the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or other preservation societies has held 
public events such as exhibitions and performances. However, it is rare to find 
youth participating in these events in either organising or performing aspects 
in any major capacity. 

Mr Park closed by calling for respect for practices that restrict access to 
informal knowledge and skills, and that serious consideration is needed for 
issues lik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Chairperson proposed that further discussion be held to address the 
topic of how to create public awareness activities among youth. He st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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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ortance of taking this issue into account by referring to Mdm Cécile 
Duvelle’s remark that sometimes the accessibility of youth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restricted by cultural codes. 

»SESSION II 
Establishment of ICH Information Systems and Information Sharing

The Chairperson for session II was Mme Noriko Aikawa-Faure, Advisor to 
the Assistant Director-General for Culture, UNESCO. 

§

Mme Minsun Song, Director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search 
Division at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in Korea was 
the first designated discussant for Session II speaking in response to Tim 
Curtis’s presentation on Mobilising Communities to Document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documentation in Korea
She gave an introduction to the recording history of the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by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fter mentioning the 1962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 Korea, 
she described the 1964 Implementation Rule which followed allowing for 
recording, filming and photographing of skill holders and related materials. 
Thus full-scale film documentation in Korea began in 1965 and has continued 
to the present, divided into two periods. The first period from 1964-1994 
was under the ICH division of the Cultural Heritage Bureau during which 
time performances or demonstrations of transmitters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were recorded in 30 minute segments, first in black and white 
16mm, then color in later years. The second period began in 1995 when 
responsibility for documentation changed to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NRICH). Filming was no longer limited to 30 minutes in 
order to allow for a more complete documentation of the skills and art forms. 
As of 2006, the recording media was updated to Betacam, Digi-Beta and HD.

Mme Song explained that current documentation efforts include 
participation by transmitters, relevant experts, a production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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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graphers and NRICH. The content covers the social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element, the transmission process and conditions, 
materials involved and the genealogy of the transmitters. During the first 
period of documentation, transmitters were the film subjects, but they have 
taken a more active role during this second period as not only subjects, 
but direct participants in the direction and production, which is attributed 
to greater awareness among transmitters of recording practices. NRICH 
maintains separate versions of the film documentation: the archive version, 
distribution version and the original footage.

Community documentation and beyond
Lastly, she asked how Mr Tim Curtis might interpret these documentation 
efforts in Korea in the context of community documentation. Mr Curtis 
responded that the fact that communities can self-document is in itself an 
important part of the safeguarding process, which it seems NRICH is already 
advanced in this process. The next phase is then, how do these recordings 
that are done by the various stakeholders, communities, custodians, and 
practitioners feed into the continued practice concerned and that may be one 
way in which an information network at a national or international level may 
be able to play a role. 

§

Professor Chul-Nam Lee from college of Law a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 Korea and designated discussant for Mr Wend Wendland’s 
presenta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tated that he felt Mr Wendland had provided a good explanation of the 
international trends within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and that these 
could be applied to future ICHCAP activities.

For his presentation, Professor Lee focused on a domestic documentation 
project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that an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provide greater access to those resources.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in documenting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He outlined three issues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IP) in documenting 
traditional heritage: 
First is the IP content. IP law defines content as new expressions produced, so 
IP laws can be applied to sound, stories, dances, rituals, etc. 

Second is the ownership of IP. Under Korean law, the creator or per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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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s the IP rights. 
Third is the benefit of IP, which is the defensive right to use that element. 

In other words, documenting and using ICH should be allowed by the owner 
of the IP right of that ICH. 

When the Korea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undertook an ICH documentation project, a contract was signed with the 
relevant successors. Professor Lee advocated that other cultural heritage 
organisations take this approach for documentation efforts. However, in 
the case of the NRICH project, he felt that the contact was too abstract and 
simple, and if a contract would need to be signed with a profit organisation, 
such as a broadcasting company, then the contract would need to be more 
specific.

Points of incompatibility between the IP system and ICH
He addressed the incompatibility between the IP system and traditional 
cultural elements, because the IP system was originally established for 
commercial and popular culture. He explained that the focus of legal 
protection is very different between the two. In popular culture the focus is 
on the creators, whereas in traditional culture, the focus is on the original 
content and expressions of the ICH rather than the performer. Another point 
of incompatibility is the time limit applied to IP protections such that much 
older works cannot be protected under current copyright law. A prototype or 
original form of an ICH element also cannot be protected. He mentioned that 
the issue of revising this law is currently being discussed internationally. 

Professor Lee also raised the point that in law, the entity eligible for 
protection should be a person, corporation or organisation. But in the case 
of ICH, the subject eligible for protection is not as clear-cut, since relevant 
community members are not permanently fixed. He also pointed out that the 
IP system assumes that cultural contents are produced solely for profit, but 
since ICH is produced for many reasons beyond economic benefit, there are 
limitations to applying the current IP system to ICH. 

In closing, Professor Lee emphasised the need to raise awareness abou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pplicable to ICH. 

§ § §

Need for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for documenting ICH
In response, Mr Wendland echoed Professor Lee’s remarks that 
documentation of ICH is not an end in itself. Because documentation ca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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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undermine ICH rights, IP issues could arise before, during or after said 
documentation. Thus he advised introducing an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before documenting ICH, which could include a protocol or contracts.

Differences between copyright and safeguarding rationale
Mr Wendland remarked that he found the point raised by Professor Lee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the rationale behind the copyright system and 
safeguarding very interesting. He continued on this point saying that while 
both the copyright system and safeguarding efforts are aimed at protection 
of creativity, he understood the difference to be that safeguarding aims to 
preserve the environment where creative activity takes place, while the 
copyright system has a narrower focus on the creation or the final product 
itself.

Regarding ownership and shared TCEs between countries
In response to Professor Lee’s question about ownership, Mr Wendland 
addressed the issue of shared TCEs between countries. He stated that WIPO 
is interested in the multinational approach of the UNESCO 2003 Convention 
and that it’s a model they will try to build on. In light of the issue of shared 
TCEs, they have been working on regional laws for some time, involved in 
the drafting of regional model laws in the Pacific, Africa and the Caribbean in 
the hopes that they might provide some answers to the regional TK and TCEs 
problem. 

IP protection and accessibility
The final question of whether IP protection restricts access, Mr Wendland 
acknowledged that some may say yes, but went on to explain that the rationale 
of the IP system is to facilitate access, and the word patent means open. As 
the opposite of the IP system is to keep something secret, the IP system thus 
encourages those not keeping things secret to provide access but on fair terms. 
In closing he stated that having regulation of access to ICH elements would 
not necessarily restrict fair access. 

Professor Lee discussed the possibility that the IP system could act as a 
barrier to the dissemination and use of ICH, and clarified that he did not 
mean that IP protections restrict access to ICH elements. He pointed out tha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ituations and 
their perspectiv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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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Shigeyuki Miyata, Director of the Departmen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t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Cultural Properties in Japan 
was the designated discussant for Mr Simione Sevudredre’s presentation on 
inventory-making and the cultural mapping programme in Fiji. 

Focus on indigenous cultures & local capacity building
Mr Miyata began by noting that the cultural mapping project in Fiji is entirely 
based on respect for indigenous cultures, in contrast with Japan which as a 
country is ‘not so good on such issues’ toward the single indigenous group, 
the Ainu of Hokkaido.
He stated that he felt that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ICH 
safeguarding is capacity building among local communities, specialists and 
governments. He found the cultural mapping program in Fiji to be useful not 
only for national government but also for local capacity building. 

Developing ICH inventories in Japan
Mr Miyata referenced his discussion paper which, despite the nearly 60 
year history of ICH government protections in Japan, describes the fairly 
recent efforts to develop a national database of ICH documentation, and the 
challenges of compiling dispersed information. He also mentioned Cultural 
Heritage Online, the portal site of Japanese cultural heritage opened in 2008. 

Data networks and language barriers 
In the context of information and networking, Mr Miyata spoke of anticipated 
technical and legal difficulties and particularly language barriers. Although 
English may be the most commonly used language, he asserted that ICH data 
should be described in its own language. Thus if an international data network 
will only use English, it will not be very useful for most people in the region. 
He stated that the data network should be useful for both specialists of ICH as 
well as successors, practitioners, and supporters in local areas. He expressed 
the hope that the new centre in Korea will take initiative in this area, and 
pledged to cooperate and support these efforts. 

As a follow up to the final remarks of Mr Miyata, the Chairperson directed 
a question to Dr Seong-Yong Park regarding how the Korean Centre planned 
to approach the question of language in terms of disseminating information. 
Dr Seong-Yong Park responded by mentioning the recently published ICH 
Courier newsletter. He recalled heated discussions among staff rega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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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interpret and disseminate ICH-related information to the Asia-Pacific 
region and what languages should be used. While English is most widely used, 
there were also suggestions from experts involved to use additional languages 
from the region in the newsletter. He said that possibilities should be explored 
to find a way to be more inclusive of the languages of the region.

 § § §

A discussion followed the discussant presentations in which questions were 
raised from the audience.

Ensuring community and practitioner representation in documentation
Mr Jeong-yeop Cheon, Office Manager of the World Martial Arts Union 
addressed Mr Wendland’s presentation and said that he was impressed by 
Mr. Wend Wendland’s point of view that documen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hould be don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actitioner rather than 
the producer.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ends to place higher priority on the producers than the 
practitioners by following the standard regulations of the administration when 
documen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e stat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keep this in mind in order to reflect the perspectives of practitioners 
and include community participation in documentation efforts. 

Copyright guarantees of secondary work 
Mr Jeongsoo Kim, Senior Researcher at the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directed his first question to Professor Chul-
Nam Lee. He said that based on Professor Lee’s presentation, he understood 
that if there were a production environment compatible with the existing 
copyright system, then it could be more widely used without a copyright 
problem becaus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not an original creation but a 
reproduction of the original form. He felt that the issue regarding copyright 
guarantees of reproductions is more important than the issu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totypes in government documentation projects that 
Professor Lee mentioned, and that the current copyright system which focuses 
on popular culture should also be applied to documentation work. He asked 
Professor Lee what his thoughts were on this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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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l curriculums for ICH 
Mr Jeongsoo Kim mentioned that in his presentation, Dr Seong-Yong Park 
emphasised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youth in the transmiss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Centre’s commitment to 
raising the awareness of youth. However, in the case of the Centre’s plan to 
develop an e-learning system, he focuses more on ICH practitioners, experts 
and the general public as opposed to youth. Mr Kim asked what the plan is for 
youth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an e-learning system. 

Lastly, Mr Kim asked Mr Gaura Mancacaritadipura a question about 
education. In Indonesia, he said, it seems that you are providing a lot of 
opportunities to learn abou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rough educational 
curriculum policy. He asked if the regional ICH centres had any plans to 
provide opportunities to learn abou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rough 
educational curricula?

Intangible heritage copyright protection issues
Professor Chul-Nam Lee addressed Mr Kyeongsoo Kim’s questions saying 
that he had the impression that Mr Kim misunderstood his presentation. In 
answering the question, he said that ultimately CDs or other media recordings 
of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versus those of popular culture receive the 
same copyright protection. In contrast, he gave two examples of cases in 
which protections would not be extended. 

Professor Lee’s first example was around documenting Seungmu (monk’s 
dance), in which the performer would naturally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But there are two possibilities for the dance. First, if a practitioner performs 
the dance, both the performer and the dance would be protected. However, 
under the current copyright system, protection for the dance itself is not 
possible because the element’s original form was created so long ago and 
has subsequently been passed down through generations, so any period of 
copyright protection that may have existed has already expired. 

He provided a second example of a problem that could arise to do with 
copyright concerning the original form in an international context. When 
broadcasting an original performance of a small minority group, there 
could be some potential disadvantages for the community if they cannot be 
protected by copyright because of the prototype issue. This possible effect has 
initiated international discussion on establishing specific protection measures 
besides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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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of transmission to youth
Mr Gaura Mancacaritadipura answered the question about education. He 
mentioned two ways in which they have focused on encouraging transmiss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the youth: One is through an informal or 
traditional system of education where a master teaches a student. He said 
they’ve tried to facilitate this by providing assistance to teachers without 
destroying the traditional or oral methods of instruction. The second 
approach is to put the modul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to the school 
curriculum as extra-curricular activities or part of the curriculum itself. 
Instead of just learning mathematics, history, or geography, they can also learn 
form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hopes that they will retain what 
they’ve learned and some will go on to become practitioners.

Mr Mancacaritadipura pointed out that teaching or giving information 
abou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one thing, but unless the children or the 
youth get a chance to practice, demonstrate or exhibit what they’ve learned, 
then there will be less chance that they will retain what they’ve learned. For 
example, if you teach children about wayang, they have to get a chance to 
perform. In this way, the whole process must be looked at from beginning to 
end. 

He remarked that it’s not about raising passive awarenes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f it was, they could make a big database and put everything 
on the internet for anyone to read but this wouldn’t necessarily be effective 
to safegu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stead, he said that they would like 
people to actually experience or practice, thus safeguarding the transmiss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sue of language in relation to dissemination
Mr Norov Urtnasan addressed the issue of language in relation to 
dissemination that had been brought up. While the explanation of ICH 
elements should be in English, in order for the widest accessibility, but the 
expression of the element itself would naturally be disseminated in its original 
language, through ICT instruments, not only print materials. He stated that 
this is a future problem facing the reg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s.   

Copyrights in relation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r Urtnasan also raised the issue of copyrights in relation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new regional centres will need to focus and deliberate 
on ways to deal with this problem that exists on both a national and reg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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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level. He also suggested that workshops be held on this issue at 
future international and regional conferences. 

»SESSION III 
Construction of a Cooperative Network for the Safeguarding of ICH

The Chairperson for Session III was Dr Seong-Yong Park, Executive Direct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in Korea. To 
preface the discussion, he briefly summarised the presentations from Session 
III. 

The paper by Dr Sudha Gopalakrishnan, ICH Inventory Making and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Systems, read by Mr Tim Curtis, addressed 
a very important area for the future category 2 centre in Korea and other 
member states in the field of ICH safeguarding. Dr Gopalakrishnan began 
with the issue of endangered languages. She also explained the work of 
cultural mapping and inventor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India. The 
Cultural Atlas of India cooperative project, co-implemented by ICHCAP and 
the UNESCO Delhi office, sought to develop a very intensive web portal site 
to create accessible internet-based inventori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India. She also specified detailed processes of inventory making,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web portal service and site, and various challenges 
with regard to the inventory in terms of utilising information and technology.

Secondly, Professor Amareswar Galla presented his paper on community 
networks for the strengthen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mmunity 
activities, illuminating various projects and activities in which he has been 
involved. He also placed strong emphasis on community engagement. 
He illustrated the ecomuseological approach being used in Vietnam as an 
exemplary model of integrating both natural and human components i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s well as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addition, he introduced various 
activities with integrated approaches to the safeguarding of ICH.

With regard to the third speaker, Mr Diego Gradis, he discussed the role 
and tasks of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related to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e viewed the role of NGOs as crucial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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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ing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bridging 
the gap between local communities and state government. NGOs have a 
revitalising effect on communities, he pointed out, based on their emotional 
approach toward promoting a mutual relationship. He also analysed the tasks 
of NGO’s both at local and international levels. At the local level he illustrated 
three tasks: participation in inventories, educational awareness raising and 
capacity building as well as accompanying communities. Finally at the 
international level, his paper addressed the role of NGO’s within the scope of 
the 2003 Convention and as a tool for communication and networking. 

§
Dr Le Thi Minh Ly, Deputy Director of the Department of Cultural Heritage 
at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Vietnam began the 
discussion panel for Session III in regards to the topic of ICH inventory-
making and information systems. 

Inventory making efforts in Vietnam In her presentation, Dr Ly gave a 
survey of inventory making efforts in Vietnam. She explained that although 
these undertakings began ten years previous, the results were inconsistent and 
lacked information because the objectives, methodology and subjects were 
unclear.

The two primary problems,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were an absence of community involvement and the inventories 
were unrelated to cultural heritage transmission and education.

Dr Ly discussed the implications of a number of questions about inventory 
making regarding its definition, scope, creators, methods and process. She 
went on to share her experiences and challenges encountered with several 
pilot projects on inventory making conducted over the last three years in 
Vietnam. Among these projects, she explained that community participation 
was a priority condition.

Challenges and lessons learned
One example she gave was the Gong safeguarding project in Dak Nong 
province. With help from scholars enlisted, training workshops were held 
with ethnic minorities who do not speak Vietnamese, read nor write and 
hold different notions of culture and heritage. This work requires patience, 
she said. But from this experience, they learned that they cannot assume that 
all scholars understand heritage values. They also realised that community 
members are the only ones who fully understand their own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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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Ly mentioned that another problem encountered was widespread 
inaccuracy of information due to the lack of training among those taking 
inventories. Through these projects, they learned that ICH information is a 
holistic phenomenon which is difficult to be identified and classified if the 
person who makes the inventory lacks professional knowledge and practical 
skills. And that both inventory makers and researchers need capacity building 
training before taking inventory in which, 

1) They must have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2003 Convention and 
understand that the purpose of making inventories is to safeguard ICH and 
prepare for ICH safeguarding plans.

2)   They have to identify their role is that of helping communities make these    
safeguarding plans, and not one of using community members to help 

them pursue personal research interests. 
The final example was a project of the Vietnam Museum of Ethnology in 
which documentation was instrumental in reviving the cultural tradition of 
Tay puppetry in Tham Roc village, which had not been practiced for ten years.

Recommendations for establishing a regional information system 
Lastly, she provided a number of recommendations for establishing an 
information system in the Asia-Pacific region. 

1) Provide and disseminate information about the 2003 UNESCO 
Convention and legal safeguarding tools to the countries of the region,

2) Create a database of the ICH of the region accessible to researchers, 
managers and communities, 

3) Organise professional meetings to discuss information standards and 
collaboration methods, 

4) Provide model examples of projects and practices of ICH safeguarding, 
potentially in conjunction with a forum,

5) Create opportunities for collaboration and exchange with communities,
6)  Establish a network of organisations and individuals involved in ICH 

safeguarding.  

The Chairperson stated that he was impressed by the overall ICH policies, 
activities and efforts toward inventory-making of the Vietnamese government. 
He remarked that Dr Ly’s presentation provided a good understanding of the 
various challenges faced in the early stages of inventory-making in term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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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 scope, framework, relevant entities involved, etc.
In particular, he pointed out that Vietnamese ICH policy can be taken as 

an exemplary case of prioritising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within national 
policy and emphasising the viability of ICH. In addition, he commended 
efforts made in Vietnam to carefully avoid hierarchy among ICH elements 
which can become a by-product of creating national ICH inventories.

 §

Professor Jong Ho Choe from department of Cultural Properties Management 
at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was the discussant for 
Professor Amareswar Galla’s presentation The Past is Not a Foreign Country: 
Community Networks for the Strengthening of ICH Transmission Activities. 

ICH documentation, information systems & networking 
Professor Choe began by stating that he found Professor Galla’s presentation 
comprehensive and vastly informative. He mentioned that since the 2003 
Convention, there have been a lot of discussions concerning the range of ICH 
in need of safeguarding. He wanted to talk specifically about safeguarding 
efforts in Korea. Within ICH documentation, he said that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ever-changing characteristics of ICH. In addition, while 
using the concept of documentation used in the tangible museum field, we 
need to be careful not to fossilise ICH and that networking should be used to 
document the living process of ICH. 

When setting up an information system, a standard format for 
documentation should be designated that could be used throughout the 
region and would contribute to a standardised database of ICH information. 
In addition, he pointed out that the advantage of having a standardised 
database would allow for users to actively apply and use information in the 
realm of user created content. 

For information and networking, we need to standardise the criteria to 
make the database which he explained in his paper. He said that we need to 
try to preserve the entirety of ICH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each country 
and community. Also, we need to reflect on the issue of who controls the 
documentation. Government, NGOs, local communities, and practitioners 
should participate in the documentation of their own ICH. In light of this, 
the use of museums as a space for documentation was brought up. The 
first official mention of putting ICH in museums came from the ICOM 
2004 General Conference in Seoul even if other developed countries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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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ready begun to display their ICH in museums. In Korea, we have the Seoul 
Training Center for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t the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for this purpose. To safeguard the diversity 
and continuity of ICH we need to properly take advantage of these facilities. 
He believes that NGOs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giving opportunities 
to the socially vulnerable to be able to both experience and receive training 
around ICH, through museums or other avenues.

Documentation vs. archiving
The Chairperson went on to raise the point that documentation and archiving 
could be closely connected in terms of promoting the safeguarding of ICH. 
He suggested that further discussion about the Centre’s role in relation to 
documentation and archiving could be explored.

Professor Choe described the differences between documentation and 
archiving such that an archive deals with tangible documents, whereas 
documentation focuses on the recording of intangible information as opposed 
to dealing with actual physical documents or materials. 

Professor Galla responded in order to further clarify between the two by 
giving an example of the National Cultural Centre in Vanuatu and its Field 
Workers Network. He emphasised that while archiving is done at the Vanuatu 
Cultural Centre, documentation is a living process, in which information 
is collected, recorded and shared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archive. He 
also pointed out that when dealing with ICH safeguarding, many terms are 
borrowed from the tangible cultural heritage area, thus it is necessary to 
rethink terminology and develop a glossary of terms, including glossaries 
made by local communities in order to develop a shared understanding.

§

Mr Jiang Dong, Executive Director of the Preparatory Office of the Asia-
Pacific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in China, was the third designated 
discussant for Session III speaking in response to Mr Diego Gradis’ 
presentation on The Role and Tasks of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related to the Safeguarding of ICH. He began his talk by congratulating 
ICHCAP and proclaiming his excitement at watching the signing ceremony 
with UNESCO. 

ICH safeguarding, inventories and the role of NGOs in the context of China
In addressing Mr Gradis’ paper, he affirmed that the role of NGOs is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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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cial to the safeguarding of ICH. One of the most important points from 
the paper that he noted is the relationship between NGOs and holders of ICH. 
Although NGO culture is relatively new in China, NGOs are becoming more 
active than ever before. 

He brought up the inventory making system in China, which has four 
levels at the national, provincial, city and county level. The national inventory 
has more than 1000 items with more to come. 

Mr Dong touched on the point in Mr Gradis’ paper addressing the 
consumerism of ICH and the pressure for safeguarding. Similarly in China, 
because there are so many ICH elements, the financial pressure is there and 
no matter how much you invest into safeguarding, it is not enough for ICH 
holders. In fact, many holders hope that they will be able to earn money 
through the practice of their ICH to support themselves, which could lead to 
the potential transformation of the purpose and form. 

He referenced the fragile situation of NGOs that Mr Gradis mentioned, 
and that the ICH situation is also very fragile because of political and 
economic influences. He closed by touching on the challenges and future 
prospects facing the new ICH centre in China. 

§

The final designated discussant in Session III, Professor Jang Hyuk Im from 
the Department of Folklore at Chungang University in Korea, responded to 
each of the session’s presentations. He commented on the diversity of voices 
represented, from academic researcher to civil activist, while he would be 
commenting from the position as a researcher in the field of ICH.

Regarding the first presentation on the Cultural Atlas of India, he found 
it interesting because the Korean government tried to make a similar map of 
ICH in Korea in 2000. However, the project ran into difficulties in terms of 
how to execute the mapping process. They were unable to designate a specific 
location for an ICH element. He explained that mapping ICH is not as simple 
as mapping geographic ethnicity or a linguistic range of people. ICH is not 
qualitative represented by numbers or quantities which are easily mappable. 
Because it was so difficult to express the geographic and environmental 
elements in map form, the Korea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bandoned the project in 2000 and instead produced a book on 
ICH. Professor Im stated that he hopes the Cultural Atlas of India can act as a 
model for many countries to map their ICH.

In regards to Professor Galla’s presentation on the ICH museum, he f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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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a museum for ICH is not an effective way to safeguard ICH even if the 
ecomuseum in Vietnam is a good model. He wondered whether the elements 
within the museum could still be preserved 10-20 years later. He raised issue 
with the ability to present the value of ICH to the public when presented in a 
museum, as a tangible structure. 

Lastly, Professor Im addressed the role of NGO activities in the 
safeguarding of ICH in relation to Mr Diego Gradis’ presentation. He 
highlighted the necessity of NGOs involved in the safeguarding of both ICH 
and the environment in the face of state government induced environmental 
destruction for the sake of development. In light of this, it is also necessary 
to put endangered ICH elements on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to protect 
them from thoughtless development, and in this aspect it is important for 
NGOs to be involved in promoting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 § §

An open discussion followed the discussant presentations for Session III. 

Museums and ICH
Professor Galla concurred with Professor Im’s comments about using a 
museum to preserve ICH in the context of focusing on the tangible while 
using the intangible to create a traditional museum, which would actually be 
detrimental to ICH. He went on to clarify that the Halong Ecomuseum is a 
very different type of museum which has no actual museum collection. The 
ecomuseum is in fact a floating civic space within the community that works 
towards the urgent safeguarding of ICH elements in the fishing communities 
through documentation and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He mentioned that there have been questions as to how long this floating 
cultural centre can survive. At this point, estimates are that it could last 
another 20 years.

He also stressed that no society is frozen in time by pointing out that 
almost no one at that moment was wearing the traditional dress of their 
country from a century ago. While change is constan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a community has a strong sense of ownership. They are 
responsible for safeguarding their own ICH elements. Despite centrifugal 
forces of globalisation and tourism pulling them apart, there are also the 
forces of identity and sense of place pulling them back in, and it is the cultural 
centre that mediates between these tensions, so that change can happen 
naturally from within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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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of NGOs in safeguarding
Mr Gradis responded to the comment by Professor Im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NGOs taking a direct part in bringing up cases to UNESCO in 
situations of urgent safeguarding necessities. He stated that he felt that the 
function of NGOs should remain as consultative bodies. Although NGOs 
represent specific sectors of civil society, NGOs are not in fact civil society. 
While the Convention has put communities at the centre of the safeguarding 
process, civil society organisations are not expected to take over the role 
of communities, but to boost and promote the role of communities while 
empowering communities to assume responsibility.

While according to the Convention, communities are unable to directly 
propose elements to UNESCO for inscription on the Urgent Safeguarding or 
Representative Lists, NGOs have a role in bringing communities to pressure 
their governments when they feel that an element should be put on either list. 

He gave an example from the Cañar region in Ecuador in which youth 
are playing a very active role in the safeguarding of ICH, using cultural 
revitalisation to resolve problems of integration and social imbalances 
among returnees to the community. In this way, he stated, he felt that NGOs 
can support and boost local initiatives to promote ICH, but not take direct 
responsibility. 

COMPREHENSIVE SESSION DISCUSSION

A summary of the conference proceedings was presented by the rapporteur, 
Professor Amareswar Galla, which was followed by a general discussion. The 
full text of the rapporteur’s report can be found in section 2 of the appendix. 

Activites and roles for the UNESCO category 2 centre
Mr Alisher Ikramov proposed some practical suggestions that he felt could 
be a very substantial contribution of the Centre in terms of information and 
networking.

In light of discuss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03 Convention 
and the imbalance between national and multinational nomination files, 
and considering that Member States take care of national files, Mr Ikramov 
suggested that the Centre could concentrate on regional initiativ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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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nomination files for ICH, which could be a substantial added value 
of category 2. The Centre could also promote better regional cooperation 
through its mandate as a regional centre. 

Mr Ikramov gave two examples of potential projects, one for the Pacific 
and one for Asia. For the Pacific, he suggested using the concept of ocean 
navigation as a form of indigenous knowledge for a regional nomination file. 
Indigenous knowledge is one of the domains neglect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so this could be a very significant nomination. This idea 
of navigation also addresses establishing contact between human society 
and the universe and surrounding nations. This would be very useful for the 
community as well as a very important tool. He also mentioned that there 
previously was a DVD or multimedia project about navigation being prepared 
with the support of New Zealand.

Mr Ikramov’s suggestion for Asia was doing a regional project around tea 
ceremony from western Asia to the Far East. As tea ceremony is a particularity 
of Asia that exists in communities and families, such a project would carry 
much value and would also be a good way to promote regional cooperation 
within the domain of social practices. 

Adding on to Mr Ikramov’s suggestion about multinational nominations, 
Mme Aikawa gave an example of what the new Centre could do based on 
the success story of CRESPIAL (the Regional Centre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Latin America), the first category 2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stablished in Peru, she explained that CRESPIAL 
works with eight countries and has worked on multinational nomination files 
for the registration of the best safeguarding practices, programmes, projects 
and activities about the ICH of the Aymara communities. 

Mr Ikramov suggested that the Centre implement the UN ‘Delivering as 
One’ strategy in cooperation with UN agencies. He gave the example of the 
former Nobel Peace prize winner, Professor Muhammad Yunus, president of 
the Grameen Bank in Bangladesh because of his world-renowned microcredit 
system that he developed to eradicate poverty in rural areas. The micro credit 
loans provided went primarily to ICH related projects through the support of 
artisans, masters, and practitioners. 
Thinking in terms of the role of ICH in relation to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he encouraged that the Centre find a way to promote the 
UN ‘Delivering as One’ initiative with other UN agencies to support ICH with 
a view toward eradicating poverty. He emphasised that ICH could be a very 
important tool for creating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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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ng more opportunities for dialogue 
Mr Gaura Mancacaritadipura reiterated that there is no one-size-fits-all 
reg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ut that by hearing the experiences 
of colleagues from other countries, who are, as Professor Galla pointed out, 
looking at the elephant from different aspects, we can all deepen and broaden 
our understan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oth in terms of theory, 
knowledge and ways to move forward together.

He expressed his desire that more of these types of meetings be 
held because they are in some ways more beneficial than the official 
Intergovernmental Committee meetings, which don’t allow much time to 
actually learn more abou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r discuss ways to 
safegu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gether. He proposed that future 
meetings also be opened up to non-State Parties to the Convention to 
help them understand what is actually happening beyond the procedural 
resolutions. He thanked Dr Seong-Yong Park and his staff and said he was 
inspired to work more with the Centre and committed to its success.

Drawing connections between conventions
Mr Norov Urtnasan addressed the UNESCO conventions related to culture, 
specifically the 1972, 2003 and 2005 Conventions. Despite the connections 
between these conventions, and the latter two being quite closely related, 
there has been very little discussion within UNESCO circles around their 
connections. He would like the regional Centre to address these issues, as they 
directly relat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ICH Convention and the content 
and type of activities.  

Cooperative activity among UNESCO Category 2 Centres in the field of ICH 
Mr Urtnasan remarked that while the three regional centr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are being divided according to function, such as networking, 
research and so on, in fac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formally divided in this way. He encouraged the regional centres to 
work together in the future to hold joint activities and share information with 
Member States, the region and the world. He also expressed the hope that 
interregional activities such as conferences and other cooperative activities be 
held with the European, African and other regions

Intercultural dialogue and community participation
As the only representative of a European country and vice-chair of a national 



Sum
m

ary of D
iscussion

181

commission from Europe, Mr Diego Gradis mentioned that it was a privilege 
to witness the dynamism and concern for ICH in the Asia-Pacific region. 
He encouraged the establishment of intercultural dialogue in the region, as 
an extension of UNESCO’s mandate. As cultural dialogue is fundamental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afeguarding, he felt that favouring the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of ICH holders in all events is fundamental and 
encouraged their active inclusion so that their voices may be heard.  

CLOSING

Mme Cécile Duvelle thanked Dr Park and his team. She stated that she, as 
well as UNESCO, were witnessing the dynamic role Dr Park and the future 
Centre are taking into this very challenging role of networking and sharing 
information. She affirmed that the progress made during the conference was 
made by mutual expression and the sharing of information, which is the way 
forward.

On behalf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of Asia and the 
Pacific, Dr Seong-Yong Park thanked all of the participants and observers 
for making the conference such a meaningful and successful event. He said 
how pleased he was at the variety of viewpoints that were raised and at the 
potential for future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ithin the field of ICH 
safeguarding. He pledged that the constructive ideas and suggestions raised 
would be reflected in future activities of the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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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istinguished colleagues.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address the 
final session and proceedings of this challenging and timely conference. 

This may be the closing session of the conference. But it is the beginning of a 
long journey in our common mission to promote the safeguarding of ICH in 
the Asia Pacific Region and beyond.

Thank you chairperson, Madame Cécile Duvelle, Chief of the Intangible 
Heritage Section, UNESCO, for your introduction. It is a daunting and 
challenging task to address this final session after so many experienced and 
wise people have spoken. The structure of the Conference enabled us to take 
both global and local perspectives in our arguments, advocacy and criticism. 
Korean perspectives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us to stop and take stock of 
our efforts based on the rich experience of our host country and learn from 
the various experts gathered from across Korea. Reflections and discussions, 
both technical conceptual, have been provided in the earlier sections of this 
publication. I will concentrate on the main thrust of our thinking here and 
will not mention the names of each individual who took the floor. 

It has been a wonderful opportunity for us to come together from so 
many different disciplines, professional, official and community backgrounds 
to share experiences and case studies through a series of reflective sessions 
on various aspects of the ICH Convention and the Operational Directives 

Rapporteur’s Report-Transcript 

In the End -There is the Beginning

Professor Amareswar Galla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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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ts implementation.  We all join in one voice to thank the hospitality and 
excellent facilitation of the event by our Korean hosts, ICHCAP, especially 
its Executive Director, Mr Seong-Yong Park and his staff, the Chairperson of 
the Advisory Board, Professor Dawnhee Yim, and Mr. Kun Moo Yi, Director 
General,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 We are a 
diverse group of participants here bringing multiple voices in the way we have 
been scoping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the safeguarding of ICH. 
Professor Aikawa and Madame Duvelle brought their considerable expertise 
to the discussions along with a range of experts here. 

One of the key messages from the sessions is that we must stop and 
be reflective on where we have come from and where we are going in our 
common purpose. This Convention is very different from every other 
Convention. We need to balance the way we deal with the diversity of 
heritage resources and develop integrated approaches for sustainable 
heritage development.  As discussed in the various Inter Governmental 
Committee meetings in the drafting of the Operational Directives for the ICH 
Convention, the way forward will be informed by getting on with the job and 
developing a critical practice of safeguarding ICH. There’s an old Chinese 
saying that unless the iron is heated it will not become steel. In our learning 
we have the cumulative wisdom of so many people to guide us, in the way the 
Convention was drafted, its very purpose, its timing, various concerns and 
opportunities to further develop the Operational Directives. 

The Director General of UNESCO in his speech last month, in Abu Dhabi 
to the Inter Governmental Committee meeting of the ICH Convention, said 
that ten years ago when he came from Japan, he came with a background 
where they had been dealing with balancing the management of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He emphasised that the decade has been about 
finding the balance in the way we deal with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and also establish a new level of intercultural dialogue that brings 
together practices of countries of the South and the North. 

There have been focused thematic discussions throughout this 
Conference. Professor Dawnhee Yim called on us to develop post-colonial 
thinking in the Asia Pacific Region. Asia-Pacific is post-colonial. Asia-Pacific 
has got its own challenges. We need to decolonise our practices, I’m using her 
paper as a base, decolonise our minds the way we think about heritage. She 
provided the argument for a fundamental paradigm shift. 

The postcolonial discourse of some of the sessions has been of particular 
significance for someone like me, born and educated in free and in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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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 and educated at the end of the UN decolonising process at the 
Jawaharlal Nehru University in New Delhi. India, like many countries of 
the Asia Pacific Region, continues to face the challenges of dealing with a 
hegemonic heritage management derived from colonial institutions. The 
legacies are further complicated by the rapid growth and its spread across the 
world through donors and aid agencies, of a western heritage industry what 
was originally a concern of Europe given the devastation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legacies of alien knowledge systems were most evident in the 
twin processes, one natural, one cultural, that were brought together into what 
has become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n 1972. 

And in fact, when an analysis was conducted of World Heritage Areas 
for the World Commission for Culture and Development in the 1990s, it was 
not surprising that not all that long ago, there were very few World Heritage 
Areas inscribed from Africa. There were so many World Heritage Areas 
from Europe because the criteria were largely driven by European concerns 
through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t was not until 1994 Conference 
in Nara, and the Nara Document, that the spotlight was on to rethink the 
notion of what is authenticity with the recognition and respect for ICH. 
The earlier principle of the non-duality of permanence and authenticity in 
heritage conservation gave way to respect and understanding that authenticity 
is culturally contextualised, acknowledging the existence of different heritage 
values and criteria. It was the first time there was a systematic engagement as 
to how you deal with intangible heritage, leading to a transform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 showed a diagram this morning arguing for a holistic approach to 
sustainable heritage development. This was actually published in the Nara 
Proceedings. As the copyright there indicates, it was drawn in the sand at 
Crocodile Hole, near Turkey Creek by Aboriginal elders from about 200 
communities in the Kimberley, north-western Australia. The drawing is an 
illustration of how Aboriginal people see their own heritage, and as famously 
articulated by the elders, culture is a map written in the land. To read the map 
you need to know the ICH of the custodians. But you need to understand the 
linkage, the world view that people belong to the land, that ICH is the way 
they breathe, find continuity of life through the wisdom of their ancestors. 
It is about the sense of place, collective identity and cultural self esteem of 
belonging to the land. It has been pointed out here that we need to safeguard 
urgently the ICH elements in indigenous communities, especially in the light 
of the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Septembe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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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nference is a turning point, the first one, as Madame Duvelle 
mentioned, after the first cycle of the Convention with inscriptions on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and Representative Lists under the ICH Convention 
in Abu Dhabi last month. We have now reached that milestone to stop and 
rethink, and the reflection that she provided advocates a careful engagement, 
that the kind of new discourse warrants. Some of new ideas may not be 
so new for stakeholder communities or for several of the specialists and 
researchers, but we need to continue to scope and find pathways for coming 
together in the local, regional, national (State Party) and international 
efforts to safeguard ICH. One common concern here is about the fewer ICH 
elements on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as compared to the Representative 
List. Ironically urgent safeguarding provided the impetus for the drafting of 
the ICH Convention.

Several participants have argued that in some ways, maybe for the 
time being, maybe for another ten years, we need to get out of the mode of 
thinking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knowledge that we have become 
so familiar with, because there are so many training programmes, so many 
manuals, years and years, so many millions of dollars spent on promoting and 
capacity building for what has become the most globalising and powerful of 
standard setting instruments of UNESCO,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Participants here have articulated this concern and call for an emphasis on 
safeguarding in the ICH Convention. Madame Aikawa pointed out that 
outstanding universal value central to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s not 
an issue for the ICH Convention. In fact, there is no hierarchy of heritage 
thinking promoted by the ICH Convention. Madame Duvelle and all the 
participants emphasised the importance of focussing on the carriers and the 
transmitters of ICH. It has also been pointed out that authenticity does not 
figure as a determining factor in the ICH convention.

The dominance of site centred and object centred thinking in heritage 
conservation needs to be balanced with community centred thinking through 
appropriate and empowering approaches. But all this needs a partnership 
approach with multiple stakeholders: there are primary stakeholders, the 
carriers and transmitters of ICH; and then there are secondary stakeholders 
like the research institutes, experts and the whole range of people who 
play the role of being mediators, facilitators in assisting us with urgent 
safeguarding of ICH. Finally there are the tertiary stakeholders: government 
bodies and international bodies that provide the auspicing mechanisms in the 
safeguarding process. To quote Jacques Derrida, the project is without an end. 



Rapporteur’s Report: In the End - There is the Beginning

187

There’s no milestone approach to safeguarding based on the common practice 
of conservation plans and master plans. Safeguarding is an ongoing organic 
process. 

And in all of this, as we work together, participants have underlined the 
role of civil society which is extremely important. We discussed here about 
the role of NGOs in the safeguarding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ICH 
Convention.  In Abu Dhabi we had a series of NGO meetings along with the 
inputs of expert examiners from the NGOs and carrier communities. The 
summary was presented by a young Mexican colleague, Ms. Cristina Amescua 
from the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Council, illustrating the concerns of 
civil society mechanisms. The importance of intergenerational dialogue was 
emphasised in safeguarding ICH.  One of the concerns from several countries 
was the participation of Community Based Organisations, CBOs. There was 
not a single NGO or CBO representing Africa in Abu Dhabi.  During my five 
years of professional and community engagement in Southern Africa, I found 
that CBO is more of a relevant and empowering mechanism that is African 
and contextually relevant.  Similarly we are yet to scope and understand the 
civil society mechanisms in the Asia Pacific Region.

For several people, the moment you use accredited NGOs as a means to 
heritage development; it brings back the spectre of the Johannesburg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02. Why? When the accreditation 
officer from the UN, went through the accreditation process for the Summit, 
she was surprised and disappointed about the power relations in the world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substantial majority of NGOs, at the World 
Summit, were from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 The substantial 
outcome of Rio Earth Summit, Local Agenda 21, was being managed by 
NGOs of these countries. So in the Johannesburg, we advocated that you need 
to deal with a range of mechanisms around which communities organise 
themselves. Donor support for NGOs, while acknowledging their importance 
and the excellent work that they do, should consider whether their inputs are 
empowering or not for the primary stakeholders. The 2005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and the associated Accra Action Plan calls for ethical 
practice in donor support. The host of the 2002 Johannesburg World Summit, 
President Thabe Mbeki, advocated the philosophy of African Renaissance 
as an empowering framework for engagement with Africa. Participants 
here mentioned about learning from other regions of the world and Africa 
has a lot to offer us. We could also share our knowledge and experiences in 
safeguarding ICH with other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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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al participants here referred to misunderstandings and the many 
stereotypes that continue to plague the heritage industry. How do we 
address the tyranny of binary stereotypes as both colonial and post colonial 
constructs? These include: tangible and intangible, natural and cultural, 
movable and immovable,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How do we recognise 
and address the cultural diversity of contexts that inform the different areas of 
the Asia Pacific? Critical reflection is advocated for addressing binaries which 
are very powerful legacies, especially in the Asia Pacific Region and corrective 
action through local knowledge systems that call for holistic approaches. 

A range of terminology – authentic, excellence, aesthetics, significance, 
masterpieces – that provide us critical tools to ensure integrity and quality 
assurance have different meanings and significations in difference cultural 
contexts. It is said that cultural diversity is the common heritage of humanity. 
The challenge for us is to develop a tool kit that ensures respect for diverse 
cultural meanings. Intercultural dialogue becomes significant both within and 
beyond cultural communities and their diverse interest groups. There is some 
fear mongering that respecting certain ICH elements might be in violation of 
Human Rights. Rather than limiting the dialogue and promotion of the ICH 
Convention, we are debating these concerns so as to ensure human rights as 
the ICH Convention clearly mandates.

The one thing that Madame Aikawa emphasised throughout is the need 
for conceptual rigour. We need to interrogate our heritage practices; we need 
respect the understandings of what is safeguarding within diverse language 
and community contexts. We also need to have a shared understanding of 
what is safeguarding as an evolving framework. And when we talk about 
continuity of the First Voice of communities and the way we safeguard ICH 
elements, we need to consider their viability as critical. In this effort are we 
documenting, inventorying and freezing living heritage in time? In our last 
panel, the Korean scholars were very concerned about this possibility. So what 
is the viability of the ICH elements in the host communities, the sustainable 
heritage development? 

The understanding of community and the civil society participation, 
the notion of carriers, individuals, research bodies, makes for us in the Asia 
Pacific, the ICH Convention, the most empowering democratic convention. 
Because this is what we would like to have seen in all the other Conventions. 
In the past, we raised issues even in the way the Hague convention defines 
what is cultural property as something very tangible, very alien in some ways 
to the understandings of what is cultural property in the regional 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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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s. ICH needs to be understood from respecting, as the Convention 
advocates, the cultural diversity of the world, and here the cultural diversity of 
the Asia Pacific Region, an area mentioned several times in the conference as 
the majority of the world’s population. 

It has been a concern that so often Asia Pacific is mentioned but the 
Pacific Island countries continue to remain at the margins and often forgotten. 
The Pacific Code of Ethics for Museums and Cultural Centres by the Pacific 
Islands Museums Association provides a valuable framework for addressing 
ICH in the Pacific. Our Fijian colleague, Mr Simione Sevudredre made an 
exemplary presentation as to how they are systematically mapping the ICH 
and traditional knowledge across the fourteen provices of the Fiji Islands 
through the First Voice of the people. He also pointed out that it is a challenge 
as to how they are going to safeguard the ICH elements and the viability of 
what they’re mapping in their communities. 

But what is the community, a question that was raised throughout this 
conference. The very notion of the community has been interrogated in 
different contexts by researchers since the promotion of cultural democracy 
in the 1970s. Perhaps what is best advocated by the participants here is that 
the sense of a stakeholder community in safeguarding ICH elements and 
its interest groups should be understood, not from the point of the view of 
only the outsider defining what is a community, but most importantly from 
within. Dr Minh Ly argued that we need tools for this process of community 
empowerment. Ecomuseology as used in Vietnam is considered a constructive 
and useful tool in this endeavour.

Dr Sudha Gopalakrishnan considers this a huge challenge. How 
do communities perceive themselves as communities? How useful are 
administrative regions, because she used the administrative region of Kerala. 
Can we discuss cultural regions used by cultural geographers? How do you 
perceive what is a community? How does a community perceive itself? How 
do outside people perceive it? And we are many peoples, at once, not just one 
community but many communities negotiating and crossing different cultural 
borders in our daily lives. These questions were discussed with reference to 
safeguarding here and no doubt will be the focus of similar future debates and 
discussions. To define may be containing the meaning of what is understood 
in the use of the term community. In several Asia Pacific languages a 
comparable term, people or peoples, is used.

The 2003 ICH Convention promotes the participation of primary 
stakeholders far more than any of the other Conventions. But what d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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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on mean? Is it through a process of empowerment which is where 
the civil society organisations have a critical role to play? Even if you have a 
strong sense of community, you could still be oblivious to some of the forces 
of globalisation, how they can destroy your own sense of place and identity, 
your ICH elements. You react to them from within because that resilience of 
communities is to survive, to deal with their own issues and this is where the 
whole question of how does one enable the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NGOs and CBOs is extremely critical. What is good practice in this area? 
Could we profile in future such good practices, as emphasised by several 
people here. 

The notion of volunteerism, the notion of social responsibility has been 
mentioned by some participants. This is an integral part of safeguarding, a 
core community responsibility. But volunteerism, the way it’s understood 
in the west, is very alien in most Asia Pacific countries. However, there’s a 
very strong sense of social responsibility and intergenerational responsibility 
in the Region.  But how does one actually bring together that sense of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safeguarding of ICH within the stakeholder 
communities? While there are many examples one could draw upon in the 
Region, we need to profile them and share the diversity of knowledge.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is documentation which together with 
inventories became the topic of discussion in several papers. The Committee 
for Docu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COM-CIDOC) 
has been addressing this concern and the need for new ways of dealing with 
ICH elements. CHIN – Cultural Heritage Information Network of Canada, in 
Ottawa, has a lot to offer in the documenta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ICH. 
Discussions here concerned the way documentation is conducted. Concern 
was also raised that standardisation without careful examination could 
become a threat to the cultural diversity of ICH. 

ICHCAP, our hosts, have been working on partnership projects with 
Mongolia, Vietnam and India addressing inventories and documentation of 
ICH elements. These scoping projects and more to come would be extremely 
useful. It is also an integral part of capacity building, as emphasised by Dr Ly. 
Moreover, participants cautioned us against ranking or creating hierarchies in 
the inventory development as this is totally antithetical to the very spirit of the 
Convention. 

And finally, a major concern is the whole question of intellectual and 
cultural property rights. Almost all the participants voiced their concerns that 
there is inadequate understanding and examination of issues in this area. 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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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d Wendland from WIPO and several of our Korean colleagues raised 
different issues and challenged us to consider the processes of empowerment 
or disempowerment of carriers and transmitters of ICH in the process of 
safeguarding. As Wend Wendland pointed out that the ‘crux of the problem is 
that information about us is not owned by us’.

And also the notion of indigenous, while it is very clear in Pacific Island 
countries, it is very contentious and poorly understood in many countries. 
There is common ground to address this concern with reference to the ICH 
Convention,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and the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Language diversity and 
the vulnerability of ICH and linguistic heritage is nowhere more poignantly 
evident as among indigenous populations. What does viability mean within 
one’s own linguistic and cultural context? These are significant issues for 
discussion and debate.

Finally, please allow me to share a Jataka story from the Buddhist 
literature. It is one attributed to Gautama Buddha who narrated the story 
of the seven blind men who wanted to see the elephant. One got hold of 
the leg of the elephant and thought, oh, the elephant is very like a pillar, like 
a column. Another one touched the tail of the elephant and said, ah, the 
elephant is like a pincham or a fan/or fly whisk. Another one touched the ear 
of the elephant, and said, ah, the elephant is like a vat for sorting grain. So 
each one touched a different part of the elephant and felt satisfied knowing 
the elephant. It may be a story about what nirvana is about. But it is equally 
applicable for us here trying to understand safeguarding ICH.

There is no one way of dealing with the safeguarding of ICH. We 
need to be reflective, revealing and confronting of current approaches to 
heritage development and consider as to how we want to move forward in 
safeguarding ICH. In addressing what is safeguarding and its viability in the 
host communities we need to consider the role of all the stakeholders and 
promote cultural diversity respecting multiple voices. 

We need more forums like this conference, more discussions, and more 
facilitation. I would also like to congratulate our Korean hosts for involving 
Mr Jiang Dong from China and Mr Shigeyuki Miyata from Japan, the 
responsible directors for the two other ICHCAPs in the region. Together with 
the Centre in Iran we have four in the Region. To reiterate, Asia Pacific has 
sixty per cent of the world’s population. We need more category 2 centres in 
the region with clear purpose and each one complementing the other and 
working together. We need to be more inclusive of the Pacific Islan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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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ety per cent of people in the Pacific are indigenous with the world’s largest 
density of language heritage.  The Pacific is often called the aquatic continent 
covering almost a third of the world’s waters. The ICH element, Voka Mona, 
a major UNESCO Project, and now the theme of a travelling exhibition, 
seamlessly brings them together into a unique conglomeration of Island 
countries addressing ICH and its diversity in the Pacific.

The Conference itself is a major achievement Mr Seong Yong Park. 
We extend our heartfelt appreciation once again to you and to your staff 
for pulling it off as an interactive and engaging activity. ICHCAP has 
provided great opportunity for us to interrogate the ICH Convention and 
its application, especially after the first inscription of ICH elements on the 
Urgent Safeguarding and Representative Lists in Abu Dhabi last month. As 
Mr Park emphasised in his keynote speech, information sharing and strategic 
networking are critical for promoting safeguarding of ICH in the Asia Pacific. 
In doing so he asked us to build on our experiences in dealing with the range 
of standards setting instruments such as Conventions, Treaties, Charters, 
Declarations and Recommendations. ICHCAP and its sister Category 2 
Centres have a critical role in capacity building. We look forward to collective 
action and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for safeguarding the ICH of the 
Region as the common heritage of humanity.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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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은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과거로부터 

전해져 온 인류의 문화적 자산이다. 다양한 문화적 표현물로서, 전통 지식으로 활용

되고 전승되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인 무형문화유산은 각 사회 공동체의 정체성 유지

와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무형문화유산은 이처럼 인류발전 과정에서 중대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급

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그리고 세계화로 인해 훼손 또는 소멸의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채택 등 유네스코 중

심의 국제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맥락에서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가 한국에 유치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이 보고서는 2009년 11월 아·태무형유산센터가 주최한 ‘정보와 네트워킹을 활

용한 무형문화유산의 효과적인 보호 방안’에 관한 국제회의의 발표와 토론내용을 중

심으로 엮은 것이다. 향후 유네스코 아·태무형문화유산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활

동에 귀중한 밑거름이 되고, 이 분야 국내외 연구 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쓰이기를 희

망한다.

마지막으로 센터 설립을 위해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베풀어주신 이건무 청장님을 

비롯한 문화재청 여러 관계자분들과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원고를 집필하여 

주신 세실 듀벨 과장님, 노리꼬 아이까와 자문관님 그리고 임돈희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와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아·태무형유산센터 소장

박 성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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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도전과 과제

제 1 장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보와 네트워킹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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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찬 문화재청 차장님, 박성용 아·태무형유산센터 소장님, 임돈희 아·태

무형유산센터 자문위원장님, 신사숙녀 여러분,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

저 이번 회의에 기조발표자로 초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과장이며 유네스코 대표로서 이번 회의에

서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번 회의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달 열린 

제4차 정부간위원회를 계기로 마침내 2003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온전히 운영

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위원회 회기 동안 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목록 등재가 최초로 이루어졌으며, 모범 프로그램, 보호활동 지원이 처음으로 이

루어졌습니다. 2006년 협약이 발효된 후 첫 3년 동안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국제회의의 주제를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보와 네트워킹 어떻게 할 것인가’ 로 정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

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주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 기반 글로벌화 시대

에 우리가 자문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2003년 협약의 탄생을 간략하게 상기한 후,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일

지역 및 국제적 차원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분야의 전망과 과제

세실 듀벨

유네스코 무형유산과 과장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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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4차 정부간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주요 결정사항들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협약 이행의 첫 주기가 종료된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이

야기하겠습니다. 

§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유네스코는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다양성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생물다양성이 자연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것처럼, 인류의 문화다양성을 ‘인류의 공동 유산the common 

heritage of humanity’ 수준으로 고양하고 문화다양성의 보호를 개인의 존엄성 보장과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윤리적 명제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 선언은 살아

있는, 그래서 재생 가능한 보물로서 문화다양성의 보존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보물은 문화적 차이라는 이름으로 유산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인류의 존속을 보장하고 세계 인권 선언의 정신과 배치되는 인종차별

과 근본주의를 지양하는 과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년 후인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채택되어 표현과 전통들을 이들 간

의 위계적인 구분을 두지 않고 동등하고 인정하게 되었다. 무형유산보호협약은 

오늘날 생활양식과 세계화 과정을 통해 야기될 수 있는 위협에 대한 인식이 만연

한 가운데, 살아 있는 유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나온 대응책이다. 따

라서 2003년 협약은 유네스코의 문화 분야 규범 중 문화다양성 증진 활동을 진작

하기 위한 주요 규범중 하나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2003년 협약과 그 메커니

즘을 익히 알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협

약의 몇 가지 필수적인 개념을 간략하게 다루고자 한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목록 체계에 집중하기보다는 보호 활동과 모범 사

업을 공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협약은제 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래의 

네 가지 주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해당 공동체, 집단, 개인의 무형문화유산 존중을 보장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상호존중 보장 및 국제협력과 원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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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종종 무형문화유산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기도 한다. 무형문화

유산은 인류만큼이나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현은 학문적 용어로서

는 비교적 새로운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유형유산과 비교하여 정의하거나 명확

한 설명이나 범주 안에서 객관적인 정의를 시도하기도 한다. 협약은 무형문화유산

을 광의의 시각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공동체, 집단과 때

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표상·표현·지식·기능 및 

이와 관련한 도구·물품·공예품 및 문화 공간’이다(제2조 1항). 여기서 마지막 부

분이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공동체와 연행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자신들의 유산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공동

체는 자신들의 무형문화유산을 정의하고 인식하는 주체적인 역할을 한다. 이것이 

1972년 협약에서 포함하고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는 개념이 2003년 협약에서

는 제외된 이유이다. 

외부인이나 전문가를 이러한 유산의 증인 또는 지지자로 간주하는 것은 매우 

독창적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들이 과학적으로 무엇이 무형유산이고 무형유산

이 아닌지 결정할 수는 있는 없다. 그러므로 다른 형태의 유산과는 매우 다르다. 

모든 공동체나 집단에게 각각의 무형유산은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다른 공

동체의 유산과 비교할 수 없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세대간 전승되고 공동체 

및 집단이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및 역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이들이 정체성 및 계속성을 가지도록 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무형문화유산

을 ‘살아있는’ 유산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은 반드시 생산과  유지 및 

전승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가끔 공동체 내에서 제 기능을 상실한 무형유

산이 버려지기도 하나 우리는 이것을 자연스러운 생의 주기로 받아들여야 할 것

이다. 유형유산처럼 모든 무형문화유산이 ‘살아있는’ 유산으로 유지되거나 무형

유산에 진정성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형문화유산은 전통

적이고 동시대적이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유산이면서, 반드시 과거로부터 전해지

는 전통일 뿐만 아니라 현재 농촌과 도시에서 연행되고 있는 공동체의 다양한 실

연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문화를 발전과정의 핵심으로 보기 때문에 매우 전향

적이라는 점을 나는 강조하고자 한다. 

협약에서는 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는 않고 있다. 공동체가 열려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꼭 특정 영토와 연계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동체는 자신이 보유한 무형문화유산의 발굴, 정의 및 관리에 활발하게 참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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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러한 유산을 창조, 재창조, 유지, 전승하는 유일한 

주체이기 때문이다. 

방금 언급한 바와 같이, ‘보호’라는 용어는 이 협약의 주요 목적을 강조하는 

데 있어 두드러지는 역할을 한다(제2조3항). 이는 공동체와 집단 내에서 무형유

산의 생명력을 장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상의 ‘보호’라 함은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감정·기록·연구·보존·보호·증진·고양, 특히 공식적·비

공식적 교육을 통한 전수 및 이러한 유산의 다양한 면모의 활성화 등 무형문화유

산의 생명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협약에서는 국제적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서, 한편으로는 심각한 위험에 처한 유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기 

위하여 무형유산 긴급보호목록Urgent Safeguarding List을, 다른 한편으로는 무형문화

유산의 가시성을 더 높이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형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을 만들었다. 

이 두 개의 목록과 함께 협약은 제1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무형유산 보호의 

모범사업 목록Register을 제정했다. 이 목록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보호 조

치를 가장 잘 수행하고 있는 모범 사례들을 공유하는 기능을 한다. 이 메커니즘

은 현재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나 공동체가 다른 나라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된 보호수단을 그들 각자의 목

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중요성이 있다. 

당사국들은 이와 같은 세 목록에 공동 등재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결

코 사소한 내용이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문화는 경계가 없고 다행히도 사람들은 

그들의 무형문화유산과 함께 이동하여 강과 산, 바다에 정착한다. 때때로 그들이 

원래 사는 곳보다 훨씬 먼 곳으로 무형문화유산을 이동시키기도 한다. 하나의 무

형문화유산이 지리적으로 넓은 지역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상기함으로써 우리

는 문화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문화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공동체가 처한 다

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약은 특히 무형문화유산기금을 통해 보호활동을 국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8년 6월 총회에서 협약 운영지침Operational Directives이 제정됨에 따라 첫 번

째 협약 이행 주기가 시작되었다.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열린 일련의 정부간위

원회 회의에서 초안이 마련된 운영지침은 국제적 차원에서 협약을 시행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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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틀이 되고 있다. 2008년 6월 시작되어 16개월 간 시행된 첫 번째 주기는 

2009년 9월,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4차 정부간위원회에서 무형유산 긴급보호목록 

및 무형유산 대표목록의 무형문화유산 등재와 모범사업 선정과 함께 종료되었다. 

위원회는 긴급보호목록 등재를 위해 제출된 15개 유산 중 12개 유산에 대해

서는 등재요건을 갖추었다고 평가했다. 심사자들의 등재 신청서 심사 작업 발표 

및 심사자와 위원회 간의 질의응답 시간 후, 12개의 신청유산 모두 목록에 등재

되었다.

유네스코는 무형유산보호 모범사업 목록과 관련하여 5개의 신청서를 받았

고, 이 중 3개가 요건을 갖추고 있어 이 목록에 오른 첫 번째 3개의 모범사업이 

되었다.   

무형유산 대표목록에는 111개의 등재 신청서가 제출되었고 이 중 76개가 심

사기구에 의해서 긍정적인 권고를 받았으며, 그 결과 위원회에서 등재되었다. 

2008년 11월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3차 정부간위원회에서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목록들과 모범사업 목록을 운영하기 위하여 무형유산목록 등재 심사보조기구

Subsidiary Body를 만들었다. 이 기구의 역할은 당사국들이 무형유산 대표목록에 올

리기 위해 제출한 등재신청유산을 심사하여 위원회에 등재 후보를 추천하는 것

이다. 무형유산목록 등재 심사보조기구에서는 에스토니아가 의장을, 케냐가 서

기를 맡고 있으며, 멕시코, 한국, 터키, 아랍에미레이트가 이 작업이 향후 협약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를 만들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강한 책임감

을 가지고 작업에 착수했다.

무형유산목록 등재 심사보조기구는 제기된 다양하고 중요한 문제들 중 공동

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공동체, 집단, 개인의 참여

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 제15조에 따라, 심사보조기구는 공동체의 활발한 참여 등

재 신청 준비과정에서 공동체가 충분한 정보를 받은 상태에서 자유로운 사전 동

의를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강한 염원을 표명

했다. 또한, 공동체의 동의는 유산 보호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공동체의 참여를 결

정하기 때문에 신청서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은 앞서 필자

가 말한 내용이기도 한데, 무엇이 무형문화유산인지 아닌지를 정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정부나 외부 전문가가 아니고(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고 환

영하는 바이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확인에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공동체 자

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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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다비에서 열린 정부간위원회는 심사기구가 제안한 운영지침 수정안에 

대해 장시간 논의했다. 등재신청 첫 해 상당한 양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등재 신

청서 심사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을 찾던 중 심사기구는 무형유산 대표목

록에 당사국이 제출하는 연간 등재신청유산의 수에 상한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보조기구는 첫 번째 운영지침을 채택할 때 당사국들이 국가적 수준의 경쟁을 피

하기 위해 등재유산 수 제한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은 주지하고 있으나, 협약 이

행의 첫 주기인 이번처럼 매년 방대한 수의 등재신청유산을 심사하는 것은 표면

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간단히 말해, 보조기구가 등재신청유산을 검토

하는 작업과 정부간위원회에서 이들을 심사하는 작업의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

이다. 위원회는 이 주제를 나누었다. 다수의 당사국들이 제한의 원칙을 받아들였

지만 일부는 등재유산 수의 제한은 대표목록의 정신을 저해하고 국가적 수준에

서 내부적 문제를 양산하며, 공동체간 경쟁을 조장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다. 정

부간위원회는 당면 사안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개방적인 워킹그룹을 신속하게 

만들었다. 이 워킹그룹은 정부간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소집하

여 초안 결정(4.COM19)을 제출했다. 본 초안은 2010년 6월 개최될 예정인 제3차 

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간위원회는 심사보조기구와 위원회가 두 번째 주기에 새로이 제출된 147

개 신청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긴급조치의 하나로 위

원회는 예외적인 경우 무형유산 대표목록에 현재 등재된 유산이 없거나 아주 적

은 숫자만 등재시킨 당사국이 제출한 유산과 공동등재 신청한 유산에 우선순위

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동등재에 대한 강한 지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후 심사보조기구는 사무국이 2010년 주기 심사를 위해서 147개 신청건수 중 물

리적으로 심사가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50여개의 신청서만을 전달해 줄 것을 요

청해왔다. 

정부간위원회는 의제가 상당히 어렵고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5일간의 회의 중 

23개 의제 전부를 성공적으로 다루었고, 차기 위원회 사무국 채택과 차기 위원회 

개최 장소를 케냐 나이로비로 결정하며 막을 내렸다. 마쓰우라 고이치로 유네스

코 사무총장은 본 위원회 마지막 날 참석하여 정부간위원회 회의에 힘을 실어주

었다. 무형유산에 대한 열렬한 옹호자인 마쓰우라 사무총장은 협약의 첫 운영 주

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데 따른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이제 마쓰우라 사무총

장은 유네스코를 떠나지만, 이 협약의 첫 단추를 끼운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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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이 틀림없다. 

오늘날 2003년 무형유산협약은 유네스코 회원국 대다수가 비준한 상태이다

(2009년 9월 17일 현재 116개국 가입). 협약의 비준이 이런 추세로 이어진다면 이 

협약이 보편성을 획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협약의 첫 번째 등재 

심사과정이 종료됨에 따라 협약이 지나온 여정을 반추해 보고 협약의 향후 전망

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아부다비 정부간위원회 회의에서 특히 놀라운 결과가 있다면 긴급보호목록

과 무형유산 대표목록 간의 극명한 불균형 현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6

월, 협약 이행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운영지침을 채택하면서 당사국은 협약

의 첫째 목적은 변형, 소멸, 파괴의 위협에 처해 있는 살아있는 유산을 보호하는 

것에 있으며 따라서 긴급보호목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록의 첫 심사과정 시기에 유네스코의 긴급보

호목록에 제출된 등재신청서는 15개에 불과했고, 반면 대표목록에 제출된 등재

신청서는 111개였다. 이러한 눈에 띄는 불균형이 의미하는 바는 당사국들이 유산

을 보호하는 것보다 인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등재심사과정을 언론이 주목하고 있으며, 이러한 언론의 주목 덕분

에 무형유산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이 두드러지게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수

많은 무형유산들이 소멸 직전에 있거나 긴급 보호의 손길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

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협약의 주요 목표인 무형유산 보호에 중점을 두지 않

으면 안 된다. 

이러한 현상은 당사국들이 세계유산협약 하의 목록 체계의 영향을 받고, 특히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의 영향 하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각국은 어떤 면에서는 명확한 차이를 만들고 주목을 끌어야 한다. 세계유산목록

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은 지진과 같은 외

부적 위험 뿐만 아니라 당사국의 적절한 운영방식의 부재와 같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세계유산을 등재할 시 일종의 경고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

에 특정 유산이 등재되는 것이 항상 당사국에 유쾌한 일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긴급보호 무형문화유산목록에서 긴급성이라고 함은 소멸의 위기에 

처한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 사회마다 셀 수 없이 많은 위험 유산

사례가 있고,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협약이 존재하는 것

이다. 당사국의 목록 등재신청은 영토내 무형문화유산과 긴급 보호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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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두 번째 심사과정 중 유네스코는 긴급보호목록에 

대해서는 소수의 등재신청을 받았을 뿐이고 이는 첫 번째 심사과정보다 더 적은 

수이다. 우리는 당사국들에게 긴급보호목록의 중요성에 대해 전달하고 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신청과 대등한 수준으로 긴급보호목록 등재신청 하도록 이들을 설

득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무형유산의 극명한 지리적 불균

형이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중요한 목록은 세계적 시각에서 볼 때 ‘대표적’이

라고 하기 거의 어렵다. 다음의 수치는 이러한 주장을 입증해준다. 아부다비에서 

열린 정부간위원회 중 등재된 76개의 유산과 2008년 이 목록에 통합된 90개의 유

산 중 아태지역의 유산이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아태지역에 무형문화유

산이 더 많이 존재한다는 그릇된 해석을 낳기까지 했다. 아태지역에 풍부하고 다

양한 종류의 무형유산이 매우 많이 존재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처럼 많

은 유산들이 목록에 등재된 이유가 이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이 협약이 생성되기 

훨씬 전부터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왔기 때문이라는 것도 별로 놀랍지 

않다. 국가들이 유네스코 목록에 무형유산을 등재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행동한다는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 목록에 등재

된 무형유산이 대표목록에 등재된 유산못지 않게 잘 알려져 대표목록등재가 개

별 국가의 모든 무형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수단이 되

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면과제는 지방에서 혹은 국가적, 지역

적, 국제적 차원에서 착수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노

력들의 합리적인 균형 지점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협약의 목록 간 혹은 목록 내 균형을 만드는 문제와 더불어 중요한 당면과제

는 유형유산, 무형유산 간의 연계 문제이다. 유·무형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통합적 접근법에 대한 2004년 야마토 선언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기초가 된다. 2003년 협약이 세계유산협약의 상호보완적인 훌륭한 협약으로 자

리 잡음에 따라 두 협약 위원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논의를 전

개하기 바란다. 몇 주 전 폐회한 세계유산협약 총회에서 본 협약은 상호보완성과 

유기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협약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 중 하나일 뿐이다. 일

부 윤리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무형유산이 목록

에 등재된 일부 공동체의 경우 이미 언론보도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물론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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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 무형유산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매우 중요한 협력자이

기는 하지만, 과도한 언론노출은 특정 문화유산과 그들의 연행 공동체에 대해 남

용을 유발하거나 잘못 전달하는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며, 이를 통해 본인

들의 유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히 언론의 대상이 아니라 언론 콘텐츠

의 행위자이자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

동체에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이 유산을 기록하고 다양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길 바란다.

또 다른 윤리적인 문제는 접근성에 대한 것이다. 정보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는 정보 흐름의 증가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무형유산에 비밀 혹은 신성한 

특성이 있는 경우 우리는 해당 유산을 지배하는 문화 양식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있는 그대로 두어야한다. 이번 회의 같은 국제포럼이나 컨퍼런스가 무형유산 접

근에 있어서 문화 양식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소통하는 데 극

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인터넷, 디지털 신기술 덕분에 현재 세계 저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혁명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이러

한 네트워크의 증가가 다양한 정부, 전문가, NGO의 참여만 촉진하는 것이 아니

라, 무형유산의 연행 공동체의 참여도 촉진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 이유는 정보와 네트워크에서 공동체들이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

면, 활발한 시민 참여에 기반을 두고 있는 민주 사회로 향한 길이 더 넓게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태지역에 새로이 설립되는 무형문화유산정보네트워

킹센터가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무형유산이 세계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진심

으로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무형유산이 현 세계에 제공해 줄 수 있는 끝없

는 전망들을 본다. 많은 무형유산의 표현이 국경 너머에서 발견된다는 단순한 사

실은 서로 간에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모범사업에 대한 목

록이 개발되면, 이것이 국가 상호간에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배

우는 진정한 의미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

무형유산 보호는 세계의 문화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무형문화유산은 

연행자인 공동체에 정체성과 지속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사태적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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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을 촉진할 뿐 만 아니라, 현 세계에 수많은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

면 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한다든지 보다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관리를 위한 기초 작업을 닦는다든지 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지역 무형유산을 학교 커리큘럼에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재등록 비율을 높일 

수 있고 보다 관련성 있고 포괄적인 교육환경을 보장해줄 수 있다.

인류역사에 걸쳐 주요 방해 요인은 집단적인 노력에 의해 해소되어 왔다. 무

형유산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목표를 추구하

는 데 긍정적인 원동력이 된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이 협

약의 주역인 무형유산 연행자들에서부터, 시민사회와 특히 지역 공동체와 정부 

간의 간극을 메우는 주요 행위자인 NGO의 중추적인 역할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

해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협약이 두 번째 심사주기로 나아감에 따라 나는 우리 모두에게 이 협약의 존

재 이유를 상기시키고 싶다. 국제사회는 전 세계에서 다양한 무형유산이 소멸됨

에 따라 2003년 협약을 탄생시켰다. 그러므로 이 협약이행을 위한 어떤 조치든 

항상 무형유산의 생명력 유지와 세계문화다양성의 파수꾼인 공동체의 이익을 위

해 이루어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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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업화, 도시화, 세계화 과정에서 변형, 소멸, 파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무

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유네스코가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을 채택함에 따라 인류의 창조성과 문화 다양성의 원천인 무형문화유산1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이행은 중장기

적으로 인류 전통문화유산의 보호는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한 무형문화유산의 지

속가능성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풍부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아태지역

은 무형문화유산의 보고寶庫라고 일컬어지고는 있으나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보호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이 부족하여 다수의 무

형문화유산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아태지역의 개발도상

국이나 저개발국가들은 각 사회의 전통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맥락에서 

1_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유네스코 제32차 총회, 2003년 10월 17일 채택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과제와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기구 활동의 비전

박성용

아·태무형유산센터 소장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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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세계화, 도시화 및 현대화

를 극복해야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에 걸쳐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여 모

범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무형문화유산 보호 분야의 선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은 아태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

로 수행하여 지역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한국 유치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 10월에 개최

된 제35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센터 설립이 최종 승인2되었다. 

이번 기조발표에서는 우선 아태지역의 문화적 환경을 분석해 보고, 그동안 

아·태무형유산센터가 추진해 온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자 한다. 아울러, 대한민국에 설립되는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국제정보네트워

킹센터의 운영 계획 및 전략 그리고 센터의 중장기적인 비전에 대해 살펴보면서 

특히, 센터의 핵심 기능이 될 ‘정보 및 네트워킹’과 관련한 전략과제들을 중점적

으로 다루고자 한다.  

 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문화적 환경

1. 아태지역의 풍부한 무형문화유산

인류는 지금까지 각자의 문화를 독특한 방식으로 발전시켜 왔다. 무형문화유

산은 인류의 창조적 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각 민족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귀중

한 자산이며, 세계의 문화 다양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아시아 태평양의 광

대한 지역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각기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고 삶을 영위해 오면

서 저마다 독특한 문화와 문화유산을 만들어 내어 대대로 전승해 오고 있다. 특

히 아태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아태지역의 종교·지리·문화·사회적인 배경에서 기인한다.

아태지역의 특징 중 하나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 수만큼이나 다양한 종교

2_ 「유네스코 후원 카테고리 2 기구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대한민국 내 설립 제안」은 유네스코 제35차 총

회 의제 5.6항을 통하여 논의되었으며, 2009년 10월 23일 최종 설립 승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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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종교 문화가 모든 아태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아태지역은 지리적인 측면에서 다채로운 자연환경과 광활한 면적을 보

유하고 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시베리아로부터 태평양 폴리네시아에 이

르는 가장 광활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자연 환경 즉, 고원지

대, 농업지대, 초원, 섬, 사막 지역 등으로 다채롭게 이루어져 있고, 이렇듯 광활

하고 서로 다른 자연환경에서 영주해 온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각자

의 생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각기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를 형성해 온 것이다. 

아태지역의 다양한 관습과 전통지식의 발전 또한 이 지역의 풍부한 무형문화

유산 발달에 일조하였다. 인간의 생로병사 과정의 각 단계들과 관계된 풍습과 무

형 및 물질적 풍요의 원천인 전통지식3은 지역과 민족 그리고 사회 구조마다 강

조하는 의례의 종류와 전통생활 경험 및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형식 역시 다양하

다. 다시 말해, 아태지역은 지역, 또는 민족, 부족에 따라 다양하고 각기 다른 각 

사회의 관습과 전통지식을 발전시켜 온 것이다.

또한, 아태지역의 역사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다양한 왕조의 흥망성쇠를 들 

수 있다. 아태지역에는 과거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형성된 웅장한 문화유산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비록 현대에 이르러 왕조는 단절되었다 하더라도 왕실의 화

려한 문화유산만큼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왕실 문화는 민간에서 전승되는 유

산과는 규모와 형식면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아태지역의 또 다른 특색을 들자면, 이 지역의 다수 국가들은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민족들이 그들만의 생활 방식과 전통을 바탕으

로 독특한 문화를 지속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다민족들로 구성되는 다문화 사회

를 지탱하고 발전시켜온 과정 또한 아태지역의 문화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다원적 종교의 공존, 다채로운 자연환경과 광활한 면적, 다양한 

관습과 전통지식의 발전, 왕조의 성쇠와 그 문화적 유산, 다민족 사회와 같은 특성

은 아태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풍요로운 무형문화유산의 기반을 설명하여 준다.

3_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유네스코 제33차 총회, 2005년 10월 20일전문 8항(무형 및 물질

적인 풍요의 원천인 전통지식, 특히 토착민 지식체계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전통지식의 기

여 그리고 그 전통지식의 적절한 보호와 증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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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을 위협하는 제요소들

아태지역에는 무형문화유산의 발전을 가져오는 요인들과 이들의 전승을 위협

하는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다. 근대화, 세계화, 경제 발전 논리, 정치·사회적 불

안, 무형문화유산 전승자의 감소,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저조한 인식은 무형문화

유산전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무형문화유산의 존립을 직접적으로 위

협한다.

아태지역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무형문화유산은 근대화로 인한 사회 구조의 

변화 및 지구적 차원의 환경 변화 등 사회적·자연적 요인들로 인해 우리가 인

식하지 못하는 사이 이미 많은 변형과 소멸 과정을 겪고 있다.4 특히, 아태지역은 

식민지와 전쟁을 경험한 국가가 많고, 대다수의 국가들이 서구 문화 중심의 급격

한 산업화와 근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더욱 전통적으로 향유해 온 

무형문화유산이 큰 위험에 처해 지고 있다.

또 다른 요소로는 세계화의 영향이 있다. 오늘날 세계화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국가는 드물다. 문제는 대다수의 아태지역 국가들이 이러한 서구 문화의 유입에 

대응하여 자국의 전통문화를 전승할 수 있는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개발 논리에 밀려 ‘서구화는 곧 근대화’라는 인식이 폭넓게 받아

들여지고 있는 현실은 아태지역 각국의 전통문화 전승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요

인이기도 하다.

각국의 경제개발 논리 또한 무형문화유산 전승의 위협요소가 된다. 경발 발

전은 한 국가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전 세계적으로 빈곤에서 탈피해서 국민

의 복리 증진을 위한 노력에 모든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경제적으

로 저개발국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아태지역에서 경제발전은 이 지역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 지역에서는 전통문화의 

보호와 경제가 대립할 때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한다는 경제 발전의 논리에 항상 

힘이 실리게 되어 무형문화유산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아태지역은 지난 수십 년간 전쟁과 정권 변화로 인해 사회적 불안을 경험한 

국가들이 많다. 이런 상황은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 부정적인 환경임에 틀

4_ 「무형문화재 보존방법론 개발 국제정책회의 권고안」,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제 방법론-무형문화재 보

존방법론 개발 국제정책회의 보고서』, 문화재관리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6, I~II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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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없다. 다행히 최근 들어 사회적 불안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자국의 무형을 

재생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또 다른 위험 요소는 바로 무형문화유산 전승을 위한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물론 모든 세대에 걸쳐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무형문화유산도 있지만 대부분

은 젊은 세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연행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

고 전통문화를 전승할 수 있는 주요 연행자들이 점점 노령화 하는 것도 큰 문제이

다. 세대를 통한 전승을 기본으로 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있어서 이러한 전

승자의 감소는 세대 간의 단절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문제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저조한 인식이다. 아시

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폭넓게 공유

되고 있지 못하다. 이것은 현재 아태지역에서 문화유산 관련 제도를 보유한 국가

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을 위협하는 사

회변화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기본 인

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을 위협하여 결과적으

로 무형문화유산의 존재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활

동은 앞의 여섯 가지 위협 요소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Ⅱ. 아·태무형유산센터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

2003년 유네스코 제32차 총회에서 채택되어 2006년 4월에 발효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정신을 구현하고 아태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

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설립을 추진하

고 있다. 이를 위하여 문화재청은 2006년 9월에 아·태무형유산센터(당시 설립기

획단)를 발족하여 센터 설립 업무와 함께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

력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의 전신이 될 현재의 아·태무형유산센터는 발족 이후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추

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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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정보 허브 기반 조성 사업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 현황조사 사업과 인도 

무형유산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연구 정보 허브로서의 기

반을 조성하고 있다.

우선, 센터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현황조사 사업5을 통하여 아태지역의 무형

문화유산과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각국이 취하고 있는 노력에 대한 현황을 파악

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각국의 무형문화유산 목록, 보호제도 및 정책, 관련 기

관 및 보유자 활동 등 무형문화유산을 둘러싼 각국의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있

다. 2009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몽골, 

태국, 피지 등에서 현지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센터는 아태지역 국가들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의무 이행

을 장려하고 지역 내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무형문화유산 국

가목록 작성 및 관련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준비 중인 인도 정부 및 유네

스코 뉴델리 지역사무소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6 이 사업은 인도의 다양

한 무형문화유산 정보를 분야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접근 가능성이 높은 웹 아카

이브를 구축하는 것으로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보화 모델을 개

발하기 위한 것이다.

2. 무형문화유산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

아·태무형유산센터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하여 아태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5_ 이 사업은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아태지역 무형유산 보호 현황 조사 사업(2009~2013년) 내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연도별로 아태 국가 10개국(1차년도에는 5개국 대상)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국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가입국 가운데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또한 해당 지역 내 거점 확보, 개발도상국의 

무형유산보호협약 가입 및 이행 장려를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적으로 대상국을 선정한다. 

6_ 이 사업은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인도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협력사업(2007~2008년)과 인

도 문화 지도 웹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2008년)을 통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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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교육과 연수 기능 수행을 위한 국제적 역량 강화와 기관 및 전문가 네트

워크 구축을 위하여 호주 퀸즈랜드대학과 무형문화유산 전문가 네트워크 프로그

램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아태지역 12개국에서 12명의 문화유

산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3주간의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7

이와 더불어 센터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상호 교류 촉진, 전문가 인력 풀 구축 및 센터의 지지 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오고 있으며, 각종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및 무형문화유산 자료실 운영 등을 통해 센터 설립을 위한 국내

외 홍보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가을부터 아태지역의 무형문화유산 정보와 센

터 활동에 대한 소식을 담은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유산의 가시

성 제고를 위하여 유네스코의 협조로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사진전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사진전은 향후 전국 순회를 계획하고 있다.

  3. 무형문화유산 보호 제도 국제보급 사업

아·태무형유산센터는 대한민국이 경험한 무형문화유산 관련 제도를 아태지

역 회원국과 공유함으로써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내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베트남 정부, 몽골 정부 및 유네스

코 몽골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제도 시행을 준비 중인 베트남과의 협력 사업을 통해, 베트남의 

무형문화유산 관계 전문가들이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현장과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유산 보호 현장을 견학하였으며, 또한 한국의 전문가들이 베트남의 무

형문화유산 현장과 관련 기관에 파견되어 보호 제도와 조치에 관한 협의를 진행

하였다. 또한 인간문화재 제도를 준비 중인 몽골 정부 및 유네스코 몽골위원회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무

7_ 해외문화재 전문가 연수사업(2009년)은 아·태무형유산센터와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수원 주관으

로 수행되었으며 연수과정은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대한민국 내 문화유산 

보호 관련기관 방문 및 세계문화유산 현장 답사, 온라인상 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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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문화유산 목록을 작성하며, 현지조사를 통하여 보유자들을 발굴함으로써 몽골

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제도 보급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Ⅲ.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기구의 목적과 기능

아·태무형유산센터는 국가 간 상호이해를 위한 모든 국제 협력과 문화 보

급 및 촉진을 장려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을 도모한다는 유네스코 헌장

의 정신8을 바탕으로 아태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진흥 활동에 공헌함으로

써 그 이상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센터는 아태지역의 다양한 무형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그 보호의 중요성을 전파함으로써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하는 동

시에,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무형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즉, 센터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통한 문화다

양성 증진’과 ‘무형문화유산 진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명제를 

센터의 사명으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8_ 「유네스코 헌장」, 유네스코, 1945년 11월 16일 채택.

[표 1] 센터의 사명(Mission of the Centre)

무형유산 보호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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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수준 문화다양성 증진 지속가능한 발전

국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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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 보호 무형유산 진흥

[표 1] 센터의 사명(Mission of the Centre)

무형유산 보호를 통한
문화다양성 증진

센터의 사명 무형유산 진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세계 평화 정착 인류 발전 도모국제적 수준

지역적 수준 문화다양성 증진 지속가능한 발전

국가 및
공동체 수준

무형유산 보호 무형유산 진흥



아
태

지
역

 무
형

문
화

유
산

 보
호

의
 과

제
와

 유
네

스
코

 카
테

고
리

 2
 기

구
 활

동
의

 비
전

227

이와 같이 무형문화유산을 통한 문화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사명으

로 하고 있는 센터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아태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센터는 다음의 목적9을 가진다.

첫째,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 조

치를 수행하고, 관련 지역사회와 단체 및 해당되는 개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

도할 것이며, 둘째, 일반 대중, 특히 청소년들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셋째,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 체

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적,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넷째,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미래지향

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다.

아울러, 향후 대한민국에 설립될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공식명칭

은 ‘아·태무형유산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로 센터의 중점 기능은 ‘정보 및 네트

워킹’이다.10 

센터의 활동에 있어서 ‘정보’란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과 세계

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디지털 형식으로 가공·제작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보급·확산하는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정보의 유통과정 전체를 의미한다. 

9_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무형문화유산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카테고리 2)의 대한민국 내 설립에 관한 대한

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간의 협정서」, 2009년 11월, 제 7 조 : 목적과 기능.

10_ 『아·태무형유산센터 타당성조사 자료집-유네스코 카테고리 II급』, 아·태무형유산센터, 9~10쪽.

무형유산보호협약 
이행 증진

목적 1

지역사회의 참여와
일반대중에 대한 인식 제고

목적 2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및 국제 협력 강화

목적 3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무형유산 보호 활동 증진

목적 4

목  표

[표 2] 센터의 목적(Objectives of the Centre)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아  태 지역의 역량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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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네트워크’는 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모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물

적 관계로, 지역사회 혹은 그 대표자들, 전승자, 전문가, 전문센터 및 연구기관 

등에서부터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센터의 활동과 관련해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 및 관계 기관의 네트워크를 일컫는 것으로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의 네트워크도 포함한다. 

Ⅳ. 센터의 중장기 운영 전략

센터가 추진하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진흥을 위한 활동 및 사업의 실천적 

측면에서의 중장기적 전략은 크게 아태지역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하는 사업 추

진, 무형문화유산 이해당사자 참여 및 센터의 조정·촉매 역할 확대, 협력 사업

에서 다학문적 접근성 강조, 우선순위·선택과 집중 및 통합성의 적용,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정보체제 구축과 국제협력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우선, 아태지역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아태지역의 무

형문화유산 보호 협력 사업은 지역 및 각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급한 요구를 

확인하는 등 아태지역 회원국과 긴밀한 협력 하에 추진한다. 센터의 협의체(이

사회, 집행위원회)를 통해 지역 국가들의 시각을 반영하여 상호 협력적인 센터 

운영 체제를 마련한다.

또한, 협력사업의 기획과 실행 부문에서 무형문화유산과 관련이 있는 지역 

회원국 정부, 유네스코 본부, 관련 정부간기구GO, 비정부기구NGO와 협력하면

[표 3] 센터의 기능(Functions of the Centre)

수집 / 구축

가공 / 제작 활용 / 보급

전문가 
(NGO포함)

일반대중
(특히, 청소년)

공동체

정  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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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특히, 2003년도 협약11에서 강조되었듯이 유산 관련 공동체, 단체, 개인, 전문

가, 전문센터, 연구소 등이 협약 이행을 위한 협력 사업에 적절히 참여할 수 있도

록 노력한다. 아울러 다양한 협력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센터가 조정자 및 촉매자

로서의 역할을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무형문화유산은 다양한 시대적 배경과 서로 다른 문화적 영향을 잘 나타내주

는 종합 예술이다. 따라서 이 분야 협력사업의 기획, 실행 및 평가 단계에서 다양

한 전공의 전문가와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의 적시성과 파급효과를 극대

화할 수 있도록 학제 간 접근성을 강화한다.

한편으로는 아태지역 협력사업의 입안 단계에서 2003년 협약 규정과 지역 현

실에서 나타난 사업의 중요도와 시급성 그리고 그 성과의 보급 범위 등을 고려하

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아울러, 예견되는 한정된 자원과 사업실효성을 고

려하여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상호 연계 가능한 사업들은 통

합적으로 운영하여 시너지 창출을 유도한다.

아울러 지역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히, 한국이 축적해 온 정보Information

분야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 제도의 보급과 무형문화유산 

관련 문화관광 육성, 문화콘텐츠 개발을 주도한다. 특히, 정보의 효과적인 확보와 

공급을 위해 지역 및 국제차원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간다.

Ⅴ. 센터의 전략 과제

센터는 ‘정보 및 네트워크’라고 하는 센터의 중점 기능을 기반으로 하여 ① 지

정 및 기록, ② 진흥 및 보급, ③ 제도 및 정책, ④ 전승 및 선양, ⑤ 교류 및 협력 등

을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수단 및 조치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 과제

들을 수행하고자 한다. 센터는 이들 수단 및 조치가 정보 및 네트워크를 구축 과정

에서 아태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개발하

고 이를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가시화하고자 한다.

11_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제 15 조.

제 15조 : 공동체, 집단, 개인의 참여 - 무형문화유산을 보전하는 활동의 틀 내에서 이러한 문화유산을 창

조, 유지, 전승할 수 있도록 당사국은 공동체, 집단, 필요할 경우 개인들의 가능한 많이 참여하도록 보장

하며 문화유산의 관리에 적극적으로 일조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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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 및 기록

무형문화유산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를 인식하기 위한 현황 조사 및 그 변화의 

추이를 이해하기 위한 기록 작성을 의미한다. 국가별 목록을 만들고 기록을 작성

하는 과정에서 획득된 관련 자료와 정보를 디지털화 과정을 거쳐 아카이브에 축

적한다. 특히 센터는 아태지역의 전문기관들과 함께 가이드라인 혹은 매뉴얼을 

만들고 각각의 기관이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카이브 간의 연

계망을 구축할 것이다.

먼저 현황 조사, 국가별 목록 작성 지원, 협약 목록 등재 지원이 지정작업으로 

분류된다. 센터는 보호 체제 구축을 위한 기초 작업의 하나로 개도국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며, 개도국을 대상으로 활

동 및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한 종목 이상의 기존 목록 및 신규 지정 작업을 통해 

확보한 종목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별 목록 현황 파악 및 목록 작성 사업을 지원한

다. 이와 더불어, 지정작업의 일환으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당사국의 인류무형

유산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목록12 등재 신청을 지원하고, 매우 긴급한 보호가 필

요한 종목을 발굴하며, 협약 이행 장려를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센터는 기록을 위하여 기록 작성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개도국의 기

록 작성, 특히 소멸 위기 종목에 대한 기록 작성과 관계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작

업을 지원한다. 기록 작업에는 일반적인 기록 작성 외에도 노후 자료의 복원 및 

디지털 변환, 아카이브 구축 사업이 포함된다. 즉, 자료 보존의 안정성 및 효용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후되고 훼손 위험이 있는 관계 기관의 무형문화유산 관련 

자료를 복원하거나 디지털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또한 자료를 체계적으

로 저장·관리하기 위하여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를 개발하고, 아카이브 구축 

12_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제 16 조 :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 제 17 조 : 긴급한 보호가 필요

한 무형문화유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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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을 보급하며, 관련 기관의 아카이브 구축을 지원하고, 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아카이브 간 연계망을 조직한다.

2. 진흥 및 보급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적재산권 논의를 활성화하고 축적된 무형문화유산 

관련 자료들을 가시성 제고에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다.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보

의 획득과 활용 과정에서 대두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사전에 

주도하며, 축적된 자료들을 활용하여 무형문화유산 홍보 관련 출판물을 제작하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활동 전략으로 협약 이행 과정에서 향후 논의의 핵심으로 대두될 

지적재산권 분야를 위한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규정 적용 문제 및 보유자와 관

련된 권리와 의무의 문제 등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또한 출판 및 홍보 전략 수행

을 위해 일상에서 쉽게 무형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도록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무

형문화유산 잡지와 온·오프라인 센터 소식지를 발간하며, 무형문화유산 관련 

홍보 영상물을 제작·보급한다.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이와 더불어 디지털 콘텐츠 공모전과 같

은 행사를 개최하여 대중의 참여를 장려하며, 인터넷 및 미디어 산업과의 연계·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3. 정책 및 제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과 회원국에 적절한 법적, 행정

적 제도 채택을 장려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를 위해 센터는 각국의 제도, 모범 사

례 등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다양

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한편, 회원국들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제도 구축을 지

원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인간문화재제도와 관련된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센터는 정책 연구와 모범 사례 발굴 전략의 일환으로 아태지역의 무형문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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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보호 활동에 대한 모범 사례를 연구, 개발 및 발굴하여 보호 체계 구축에 활용

하고 이를 사회문화적 특성에 알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정, 기

록, 조사, 보전, 제도, 진흥, 선양, 전승, 공식 그리고 비공식 교육, 활성화 등 무

형문화유산 보호 조치와 관련한 각종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또한 1993년에 유

네스코에서 채택된 무형문화유산 전승을 위한 필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

는 ‘전승자’의 보호에 초점을 맞춘 인간문화재제도 보급을 위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4. 전승 및 선양

센터는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및 선양을 위하여 전승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

발·운영하고 가시성 제고를 위한 공개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일반 대중, 특히 

청소년들의 인식 제고 활동을 통하여 무형문화유산 선양 및 무형문화유산의 지

속적인 전승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한다. 특히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무형문화유산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이런닝 시스템을 개발한다.

센터는 일반대중과 무형문화유산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시·공연 등의 공개 행사, 무형문화유산 교류를 위한 국제 페스티벌, 무형문화

유산 체험 캠프 등을 개최하고, 전문가, 전승자, 공무원 등 무형문화유산 관계자

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또한 일반대중을 비롯한 전승자, 전문가들로 하여금 온라인을 

이용하여 무형문화유산 관련 지식과 정보를 손쉽게 획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이런닝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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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류 및 협력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한 정보와 지식의 교환을 위하여 무형문화유산 관

계 기관 간의 국제적, 지역적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력 네트워크 및 관계 전문가 풀을 구축하고, 이와 관련한 기관 및 개인이 온라

인상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자료 및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유산 관련 

포털 사이트를 운영할 것이다.

구체적 전략으로 무형문화유산 관련 기관, 전문가 및 전승자 등 다양한 주체

간의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보호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 또는 공동 연구에 활용하며, 전문가 풀을 구축하여 보호사업 시행을 위한 

각 분야별 활동에 관한 자문을 수렴하고, 사회적, 문화적,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적

절한 사업을 선정하고 진행하는 데 적용한다. 아울러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관

련 아카이브 자료를 수집하고 산재해 있는 각종 관련 웹사이트를 하나로 묶는 게

이트웨이를 통한 종합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Ⅵ.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활동의 비전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이상과 같은 다양한 과제들을 추진하는 가운데 유네

스코의 아태지역 전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와 아태지역을 위해 센터

가 가지는 중장기적인 비전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센터 활동을 통해 기여하고자 하는 바는 유네스코의 설립목표이기도 한 

평화의 문화 보급이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

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13 인간의 마음과 정신에서 만들어지는 무

13_ 「유네스코 헌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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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전시)

연수 프로그램 
운영

포털 사이트 운영교 류/협 력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전문가 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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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문화유산을 온전히 보호하고 전승하는 것을 기본 활동으로 하는 센터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평화의 문화 보급, 인권의 신장과 

각국의 문화적 발전에의 기여 등 평화와 민주적인 발전을 위한 원칙의 실천을 위

해 노력한다.

또한 센터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단순한 경제적, 양적 성장을 넘어서 인간의 실질적인 자유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활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14 센터 활동은 각 사회의 전통문화와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를 보존하고 전승해 나가는 과정에서 세대를 거쳐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발

전시켜 온 공동체와 시연자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적 발전의 한 영역으로서 

보호 활동을 보급한다. 한편, 무형문화유산 자원과 지역의 각 국가에서 문화관

광, 문화콘텐츠 분야를 비롯한 문화산업 전반과의 연계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문화경제 분야 발전에도 기여한다.

우리는 센터의 활동을 통해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문화유

산은 미래의 인류 발전과 각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 보급과 창의성을 뒷받침하는 

귀중한 원천Sources이 되므로15 센터 활동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며 일반 대중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유네

스코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목록 지정사업을 지원하고 지역 회원국의 기록화사업 

지원 등을 통해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이행을 증진하고 지역

의 문화당양성 증진에 기여한다. 

이와 더불어, 센터의 다양한 사업 활동 속에서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서로 다른 인종, 민족, 종교, 문화적 배경으로 갈등과 긴장이 상

존하는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문화 간 대화는 불가결의 요소이다. 센터 활동을 

통해 아태지역 각국이 보유한 전통적인 문화 가치와 무형문화유산을 상호 인정

하고 존중하며, 이의 보호에 대한 공동의 노력과 교류, 협력을 도모해 나감으로

써 무형문화유산 활동이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이와 관련, 아.태

지역에서 인접문화권의 국가간 무형문화유산 공동 등재를 지원하여 잠재적 갈등

14_ 1995년 발간된 세계문화발전위원회보고서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 국제의제 2.5항에서도 문화적 가치와 

민족적 유산을 보호하고 풍요롭게 하는 인간발전전략의 수립이 권고되었다.

15_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유네스코, 2001년 11월 2일 채택.



아
태

지
역

 무
형

문
화

유
산

 보
호

의
 과

제
와

 유
네

스
코

 카
테

고
리

 2
 기

구
 활

동
의

 비
전

235

해소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력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중재자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으로는, 센터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은 지역 문화사를 발전시키는 원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도 그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은 역사 

발전 단계에서 각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와 생활 의식의 변화 등 각 민족의 문화

적 진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 분야 아태지역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

해 각 사회 무형문화유산 발전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무형문화유산을 통한 인접 

국가 및 지역 간 상호 영향과 발전관계를 연구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향후 

센터 활동에서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 분야에서 필요한 협력 네

트워크Cooperative Network 구축과 활용을 통해 아태지역의 문화사 공동비교연구와 

관련 인적, 정보교류를 증진하여 지역의 문화사 발전에 기여한다.

맺음말

지금까지 향후 대한민국에 설립될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설립 배

경과 그 목적 및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센터의 창립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특히 센터의 중점기능인 ‘정보 및 네트워킹’과 관련하여 평소 고심해 

왔던 전략 과제들을 제시해 보았다. 

이번 기조발제를 마무리하면서, 이 기회에 미래 센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소

견을 곁들여 밝히고자 한다. 향후 센터의 활동은 전 세계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

Viability을 보장하고자 하는 2003년 협약 정신의 구현을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과 

연대의 노력에서 출발할 것이다. 특히, 사라져가는 무형문화유산을 시급히 보호

하고 제반 역량이 부족한 지역 회원국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 체제 하에서 협약당사국 총회와 정부간

위원회가 구성되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분야의 미래 발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

에서 한국에 설립되는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구는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정책 과

제와 연계하여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조정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태지역의 무형문화유산 전문지역기구로서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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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네트워킹을 활용하는 협력사업을 개발하고 적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 과

정에서 센터의 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관련 국제사업의 가시성을 증진하는 것 또

한 현실적인 과제일 것이다.

유네스코, WIPO 등 국제기구 관계자는 물론 아태지역의 전문가가 다수 참가

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보와 네트워킹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국제회의가 새롭게 한국에 설립되는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구인 

아·태무형유산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미래 활동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

이다. 이번 회의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견과 제안사항이 향후 센터의 활동과 운영

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리며, 모든 참가자들

의 허심탄회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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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찬 문화재청 차장님, 세실 듀벨 유네스코 문화유산과 과장님, 박성용 아시

아태평양무형문화유산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소장님, 임돈희 교수님, 회의 참가

자, 신사숙녀 여러분,

태무형문화유산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카테고리 2)의 설립을 위한 한국정

부와 유네스코 간 협정체결을 기념하여 열리는 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앞서 발표하신 세실 듀벨 과장과 함께 대한민국 센터의 성공적인 설

립을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한국정부가 2005

년도부터 센터 설립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대한

민국이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유네스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유네스

코가 무형문화유산 사업을 시작한 해인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당

시 무형유산사업 담당자로서 개인적으로 박상식 교수님(전 유네스코 대표부 대

사)이 새로이 알린 ‘인간문화재Living Human Treasure’ 사업을 집행이사회에서 유네

스코에 새롭게 소개하는 장면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문화재Living Human 

Treasure라는 용어는 거의 대부분의 유네스코 화원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

에, 이들은 이 용어에 대해 회의적이 었습니다(아이까와 2007). 박상식 대사는 무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이행을 위한 과제

노리꼬 아이까와-포르

유네스코 사무총장보 자문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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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문화유산의 전승에 있어서 인간문화재 제도의 중요성을 다른 대사들에게 알리

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고 회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무형문화유

산 전승과 연행자 단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습니

다. 인간문화재 제도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하 2003 협약)의 초석이 되었다

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로 대한민국은 무형문화유산 사업에서 가장 적극적인 조

력자가 되어 왔습니다. 

서론

유네스코가 2003년에 제정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하 무형유산협약)은 

2003년 10월 제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2006년 4월 20일 

발효되었다. 2009년 11월 현재 116개 협약 당사국 중 18개국은 아태지역의 국가

들이다. 협약은 전례 없이 빠르게 채택되었고 신속하게 발효되었다. 2006년 11

월 이래 협약 정부간위원회가 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네 차

례 개최되었고, 운영지침은 2008년 6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승인되었다. 두 개

의 목록의 첫 번째 등재와 모범사업 선정은 2009년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4차 정부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이 목록들은 ‘무형유

산 긴급보호목록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이하 긴

급보호목록)’과 ‘무형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of the ICH of Humanity(이하 대표목

록)’을 의미한다. 모범사업 선정 목록Register이라 함은 협약 제18조에 의해 수립된 

‘협약의 원칙과 목표를 가장 잘 반영해주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프로그램, 프로젝

트, 활동’을 의미한다.(이하 협약 제18조 하의 모범사업) 이 두 개 목록의 첫번째 

선정작업은 협약이 운영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첫 번째 등재 과정에

서 얻은 경험은 무형유산협약의 미래에 일련의 과제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협약

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선, 강화, 수정되어야 할 부분들이 발견되

었다. 

본 논문의 1장에서는 협약 이행을 둘러싼 개념상의 과제, 2장에서는 운영상의 

과제에 대해 논할 것이다. 3장에서는 아태지역의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

센터가 어떻게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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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념상의 과제

무형유산 대표목록에 제출된 등재신청서를 심사한 무형유산목록 등재 심사

보조기구Subsidiary Body(이하 심사보조기구)의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

급되어 있다. 협약 당사국들이 제출한 111개의 신청서 중 5개 신청서만 완성된 

것이었고 나머지 신청서들은 미완성 상태였거나 추가로 보완이 필요했다. 심사

보조기구는 111개의 신청서를 심사하였고, 2009년 목록에 76개의 등재신청유산

을 등재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최근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4차 정부간위원회에서

는 이 권고에 따라 2009년 무형유산 대표목록에 76개의 유산을 등재하기로 결정

하였다. 이 대표목록에는 현재 166개의 유산이 등재되어 있는데 그 중 90개의 유

산은 앞서 실시된 걸작 사업에서 이전된 것이다.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세부 분

석(ITH/09/4.COM/CONF.209/13, 20번째 단락) 결과, 심사보조기구의 승인 권고

를 받지 못한 35개의 신청유산 중 26개의 신청서는 협약 제2조에 명시된 무형문

화유산의 정의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제1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협약 당사국 대부분이 협약에 명시된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에 대해 아직 완

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무형문화유산의 정의는 협약의 목적을 명

시하고 있는 협약 제1조와 함께 협약의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부분이다.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정의는 무형문화유산의 일반적인 정

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대부분의 무형문화유산의 정의는 구전 전통, 

음악, 춤, 수공예 등 여러 영역의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무형문화유산의 의미와 

무형문화유산의 구성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다. 무형유산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정의는 다차원적이며 ‘관습, 표출, 표현, 지식, 기술’에 대한 정의도 포함하고 있

다. 기존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의와는 달리, 협약의 정의에 따르면, 무형문

화유산의 주요구성요소는 영역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수공예품 같은 최종 ‘결

과물’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과정’으로서의 유산을 의미

한다. 

게다가 무형유산협약은 어떻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유산이 계속 살아서 유

지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계속 살아 유지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다

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는다. “세대간 전승되는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및 집단

이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및 역사와 상호작용 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재창조된

다……” 따라서 무형유산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이 공동체 안에서 변화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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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는 자연적 변화와 사회적 역사의 흐름에 맞춰 나가야 함을 밝히고 있다. 

더욱이 협약의 정의를 살펴보면 “[…] 공동체, 집단, 그리고 때로는 개인이 

‘문화적 표현’을 그들의 문화 유산의 일부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무형문화

유산의 소유자와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명기하고 있다. 협약은 여기서 연행자 공

동체가 유산의 소유자이며 따라서 연행자 공동체가 유산을 계획, 결정, 이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에 속한다고 확정된 또 다른 중요한 조건은 유산이 “‘공동체와 

집단’에게 정체성과 지속성을 제공해주고 이에 따라 문화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

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켜 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공동체에 소속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

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이들은 유산이 단절 없이 존재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은 지속적

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창조성의 원천인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협약의 정의를 보면 유산은 인권에 대한 국제 규범이나 상호 존중 및 지속가

능한 발전 등의 요건과 양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협약의 정의 중 이 부분 

때문에 유산은 문화 상대주의와는 구분된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내린 정의 중 ‘어떻게’와 ‘누가’와 관련된 문제들이 왜 중

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협약의 주요 

목적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요 목적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무

형문화유산에 대한 ‘존중 보장’,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국제 

협력 제공’을 의미한다(제1조).   

‘보호’라는 용어는 제2조 3항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보호’라 함은 특

히 무형문화유산의 지정, 기록, 연구, 보존, 보호, 증진, 고양, 특히 공식적, 비공

식적 교육을 통한 전수 및 이러한 유산의 다양한 면모의 활성화 등 문형문화유산

의 생명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협약의 주요 

목적이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 기록, 연구, 보존, 보호, 

증진, 고양, 전수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누가 무형문화유산의 표현의 생명력을 보장해줄 수 있는가? 연구자나 

정부가 아니라 오히려 연행자 공동체 자신이다. 물론 연구자와 정부는 공동체 사

람들이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

한 표현이 현재 공동체 사회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무형문화유산 표현



2
0

0
3
년

 무
형

문
화

유
산

보
호

협
약

의
 이

행
을

 위
한

 과
제

245

물의 노하우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는 것은 연행자 공동체만이 할 수 있다. 

환경과 자연 그리고 역사의 변화에 따른 유산의 계속 유지 여부, 혹은 유산을 변

형 내지 재창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이들 연행자 공동체뿐이다.

그러나 국제 문화유산 무대에 무형문화유산의 다차원적인 정의를 도입함에 

따라 협약은 역시 당사국들 사이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므로 협약의 시행을 둘러싼 첫 번째 과제는 협약 속의 명

시된 협약의 정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리고 여기에는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행 공동체

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무형유산 대표목록에서 제출된 첫 번째 등재신청유산 중 일부 국가

에서 몇 십 년  동안 무형문화유산으로 널리 간주되었던 일부 유산들은 협약상의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특히 선진국에서 

나온 무형의 문화적 표현이 이를 시작했던 공동체에 의해 더 이상 연행되지 않거

나 전문 연행자가 연행을 하여 더 이상 원래의 자리에 있지 않고 ‘박물관의 일부’

가 된 경우 협약상의 정의와 양립한다고 할 수 없다. ‘재창조’ 없이 ‘보존’된 다른 

무형문화유산들이나 국보로서 ‘진정성authenticity’을 유지하는 데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경우에도 역시 협약상의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다. 협약 당사국이 당면한 진정한 과제는 협약에 명시된 무형문화유산의 새로운 

정의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정도는 다르지만 무형문화유산에 대하여 

각각 다르게 정의하고 있었던 국가들이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두 번째의 개념상의 과제는 무형유산 긴급보호목록, 대표목록의 목적, 의미, 

기능을 잘못 이해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대표목록의 심사보조기구가 지적했듯이 

‘대표목록과 긴급보호목록에 제출된 신청유산의 숫자에 두드러진 불균형(2009년 

등재신청유산의 경우 대표목록 111개, 긴급보호목록 15개)’이 존재하고 있으며 

심사보조기구는 정부간위원회와 총회가 긴급보호목록의 중요성과 긴급보호목록

이 협약의 목적상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던 것을 상기시

켰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경향은 2010년에 더욱 악화되어, 대표목록에는 147개의 

등재유산신청서가 제출되었던 반면, 긴급보호목록에는 제출된 유산신청서는 4개

(유네스코, 2009년)에 불과했다. 대표목록에 등재된 많은 유산들이 긴급보호목록 

신청유산으로도 제출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두 목록 중 긴급보호목록은 보호라는 협약의 첫 번째 목적을 이행하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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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은 무형문화유산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한다는 세 번째 목적을 이행한

다. 그러므로 정부 전문가들은 협약 협상과정이나 위원회와 총회에서 긴급보호

목록의 중요성과 이 목록이 협약 목적의 핵심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해오고 있

다.(아이까와, 2009년). 

그렇다면 왜 수많은 협약당사국들이 등재의 첫 번째 심사과정에서 대표목록

을 더 선호한 것일까?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협약당사국들이 제출된 등재신청

서가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유산이 등재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

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대표목록의 의미와 역할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협약 당사국들은 대표목록이 긴급보호목록보다 명성이 있

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협약 당사국들이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것

은 이들만의 책임은 아니다. ‘인류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CH of Humanity’이라는 제목 자체가 모호하다. 협약의 제16조는 이 목록의 목적

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러한 유산

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며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대화를 장려하기 위

하여……’ 따라서 이 목록은 협약의 세 번째 목표인 무형문화유산의 인식을 제고

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킨다. 협약은 대표목록에 대한 정의는 물론이고 ‘대표

representative’라는 용어도 정의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유산의 

정의를 고려할 때 ‘대표’라는 용어는 ‘공동체를 대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 같다. 협약 당사국들은 대표목록을 제목이 내포하는 것처럼 인

류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대표’라는 용어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대표목록이 더

욱 명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더욱이 심사보조기구의 보고서에 따르

면, 일부 협약 당사국들은 대표목록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 등재된 유산에 

대한 인식과 인지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유네스코, 2009년). 

또 다른 이유로는 협약당사국들이 주요 기준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universal 

and outstanding value’가 있는 명성 높은 세계 유산 목록에 대한 작업을 35년 이상 해

오며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협약당사국들에게는 1972년 협약 하의 세계 유산 목

록에 유산이 등재된다는 것은 그 국가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협약 당사국들은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인 이른 바 ‘위험목록Endangered List’에 

자국의 유산이 포함될 경우 ‘불명예dishonour’라고 생각하는 논리에 익숙해져 있고, 

무형문화유산협약의 긴급보호목록에 오르는 것 역시 세계유산목록의 위험에 처

한 목록에 오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간주했다. 그러나 무형유산협약상의 긴급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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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은 주요목적 자체가 국제적인 틀 안에서 유산 보호를 증진하고자 하는데 있기 

때문에 ‘불명예’와 관련된 개념이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협약 당사국들이 긴급목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인식 

및 두 협약 사이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며, 성공할 경우 현

재의 불균형 상황이 해결될 수 있다. 

세 번째 문제는 등재 신청서의 검토에 적용하는 엄격함의 정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목록들은 세 가지 공통 기준이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와의 양립성

(제1기준), 공동체, 집단, 개인의 참여와 그들의 자유로우면서도 사전에 그리고 

충분한 정보가 전달된 상태에서의 합의(제4기준), 목록화(제5기준)가 그것이다. 

모든 신청서들은 위원회가 심사하지만, 위원회 심사 이전에 운영 지침에 따른 다

른 단체들이 검토한 것들이다. 따라서 검토에 적용된 엄격함의 정도는 각기 다르

다. 긴급보호목록에 제출된 신청 유산은 전문 NGO, 연구 기관, 전문가 집단 등을 

포함한 적어도 두 개의 기구에 의해 검토되는 한편, 대표목록에 제출된 신청 유

산은 원칙적으로 전문가인 정부간위원회 구성원 6명으로 구성된 심사보조기구가 

검토한다. 첫 번째 심사과정에 두 개의 목록에 제출된 신청 유산에 대한 심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 대표목록 신청 유산의 경우 심사보조기구에 의해 

좀 덜 엄격하게 심사되고 있으며 심사보조기구는 심사 작업 수행 시 정치적인 함

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긴급보호목록에 제출된 ‘The Rite 

of the Kalyady Tsars (Christmas Rite in Belarus)’라는 제목의 신청 유산 심사에 지

정된 전문가 한 명은 세대간 전승 메커니즘이 적었기 때문에 연행의 지속성에 대

한 제1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간주했다(ITH/09/4.COM/COF.209/14, page 

5). 이와 반대로, 대표목록에 제출된 일부 신청 유산의 경우 기술적인 근대화와 

사회변화의 결과로 인해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오늘날까지 전승된 유산들이 등

재되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과제는 두 개의 목록의 등재 심사에 사용하는 엄격

함의 정도를 조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성실한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제1기준의 IV, V와 관련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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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운영상의 과제

대표목록 등재를 위해 제출된 첫 번째 111개 신청서를 검토한 심사보조기구

는 몇 가지 권고를 하였는데 대부분은 운영상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다. 가장 눈

에 띄는 권고사항은 다음의 요인들에 의해 비롯된다. (i) ‘공동체, 집단, 개인의 가

능한 한 최대의 폭넓은 참여’를 정한 제4기준과 관련하여 신청서 제출 주체인 협

약 당사국과 심사보조기구가 직면한 문제들, (ii) 심각한 지리적 불균형, (iii) 심사

보조기구, 정부간위원회, 사무국의 제한된 심사 역량과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심

사 가능한 신청서 수, (iv) 소수의 다국적 신청 유산 등이 그것이다(유네스코, 2009

년). 

가장 어려운 문제는 아마도 등재 신청서 준비 절차(두 목록 모두 제4기준이 적

용)와 유산에 대한 보호조치 수행 과정에서(긴급보호목록에 제3기준 적용)어떻게 

하면 무형문화유산의 연행자인 공동체, 집단,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심사보조기구는 이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많은 국가들에

게나 심사기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심사보조기구는 공동체, 집

단, 때로는 개인이 이 협약의 시작부터 끝까지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상기하고 있다. 이들은 무형문화유산의 정의 중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구성하

고 있으며(제2조), 반드시 목록화 작업을 하게 되며(제11조), 당사국들은 유산을 

보호·관리하는데 있어 이들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제15조, 

ITH/09/4.COM/CONF.209/13 - 10번째 단락, 23번째 단락). 

물론 무형유산보호협약은 연행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확실하게 인

지시킴으로써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집단 및 적절한 경우 개인이 자신

들의 무형문화유산의 일부로 볼 때’(2003년 협약 제2조 정의)에만 비로소 무형문

화유산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함으로써 개념적인 변화를 이룬 것은 특기할 만하

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개념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운영상의 변화이

기도 하고 이로 인해 무형유산 보호협약은 문화유산 관리에 있어 진보된 형태의 

협약으로 평가받는다. 심사보조기구가 기록하고 있듯이 목록화 작업, 보호, 신청

서 준비에 있어 공동체의 역할은 두 가지 목록에 유산을 등재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협약 당사국 정부 대부분이 이러한 종류의 문화 유산 

관리 방법에 경험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이것이 협약 당사국들이 

제4기준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직면했던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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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협약 이행시 공동체, 지역, 개인의 참여’와 관련된 논쟁은 몇 차례 열

렸던 정부간위원회를 무위로 만들었다(아이까와, 2009년). 결국 당사국들의 총회

는 운영지침의 제3장, 3.1번째 단락의 내용을 승인하는 한편, 일부 수정을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동체, 집단, 적절한 경우, 개인과 전문가, 전문센터, 연구기관’

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전문가, 전문센터, 연구기관’이 이에 더해져 ‘공동

체, 집단, 개인’은 더 이상 운영지침에 있어서 독자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 구체

적인 조치방법이 운영지침의 76번째 단락부터 86번째 단락 사이에 신중하게 제

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협약 당사국은 협약의 활동 보호 관리에 있어 ‘공동체, 연

구기관, 전문가센터, 전문가’들의 활발한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되거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유 받는다. 협력 메커니즘을 만든

다든가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에 힘쓴다거나 공동체 사람들이 연구 결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운영상의 주요과제는 어떻게 하면 당사국들이 보호활동을 관

리하는 데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처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작업을 추진할 것이고 

보다 대담하고 헌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신청된 111개의 등재 신청서 중 64개(58%)가 아태지역에서 신청된 것이고 이

중 일부국가는 10개 이상의 유산을 등재 신청한 반면, 아프리카 지역은 5개, 그리

고 아랍 국가는 1개만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한 심사보조기구는 신청 등재물

이 지리적 대표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유네스코, 2009년). 이러

한 불균형은 2010년 주기 중 제출된 등재 신청서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이 때 제

출된 등재 신청유산 147개 중 60% 이상이 아시아의 유산들인 한편, 아프리카에

서 신청된 것은 1개에 머물렀다.

대표목록 등재를 위해 제출되는 등재신청유산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정부

간위원회, 심사보조기구, 사무국이 각각의 책임을 다하여 양질의 업무를 추진하

는 데 심각한 문제’(유네스코, 2009년)이다. 심사보조기구는 이를 강조하며 위원

회에 연간 심사할 수 있는 신청 유산을 상한을 100개로 정할 것을 권고했다. 지

리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하여 그리고 심사과정을 실행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엄청난 숫자의 신청유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심사보조기구는 당사국의 연간 

신청 유산수를 3개로 하고, 위원회가 연간 심사하는 신청 유산의 상한을 100개로 

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4차 정부간위원회에서는 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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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2010년 6월 개최될 차기 총회의 틀 안에서 운영지침

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 

2009년에 제출된 등재신청유산 중 3개만이 다국적 유산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심사보조기구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그리고 긴급보호목록에는 다국적 등재

신청건이 없었고, 무형유산보호모범사례로는 볼리비아, 페루, 칠레가 제출한 등

재건(야마라 공동체의 무형문화유산)이 전부였다(유네스코, 2009년).

아마 그 이유는 공고가 너무 짧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이것이 협약과 운

영지침이 당사국에 한 국가 이상의 영역에서 발견된 다국적 무형문화유산 등재

유산을 장려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한편, 심사보조기구는 다국적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유산의 동일한 표현을 공유하는 다른 국가

들과 ‘모든 노력을 기울여 협력’하도록 당사국을 장려하고 있다(ITH/09/4.COM/

CONF.209/13, 16번째 단락). 2010년 등재신청에도 두 목록 모두 장려되고 있지 

않다. 

새로운 문제가 최근 아부다비에서 열렸던 정부간위원회에서 제기되었는데, 

바로 긴급보호목록 등재 관련하여 최근 사용되고 있는 복잡한 심사 메커니즘에 

대한 문제 및 미화 25,000 달러 이상의 국제 원조 요청에 대한 문제였다. 운영 지

침 다섯 번째 단락을 보면 등재신청유산은 ‘가급적이면 하나 이상의’ 인가된 자문 

기구, 공공 혹은 민간단체 및 개인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는 제출된 신청 유산 한 곳 당 심사자 두 명과 대리 심사자 두 명이 선발되

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덧붙여, 선정된 NGO는 인가를 받아야 하는 한

편(현재 98개의 NGO가 인가를 받음),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은 인가를 받을 필요

가 없다. 각 심사자가 신청서를 타인과 협의할 시간 없이 개인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심사기준이 다양해진다. 이에 따라 정부간위원회에서 개선된 형태의 메

커니즘이 제안되었고 이는 아부다비 정부간위원회의 개회 하루 전에 열린 심사

자 회의에서 이러한 비논리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보고서를 반영한 것

이다. 이러한 개선된 형태의 메커니즘은 심사자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에게 

유산 방문의 기회를 주게 되었다(Decision 4, com 18). 그러나 긴급보호목록의 등

재 신청수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는 내가 바라는 바이긴 하지만, 새로운 문제

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무형유산협약은 현재 전체 116개 당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결과,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의 수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지만, 향후 과제는 유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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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193개 회원국들 중 77개국이 여전히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Ⅲ.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을 위한 국제정보센터의 역할

아시아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소위 카테고리 2 기구 지역센터 4

개의 설립이 최근에 있었던 35차 총회에서 승인되었다. 이러한 센터 중 하나는 

2006년 페루에서 설립되었고 다른 센터 하나가 조만간 불가리아에서 설립될 것

이다. 아시아 센터 4개 중 3개가 동아시아 지역인 한국, 중국, 일본에서 설립될 

것이며, 이 센터의 활동은 아태지역의 유네스코 회원국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한

편, 테헤란에 설립될 예정인 지역센터는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연구에 중점

을 둘 것이다. 동아시아에 설립될 3개의 센터 중 정보와 네트워크는 한국 센터가, 

중국 센터에서는 교육을, 일본 센터에서는 연구를 각각 담당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 설립될 예정인 국제정보센터는 정보와 네트워킹이라는 영역에서 위

에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센터는 무형유산협약의 기

본적인 방침이 아태지역 국가의 정부, 기관, 전문가, 연행자 공동체와 시민 사회

에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무형유산협약의 목적(제1

조)과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제2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센

터는 적절한 등재신청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두 목록과 

모범사례등록의 목적, 의미, 기능의 인식을 제고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업을 수

행하기 위하여 이 센터는 모범사업을 선정할 수도 있는 바, 두드러지는 것으로 

정부간위원회의 협약 제18조 하의 목록Register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센터는 또한 무형유산협약의 운영상의 과제를 해결하는 역할도 한다. 아

시아 국가들은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무형문화

유산보호협약의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이유

로 아시아 국가들이 다수의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카테고리 2 기구 4개가 곧 

아시아에서 설립될 예정이다. 한국 센터는 아태지역 및 태평양 소지역Pacific Sub-

Region의 국가 정부, 기관, 시민 사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협

력관계는 무형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무형문화유산 연행자들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형태의 등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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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아프리카나 아랍 국가처럼 저평가된 국가들

이 아시아의 경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아태지역 밖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 이는 협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협약 제19조와 양립하는 것이다.

운영상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가 상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관련 공동체와 집단의 네트워크 구축을 들 수 있으며, 이는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다국적인 유산의 등재 신청

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센터는 이 지역의 NGO, 연구 기관, 이 지역의 무형문화유

산에 대해 연구하는 개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협약 사무국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긴급보호목록이나 미화 25,000달러 이상

의 재정적인 원조 요청을 심사할 때 사무국의 심사자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아태지역의 48개 유네스코 회원국들 중 18개국만이 이 협약의 당사국이다. 

태평양 소지역Pacific Sub-Region의 15개 유네스코 회원국 중 파푸아 뉴기니만이 이 

협약의 당사국이다. 그러므로 한국 센터는 아직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

의 무형문화유산 관련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기관들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이들이 자국 정부로 하여금 협약의 당사국이 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결론
 

새로운 무형문화유산협약 초안의 마련 이면에 놓인 목적 중 하나는 세계유산

목록의 지리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있다. 하지만, 등재 주기 중 무형문

화유산협약의 두 개 목록과 협약 제18조 내의 목록Register을 살펴보면 불균형 상

태가 심화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견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대부분의 당사국들이 협약의 목적과 기본 정의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목록들과 제18조 하의 목록의 기능과 협약 전문에 반

복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이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는 무형유산 보호활동에서 연행자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인데 이

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무형문화유산협약과 1972년 협약(세

계유산목록)간에 개념상의 혼란이 생겼고, 이는 무형문화유산협약이 이제 1972

년 협약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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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해야 할 사항은 두 협약의 위원회가 유·무형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접근방법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인데, 이는 세비

야Seville(유네스코 제33차 총회 결정문 5)에서 열린 제33차 세계유산위원회의와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4차 무형문화유산 정부간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

성이었다. 이미 최소한 10종목 이상의 유산이 두 협약 하에 등재되었다. 유산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도전적인 과

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협약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개념 상의 차이가 

존재하는 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라는 기준

에 따라 선정되는 반면, 2003년 무형유산보호협약에서 등재되는 유산은 탁월성

이 아닌 보호 조치 및 연행 공동체의 함의 등 다른 기준 하에 등재된다는 것이다. 

통합적인 접근법에서는 항상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목록과 제18조상의 목록Register에 유산을 등재시키려는 첫 시도는 정부간

위원회로 하여금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이행 방법을 둘러싸고 생길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단점과 모순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었고 더욱이 실용성 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이러한 단점들 중 일부는 아부다비에서 열린 회의에서 운영지침

(총회 승인 요함)을 수정을 요청하는 권고 덕분에 개선되었다. 다른 단점들은 향

후 논의를 거쳐 해결해야 한다. 위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목록에 아시아 국가의 

등재 유산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사실 역시 주목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저평가된 지역, 특히 아프

리카 같은 지역의 국가들이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있어 아시아 국가들처럼 열성

적이 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국가들

은 아시아 국가들의 권고와 기술 및 재정적 원조를 받아들여야 한다. 

아태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위한 국제 정보센터는 협약에 구체화되어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새로운 개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센터는 당사국들로 하여금 보호 활동에 있어서 연행 공동체로부터 더 많

은 사람을 포함시키는 새로운 관리 방법을 채택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이런 센

터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이행 메커니즘의 이해 증진에 기여

할 수도 있고,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있어서 동 지역 내 그리고 지역 외의 국가들

의 역량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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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 ITH/09/4.COM/COMF.209/14 무형문화유산긴급보호목록 등재신청 평가

 _ ITH/09/4.COM/COMF.209/15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 활동 

제안 평가(18조)

프랑스와 리비에라 유네스코 문화분과 사무총장보의 연설문

WHC.09/33 COM/20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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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는 그동안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을 감행해왔다. 서구문화에 대해 

비서구문화를, 남성 문화에 대해 여성문화를, 엘리트 문화에 대해 민속 문

화를 그리고 유형문화에 대해 무형문화에 행한 차별이 그것이다. 근대이후 서구

의 팽창과 더불어 서구 문화는 비서구 문화에 비해 더 합리적이고 가치 있고 우

월한 문화로, 비서구 문화는 야만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열등한 문화로 주장·인

식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은 지구촌화하는 현대에서 서구 문화는 전 세계로 확산

되는 반면, 많은 비서구 문화는 상대적으로 위축되거나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남성 문화에 대해 여성문화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치와 중요성이 낮은 문화

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엘리트 문화에 비해 민속 문화는 뒤떨어지고 낡은 문화

로 대접받았고, 사라져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해 왔다.

유형문화유산에 비해 무형문화유산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소홀하게 여

겨졌다. 유네스코는 1972년 세계문화유산협약을 채택한 바 있지만 이때 문화유

산의 범위는 피라미드나 만리장성과 같은 유형문화유산과 자연유산에 한정되었

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그보다 31년 늦은 2003년도에 협약이 채택된 사실

은 무형유산에 대한 상대적인 차별을 잘 보여준다.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역량 강화와 국제협력

임돈희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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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대한 이와 같은 이분법적 인식이 불공정하다는 점을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인류학, 민속학 그리고 여성학과 같은 분야의 발전은 문화간의 위계가 올

바르지 않다는 점을 경고하면서 모든 문자는 나름대로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점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유네스코의 ‘문화의 다양성선언(2001)’ 역시 이러한 원

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1972년 세계유산협약 이래 몇몇 유네스코 회원국들은 전통 문화와 민속에 대

한 보호제도를 설치할 것을 권유해 왔다. 1989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마침내 ‘전

통문화와 민속보호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가 채택되었고, 유네스코는 그후 회원국들에 대해 무형문화보존 훈련 프

로그램의 실시, 무형문화유산 목록 작성 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1989년 권고만으로는 무형유산 전통문화의 보존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

에 경험에 의해 유네스코는 여러 차례의 전문가회의를 거쳐 1998년 제155차 집

행위원회에서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선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세계무형문화유

산 걸작 선포 작업이 시작되었다. 각 회원국이 프로그램에 따라 2년마다 하나의 

무형문화유산 후보를 제출하면 국제 심사위원 심사를 걸쳐 무형문화유산으로 선

정하는 것이다.

이 인류구전및 무형문화유산 걸작 선포는 2001년 19개, 2003년 28개, 그리고 

2005년 43개의 무형문화유산이 등 총 90여개의 유산이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선

정되었다. 

이 인류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 선포는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과 호흥을 

불러 일으켰다. 2001년 선정때는 총 31개국이 신청하였으나 2005년에는 약 3배가 

늘어난 90여개국이 후보작을 제출할 정도로 단기간에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이 고조되었다. 그리고 이 무형문화유산 걸작선에 대한 관심은 무형문화유산협

약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2003년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제 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는 10월 17일 회원국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그동안 많은 노력을 들인 무형문

화유산보호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to Safegu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이 통과되었다. 

이 협약은 법적 효력을 지닌 이 협약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세계무형문화유산은 

회원국들의 긴밀한 협조와 감시 하에 보호·보존 될 수 있게 되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은 2003년 10월 17일에 통과하였지만 이 협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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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되기 위하여는 회원국의 30개국이 비준하여야 한다. 그런데 2006년 1월 20

일에 루마니아가 제30번째 나라로 이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그로부터 3개월 후인 

4월20일부터 협약이 정식 발효되게 되었다. 유네스코 고이치로 마쓰우라Koïchiro 

Matsuura 사무총장은 “무형유산에 대한 전 세계의 지대한 관심, 그리고 근대화와 

세계화 과정에서 위협받고 있는 무형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 조치가 시급하

다는 전 세계적인 공감”이 2003년 10월 총회에서 협약이 통과 된지 3년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발효요건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견해

를 밝힌 바 있다.

발효 후 무형문화유산협약 당사국 총회General Assembly of States Parties 가 만들어 

졌고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도 구성되어 업

무를 담당하고 있다. 협약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어 지금 현재 무형문화유산 협약

에 가입한 국가는 144개국에 이른다.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유형문화유산이 

과거의 인류의 역사적 자산이라면 무형문화유산은 과거 역사적 경험을 갖고 오

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살아있는 전통문화이다. 유형유산이 고정적이고 변화하

지 않는 모습이라면 무형문화유산은 시대에 따라 항상 변화하는 역동적인 모습

이다. 즉 유형문화유산은 죽은 유산이라면 무형문화유산은 살아있는 문화이다.

따라서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협약의 내용도 다르다. 유

형문화유산 협약에서 강조하는 것은 ‘진정성authenticity’이다. 즉, 역사적 건물과 유

적이 특정 시대에 만들어진 진짜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

은 시대에 따라 항상 변하기 때문에 특정시대의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와 

관련된 진정성을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무엇보다 무형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는 문화유산의 다양성과 평등

성을 강조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 간에 어느 유산이 다른 유산

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것이 1972년의 세계

유산협약과 2003년의 무형문화유산협약과의 차이점이다. 1972년의 협약에는 제

1조와 제2조에 (유형)문화유산의 선정 기준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들고 있으나, 2003년의 무형문화유산협약의 정의에는 그런 가치적

인 정의가 들어 있지 않다. 다만 두 가지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대해 언급하고 있

다. (1)긴급 보호 목록Urgent Safeguarding List과 (2)대표목록Representive List(협약 제16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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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세계유형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outstanding universal value’ 역

사적 유적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고 있다. 즉 피라미드, 만리장성같은 ‘위대한’ 

역사적 건축물 등의 지정이 그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건축물이 많은 나라는 문명

국이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상대적으로 열등한 나라라고 인식되어 왔다. 그런 의

미에서 유럽은 그동안 세계유형유산의 대부분을 독점하다시피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유적지를 갖지 못한 나라는 박탈감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된 90여개의 무형문화유산의 목록은 

비서구사회의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된 90개국(이 

중 7개는 다국적 무형문화유산이다)의 무형문화유산 중 아시아태평양지역이 27

개로 압도적인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아부다비에서 새로 대표목록으로 지

정된 77개의 대표 목록도 아태지역의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무형문화유산은 그 나라나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세

계화와 지구촌화하는 시대에 서구의 문화가 전 세계에 급속히 퍼져가면서 각 나

라의 전통 문화가 급속히 사라져 가는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고유 

문화 전통인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물론 서구에서도 전통 문화

는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는 ‘옛것’이

고 새 시대에 맞는 새 문화는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그

러나 비서구 국가의 입장에서는 다르다. 사라져 가는 옛 전통문화는 ‘우리 것’이

고 대신 들어오는 것은 서구 문화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판소리 경우를 보

면 자명해진다. 따라서 비 서구 국가들이 전통문화유산의 보호에 특히 관심이 많

은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유네스코가 그동안 펴 온 일련의 세계무형문화 보호 정책은 다음과 같은 면

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유형문화 위주의 문화개념에서 무형문화

유산도 유형문화유산만큼 소중한 인류의 가치 있는 자산이라는 인식을 가져온 

점이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그동안 유형문화유산 정책의 영향력과 주도권이 서

구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비서구 사회의 관

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가장 큰 잠재적 가치는 세계화·지구촌화하는 현대 사회에 

있어 어떤 특정 지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이미 근대는 서구화의 영향으로 서구에서 창조된 문화가 전 지구적으로 확

산되어 소비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예로 미국의 음악, 춤, 영화 그리고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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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소비되는 것을 우리는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다. 지구촌 어디를 가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음악과 춤을 즐기고 똑같은 음

식을 먹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며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다양한 종이 지구상에 존재하여야 건강한 지구이지 하

나의 종이 다른 모든 종을 멸망시키고 존재한다면 지구의 종말을 가져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화의 막강한 영향하에 있는 비서구 사회에서 사라져 갈 

위치에 있는 전통문화인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존속시킴으로써 다양한 인류 

문화를 존치시키는 일이야말로 인류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정책의 방향은 유형문화유산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

다는 점을 위에서 논의하였다. 세계유형문화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outstanding universal value’ 역사적 유물 유적을 선정해 왔다. 그동안 세계유형문화유산

으로 선정된 대부분의 유산이 서구에 집중 분포됨으로써 서구 중심적이고 다른 

문화를 타자화하는 데 익숙해져왔다. 세계유형문화유산이 많은 지역은 더 문명

화되고 역사적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는 우월감을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형문화유

산이 적은 나라는 열등의식을 가져온 게 사실이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한 극심한 경쟁이 이러한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등재유산 수를 기준으로 한 

위계적 평가와 유산간의 경쟁을 강조하는 세계(유형)문화유산정책은 서구의 논

리로서 이 때문에 서구사회가 유형문화유산정책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다.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무형문화유산정책은 유형문화유산정책과는 확연히 다

른 패러다임으로이어야 한다. 세계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선정되고 해서 그

렇지 않은 무형문화유산보다 더 가치적으로 우월하다는 관점을 버려야 한다. 가

치적, 위계적 그리고 경쟁적 관점보다는 모든 무형문화유산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는 상대적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무형문화유산을 생산하고 보유하

는 집단의 입장에서 그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보는 관점을 길러야 한다. 세계무

형문화유산이 ‘평등한 존중과 배려’를 받는 그런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우리는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논의할 때는 위와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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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국제 협력

이처럼 유형유산과 무형유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의 국제적 

협력은 무형문화유산 협약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평등한 존중과 배려를 하는 무형문화유산의 국제 협력의 양상은 어떠해야 하

는가?

우선 각 나라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 해야 한다. 다른 나라의 

집단의 무형문화유산을 이해하는 관점을 길러야 한다. 유형유산과 달리 무형문

화유산과 연행자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 

각 나라의 무형문화유산은 인류의 보편성과 그 무형문화유산이 창조되고 전

승되는 지역 공동체의 특수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그 지역 

공동체 주민에 의해 수천년 또는 수백년에 걸쳐 오랜 시간동안 전해져 내려온 역

사성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오늘날까지 시대에 따라 변화하면서 전승되어온 살

아있는 전통이다. 그러므로 지역적 특수성이 거기에 녹아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한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이 타지역으로 소개될 때는 그 무형문화유

산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타지역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그런 

역사적·사회적 맥락의 설명없이 무형문화유산 자체만을 타 지역에 소개한다면 

그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고 본다.

나는 중국 예술원 주최의 무형문화유산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했을 때 미국 캘

리포니아대학에서 민족음악을 가르치는 교수를 만난 적이 있었다. 그분은 나에

게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인 판소리를 미국학생들에게 강의한 경험을 얘기해 주

었다.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판소리를 들려주었는데 반응이 호의적이 아니었

다고 한다. 지루해하고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강의에서

는 ‘서편제’라는 영화를 먼저 보여주고 판소리를 들려주었더니 학생들이 판소리

에 관심을 갖고 판소리의 예술성에 대해서도 호감을 가졌다는 경험담을 얘기해 

주었다. 즉 무형문화유산 자체만을 소개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으며 그 무형문화

유산이 처한 역사적·사회적 문화적 상황context을 같이 소개했을 때 그 무형문화

유산에 대한 이해와 감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무형문화유

산을 창조하고 전승해 온 개인, 집단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저작권도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점이다. 그 무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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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창조하고 전승시켜 온 집단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보

통 우리가 저작권이라고 할때는 개인이 창조한 예술에 한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은 어떤 개인의 창작물이 아닌 지역 공동체 집단의 산

물이다. 무형문화유산의 관리와 소유라는 주제에 관련해 지금 현재 세계지적재

권기구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전통 지식traditional knowledge’, ‘전통

적 문화표현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을 보호하는 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 법

의 수혜자는 이 무형문화유산을 소유한 지역 공동체 주민들이다. 저작권법은 그

들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뿐만 아니라 그들

의 문화적 표현이 부정적으로 사용되거나 그들을 멸시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마련하고 있다. 이 법은 대체로 관습법에 기반하여 만들어질 것이라고 

본다. 두 가지 방법으로 관습법을 사용할 수 있다. 한 가지는 관습법 자체를 법으

로 사용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관습법을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다. WIPO는 국내법적인 문제와 국제법적인 문제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 

Ⅱ. 지역적 역량 강화

무형문화유산협약이 발효되고 많은 나라들이 이 협약에 가입하였지만 대부

분의 나라에서 무형문화유산은 유형문화유산에 비해 그 중요성을 인정 받지 못하

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1960년대 문화재법을 도입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화

재라면 석굴암이나 남대문 같은 유형문화재만 가치 있고 보전해야 한다고 생각했

다. 굿이라든가 가면극 같은 무형문화재는 문화재라는 인식도 거의 없었고 보존

해야 한다는 생각은 더욱 없었다. 또한 대부분의 민속 예술인들은 사회적으로 천

시를 당하는 집단에 속하였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의 초대 

무형문화재분과 위원장이였던 임석재 선생님께서 자신의 회고담에서 당시 탈춤

을 추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추는 탈춤이 훌륭하고 지켜 나아가야 할 예

술이기 때문에 인간문화재를 시켜 줄 테니 계속 탈춤을 추라고 권해도 거절했기 

때문에 몇 번이나 찾아가서 겨우 설득 했다고 말했다. 40년이 지난 지금은 서로 

인간문화재를 하겠다고 하는 것과는 격세지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유산은 유형문화유산에 비해 그 중요성을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그 어느 나라보다도 관심을 많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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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고, 인간문화재 제도를 갖고 있는 한국의 경우도 한국 문화재청 예산의 10%미

만 무형문화유산에 쓰여지고 있다. 한국만큼 무형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은 일본

도 10%미만의 예산이 쓰여진다고 들었다. 무형문화유산보호의 경험이 없는 다른 

나라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각 회원국들은 무형문화유산의 중

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유형문화유산에 쓰이는 만큼의 예산을 배정하여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도록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유네스코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세계유산센터에 비해 무형문화유산과는 예산, 조직, 인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 빨리 확대 하여야 한다).

무형문화유산에 배정되는 예산의 결여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을 담당할 

기관과 전문 인력의 부족 등도 지역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문제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연구기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 집단,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관심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2003년 무형문화유산협약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는 개인, 집단 공동

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는 지역사회가 그 무형

문화유산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역 역량을 키우는 일

이라 하겠다. 

예를 들어,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등록하고 지정하는 데 

지역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민

들이 그들의 무형문화유산을 정의하고 지정하도록 하며 정부나 연구기관, 비정

부기관은 그들을 돕고 협조하여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무형문화유산을 기록하

는 방법이나 기록용 녹음기나 촬영기술들을 습득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무

형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노인들을 무형문화유산의 스승 또는 지도자로 선

정하고 그들을 통하여 그 무형문화유산이 젊은 세대들에게 전승되도록 하는 방

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그들의 무형문화유산이 표상되고, 유지되고 또 이용 가능 

하도록 즉 지역 문화센터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부기관이나 지역 기관과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가 공식화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이 공식적인 기관의 일원으로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결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담당자가 국가적, 지방적, 읍·면 단위의 모든 정책에

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그 지역의 학생들이 학

교 프로그램 중의 일부로 목록 작성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젊은 세대들이 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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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에 관심을 갖게 하는 방안 중의 하나이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의 목록 작성에는 궁극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의 정보를 조

직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사용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database화 하여야 한다. 

특히 사라져 갈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은  특히 긴급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

다.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는 지역민들이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모든 업

무를 주체적으로 수행 할 때 지역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

Ⅲ.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와 국제협력

유네스코는 지난 10월 21일 제35차 총회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한국, 중

국, 일본에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를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기구으로 인정 한 바 

있다. 대체적으로 한 지역에 하나의 센터를 인정한 과거의 관행에 비해 이례적이

다. 

세 곳의 무형문화유산센터 가운데 한국은 무형문화유산의 정보와 네트워크 

분야, 중국이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의 교육 훈련, 그리고 일본이 조사 연구분야를 

각각 맡기도 했다. 

아태지역에 이렇게 세 곳의 센터가 지정된 것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유형문화유산의 보호방안에 비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정책은 왕도가 

없을 만큼 다양하다. 예를 들어, 중국의 목조 유형유산 보호 방법은 한국의 목조

건물 보존 방법에 쉽게 응용할 수 있다. 그만큼 보호 기술의 응용성이 뛰어나다. 

유형문화유산의 보호방식은 큰 변형을 가하지 않고서도 다른 지역의 유산에 적

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의 경우는 다르다.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와 개념

이 포괄적이고 무형문화유산 자체가 다양하며, 이 무형문화유산은 한 지역의 역

사적, 사회적, 문화적 산물이기 때문에 한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방안을 다른 

지역의 보호 방안으로 응용하기란 유형문화유산만큼 쉽지 않다.

물론 협약에 무형문화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만 무형문화유산 개념은 

너무 많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해석과 이해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 어떤 나라는 무형문화유산이 행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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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보호하여야 할 분야로 인식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다. 또한 무

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도 각 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르다. 서구

화, 산업화,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지역에서는 그들의 전통문화가 급격히 사

라져가는 위기에 직면해 자연히 고유의 문화인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인식이 

높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인식이 낮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을 둘러싼 다양한 상황 뿐만 아니라 유형문화유산에 비

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연구성과가 많이 축적된 것도 아니고 연구 인력 또한 풍

부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앞으로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의 인간문화

재 제도나 일본의 무형문화유산보호제도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훌륭한 정

책이지만 그것이 모든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이외에

도 다양한 보호 방안이 있을 것이다. 다양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무형문화유산

의 보호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세 나라의 무형문화센터는 그들이 분담한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지만 또한 상호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무형문화유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전 세계 인구의 60%가 이 지역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이 

존재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무형문화에 대한 관심은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걸작으로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이 수적으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대표목록으로 등재된 무형문화의 숫자도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많다.

그러나 한편 아태지역에서도 나라 간 지역 간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편차가 많이 있다. 아태지역에서도 한국, 중국, 일본은 무형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으나 그렇지 않은 지역과 나라도 많다. 한국, 중국, 일본의 대표목록은 많이 등

재되어 있으나 네팔, 태국등의 아시아 지역의 나라들과 태평양지역의 나라들 중 

아직 하나도 등재 신청을 하지 않은 나라들이 있다. 아태지역센터들은 이 지역들

이 앞으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지역적 편차

를 없애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태지역에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세 나라의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센터가 생겨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업무를 분담하게 된 것은 무형문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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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보호를 위해 다행한 일이라고 본다. 그리고 여기서 마련된 보호 방안들이 다

른 지역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보와 네트워킹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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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한국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가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기구로 공식 지

정된 데 대해 나와 인도네시아에 있는 동료들의 진심어린 축하를 전달하

고 싶다. 우리는 이 센터가 중국과 일본에 설립된 센터와 협력해 유네스코 협약

(2003) 제19조의 정신에 따라 아시아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모두 한국이 이렇게 많은 국가의 참가자들을 초청하

여 서로 경험을 교류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해 준 데 고무되어 있으며, 이는 인류의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우리의 노

력을 더욱 빛나게 해 줄 것이다.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무형문화유산보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하는 일

은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2003)1의 핵심 목표 중의 하나이다. 무형문화유산

에 대한 소극적 인식 제고가 정보 보급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적극적인 인식 

  *_ 본 원고는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국제회의 : 정보와 네트워킹 어떻게 할 것인가’(대한민국 서울 2009. 

11. 3-4)를 위해 제출되었음. 

**_ 연락처 : gaura@cbn.net.id

  1_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2003) 전문, 제1조(c), 제14조.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대중인식 제고*

가우라 만차차리타디푸라**

인도네시아 크리스사무국 차장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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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는 청소년을 포함한 대중이 보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네트워

킹이 형성될 때 가능하다.   

필자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청소년 등 대중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향상시키

기 위해 인도네시아가 사용한 여러 접근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네

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 또는 등재 후보로 신청된 와양Wayang, 크리

스Kris, 바틱Batik, 앙클룽Angklung 등 인도네시아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노력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주도한 소지역 차원의 노력(아세안인형극협회)도 참조할 

것이다. 필자는 이 모든 활동에 직접 관여한 바 있다. 접근방안을 소개하자면 다

음과 같다. 

1. 무형문화유산 협회 설립, 강화, 네트워킹

2.  청소년 대상으로 비형식 교육기관(상가르, 파구유반)을 통한 교습자료 구

비 및 전승 촉진

3. 학교 및 대학 교육과정에 무형문화유산 수업 편성

4. 대중 행사개최 청소년의 참여

5. 미디어를 통한 인식 제고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도출하고 향후 실천을 위한 전반적

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Ⅰ. 무형문화유산 협회 설립, 강화, 네트워킹

특정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및 향유자로 구성된 협회는 해당 유산의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협회 회원, 일반 대중, 청소년 등의 무형문

화유산에 대한 인식도 증진할 수 있다. 정부 관료는 통상 격무로 인해 개별 무형

문화유산에 주의를 기울일 시간이 없지만, 협회는 정부와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한 협회가 아직 없다 하더라도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이 있다면, 이들이 협회를 설립하여 특정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및 향

유자 간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할 수 있다. 협회가 이미 설립되어 있다면 협회를 

강화하고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및 인식증진을 위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다.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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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미 다수 존재하지만 서로 소통하거나 협력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이런 경

우에는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협회들을 모으고 이들 간의 네트워

킹을 진작할 수 있는 상부 단체나 포럼을 창설하는 것도 한 가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1970년대부터 인도네시아와양사무국SENA WANGI, 인도네시아달랑협회

PEPADI 등 두 개의 와양 전국협회가 활동해 왔다. 이외에 상가르라고 불리는 와

양 인형극 비형식 학교가 많이 있다. 와양의 보호와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에는 

이러한 학교를 지원하는 일도 포함된다(아래 2 참조). 협회들은 정기적으로 와양

에 대한 전국 워크숍과 세미나를 열어 이러한 학교들을 초청함으로써 학교 간 네

트워킹을 진흥했다. 

2006년 중반 인도네시아와양사무국은 제1차 아세안 인형극 축제(2006.11.30-

12.3/자카르타)를 개최했다. 축제에 맞춰 아세안 인형극 심포지엄이 열리고 아세

안인형극협회APA 선언이 발표되었다. 2006년 12월 2일 인도네시아 부통령이 참

석한 가운데 아세안 10개국 중 9개국 인형극 공동체 대표가 APA 선언에 서명했

다. 다음 날 미얀마 인형극 공동체 대표가 선언에 동의함으로써 아세안 10개국 

예술가들이 가입하게 되었다. APA는 정관과 의사규칙을 제정하고 사무국을 설

립하였으며 연례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다. APA의 목적은 소지역, 즉 동남아시아 

차원에서 인형극 유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크리스의 경우, 파구유반이라고 불리는 크리스 애호가 비공식 협

회가 만들어져 곳곳에 확산되었으나, 전국협회는 없고 협회들 간 비정기적인 네

트워킹만 있었다. 몇몇 공동체 회원들이 전국 사무국 설립을 제안하여 선언과 사

무국 정관 및 의사규칙 만들어졌다. 2006년 3월 12일 요그야카르타의 브레데부르

크 포트 박물관에서 열린 제2차 전국 크리스 세미나에 협회 대표들과 대학, 박물

관 등 관계자가 모여 인도네시아 크리스 사무국SNKI 설립을 선포했다. 필자도 문

서 기초작업에 관여했고 이후 2대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었다. 처음에 15개 협회가 

SNKI2 설립에 참여했으나 이후 더 많은 협회들이 합류하면서 현재 SNKI는 서로 

다른 지역의 30개 협회를 조정하고 ‘크리스Kris’라는 잡지도 발간한다. 

2_ 인도네시아 크리스 사무국(SNKI) 선언문, 200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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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바틱은 이미 애호가 협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 몇몇은 야야산 

바틱 협회(인도네시아 바틱 재단)와 같이 규모가 크고 전문적이었다. 요그야카르

타에 있는 세카르 자가드 파구유반은 무형문화유산이 있는 많은 지역의 바틱 애

호가들이 파구유반을 설립하도록 장려해 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페칼롱

안 바틱 박물관, 수라카르타 다나르 하디 박물관, 요그야카르타 술탄 팰리스 바

틱 박물관 등과 같은 박물관과 개별적인 바틱 공동체 회원들이 있다. 당시 전국 

규모로 바틱 무형문화유산 보호 의사를 밝힌 조직은 없었다. 기존 조직과 재단은 

이미 각 지역에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왔으므로, 상급 조직보다 인도네시아 바

틱 공동체 포럼Forum MASBATIK을 창설하는 것이 최선책으로 인식되었다. 7명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8월 22일3에 포럼 창설이 선포되었다. 

앙클룽 음악협회MMA(자카르타), 사웅 앙클룽 우드조SAU(반둥) 등 앙클룽 조

직은 두 개가 있다. 이외에도 많은 무형식 앙클룽 집단이 학교와 대학교에 있다. 

상급 조직이나 포럼이 조직되지는 않았지만, 2009년 8월 11일4 모든 관계자가 앙

클룽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상호존중과 협력을 목표로 선언문을 채택했다. 

조직 측면에서 볼 때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무형문화유산이나 아세안인형극

협회와 관련된 필자의 다년간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무형문화유산보호와 인식

제고를 위해 어느 정도의 조직화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나 과도하게 관료화되

어 행정기능에 치우친 나머지 현장에서 실제적인 무형문화유산보호와 인식제고

에 시간과 노력을 쏟지 못하는 협회나 포럼이 생기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관료

주의적 기능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5 무형문화유산 조직은 다루기 어려울 정도

로 규모가 커지면 곤란하다. 해당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 진정한 관심을 가

진 협회들이 있다면 분명 이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

년을 참여시키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려면 때때로 협조와 지도가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할 것이다.

3_ 인도네시아 바틱 공동체 포럼 선언문, 2009. 8. 22

4_ 인도네시아 앙클룽 공동체 회원단체 간 상호존중과 협력에 대한 선언문.

5_ 베트남 하노이에서 문화유산부 관료들을 대상으로 한 가우라 만차차리타디푸라의 발표 ‘무형문화유산보

호 우수 및 실패사례’(2008.12.17)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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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청소년 대상 비형식 교육기관(싱가르, 파구유)을 통한

    전승 교습자료 구비 및 촉진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향유자들을 위한 상가르 학교와 파구유반 협회는 일반

적으로 비형식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젊은 세대에 무형문화유

산을 전승하는 데 사용하는 교습자료나 교육과정, 조직화된 전략이 부재하다. 과

거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은 대개 구전 또는 비형식적 방법에 의존했다. 구전과 비

형식 교습방법을 보존하는 한편, 훈련 매뉴얼 및 시청각 자료의 형태로 교습자료

를 만들어 무형문화유산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고 조직들의 교습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한국은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125개 기관, 4,259명의 보유자와 

전승자를 다양한 범주를 두어 지원하는 본보기이다.6   

유네스코 신탁기금에서 지원받은 자금으로 인도네시아와양사무국이 2005년

부터 2007년까지 실시한 인도네시아 와양 무형문화유산보호 실천계획의 일환으

로 많은 양식의 와양 인형극을 위한 교습자료가 개발되었다. 여기에는 수라카르

타, 요그야카르타, 시레본, 발리 양식의 와양 쿨리트(그림자 인형극)뿐만 아니라 

서(西) 자바 골렉 순다, 심각한 소멸위기에 처한 두 종류의 와양인 남(南) 수마트

라 와양 팔렘방과 남(南) 칼리만탄 와양 반자르도 포함한다. 훈련 매뉴얼 및 시청

각 자료로 구성된 교습자료는 숙련자, 전문가, 예술 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마

련되어 상가르 전통 학교에 배포되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교사들은 재

정적 보조금을 받았다. 약 15개 학교가 지원을 받았다. 위험에 처한 두 종류의 와

양에는 인형과 반주 악기인 가믈란을 복제하고, 생존해 있는 소수 숙련자의 교습 

및 학생들의 훈련을 기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이 책정되었다. 이 프로그램

은 양과 질의 측면에서 모두 와양 무형문화유산보호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와양 

팔렘방과 와양 반자르는 소멸위기에서 성공적으로 구출되어 지금은 다시 발전하

고 있다.7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실시한 크리스 무형문화유산보호 실천계획의 일환으

로 크리스 문화유산 교습자료 개발이 제안되었다. 이 제안은 당시 시행되지 못했

으나, 중부 자바 수라카르타 외곽에서 크리스 숙련 장인들을 훈련시키며 바수키 

6_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분류목록 심포지엄’(2009.8.19,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박성용의 발표에서 인용.

7_ 2005-2007 인도네시아 와양 무형문화유산보호 실행 계획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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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구 유워노가 운영하는 전통 상가르에 의해 민간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몇몇 활

동은 자카르타 다마르타지DAMARTAJI 재단이 수행하고 있다. SNKI 역시 크리스 

애호가들의 마구유반 협회를 지원해 오고 있다. 

요그야카르타에 있는 세카르 자가드 파구유반과 같이 바틱 공동체 중 몇몇 

협회는 소책자 형태로 교습자료를 갖췄다. 다른 곳들은 바틱 무형문화유산에 대

한 시청각 자료를 마련했다. 몇몇 협회는 바틱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하기 위해 워크숍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 특히 젊은 세대에 중점을 둔다. 

앙클룽 무형문화유산 전승을 위한 교습자료는 현재 매우 적은 편이다. 앙클

룽 음악협회MMA, 사웅 앙클룽 우드조가 소형도서, 보고서, 소책자를 제작해 배

포했다. 앙클룽 교사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교습자료를 준비한다. 이 분야에서 앙

클룽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더 많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는 비형식 학교나 협회가 사용할 교습자

료 구비를 지원하는 일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을 증진하고 지속

적인 보호 노력에 동참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Ⅲ. 학교 및 대학 교육 과정에 무형문화유산 수업 편성

전통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은 비형식 교육을 통해 세대간에 전수되어 왔다. 예

를 들면, 비형식 학교나 센터(인도네시아의 상가르)에서 숙련자가 일정한 교육

과정 없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다. 흔히 학생은 스승을 섬기며 가족처럼 생활한

다. 이런 체제는 오늘날에도 어느 정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지

난 50년동안 줄곧 학교와 대학교의 공식교육이 교육의 지배적인 형태로 자리잡

아 왔다. 6년간, 지금은 9년간 의무교육이 시행되면서, 청소년은 종종 학교 교육

과정 밖의 다른 것을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다. 많은 경우 청소년 사이에서 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고 시청각 자료와 서양 대중문화가 그 자리를 대

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분야의 무형문화유산 관

계자들은 무형문화유산 수업을 과외활동 또는 ‘지방 고유 수업’으로 학교와 대학 

교육과정에 편성할 것을 제안해 왔다. 핵심 교육과정 틀에 ‘지방 고유의 내용’을 

포함하자는 의견은 2003년 법률 제20호가 제정되면서 촉진되었다. 법률20호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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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는 초등 교육 수준에서 수업을 전달하는 언어로 공용어 바하사 인도네시아와 

함께 지방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36조 2항, 제3항 제4호는 다양한 지

방 잠재력에 맞춰 교육을 다양화하도록 명시한다. 제37조 제10호는 국가교육 교

육과정에 지방 고유의 내용을 넣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 고유의 내용’

은 지방어, 예술·문화, 문화다양성 원칙 지지를 포함한다. 지방정부에 관한 2000

년 법률 제32호, 지방자치 지원실 설립에 관한 대통령 시행령 제106호는 지방 정

부가 지방어, 의복, 예술, 음식 등 지방 문화에 주목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

했다. 와양의 교육 시수 편성은 그동안 종종 제안되었으나 실시되지는 못했다. 와

양 인형극과 문화를 가르치는 직업고등학교 몇 곳과 와양 인형극 학위 과정이 있

는 대학 네 곳이 있지만, 와양은 일반 학교 교육과정에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크리스 문화가 있는 지역의 학교 교육과정에 해당 수업을 편성하도록 

하는 실행 계획을 공동체가 제안하였으나 아직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크리스 무

형문화유산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상당한 성공을 이룬 대학이 ISI 수라카르타

(예술 대학교)이다. 학생들의 과외 활동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어 결

국 학과로 발전하게 되었다.8     

학교와 대학 교육과정에 무형문화유산 교육과 훈련을 포함하기 위해 가장 큰 

노력과 성공이 경주된 분야는 인도네시아 바틱 무형문화유산이다. 중앙 자바에 위

치한 페칼롱안시(市)에서 특히 성공적이었다. 2005년 페칼롱안시 시장은 시내 모

든 학교에서 바틱 무형문화유산 교육과 훈련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아래와 같다.

• 초·중·고등학교, 직업학교, 전문학교에서 젊은 세대가 문화유산인 인도

네시아 바틱에 대한 역사, 문화적 가치, 전통 기술 등에 대한 인식과 이해

를 증진한다.  

• 젊은 세대에 바틱 문화를 전수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교장, 교사, 학부모

와 페칼롱안 내 바틱 공동체의 인식을 증진한다. 

• 바틱의 문화적 가치와 전통 수공예 훈련 등 학생과 일반 대중을 위한 교육 

활동에 바틱 박물관 경영진과 직원을 참여시킨다.   

8_ 다마르타지 재단이 제출한 인도네시아 크리스 등재신청문서(2004)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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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칼롱안시에 있는 230개 교육 기관 중 바틱 문화유산을 가르치는 수가 

2005-2006년에 1개에서 2006-2007년에 100개, 2007-2008년에 194개, 2008-2009

년에 230개에 이르게 되어 현재 페칼롱안시 교육기관의 100%가 모든 학생에게 

바틱 문화유산을 가르치고 있다. 

프로그램은 아래의 평가와 같이 분명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9 

• 모든 응답자가 프로그램을 좋아했다. 한 초등학생은 매일 바틱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원했다.

• 모든 응답자는 프로그램이 모든 참가자들에게 바틱 문화유산과 전통 수공

예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했다.

• 교장 및 교사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활발해졌다고 생각하며, 이는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미래에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유익한 기술을 제공하

고 학생들의 집중력, 인내력, 자신감, 협업 기술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

이라고 평가했다.

• 학생들은 자신들이 배운 것을 기초로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바틱 디자인을 

고안하기 시작했다. (예 : 학교 로고를 바틱으로 제작)

• 몇몇 학생들은 함께 모여 바틱 하나를 공동으로 작업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방법을 익혔다(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

• 프로그램은 페칼롱안 지역뿐만 아니라 바탕, 페말랑, 테갈 등 인근 지역으

로 확대되었다. 

•바틱 박물관 관람객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초청한다.

• 학생들은 훈련 중 그들이 스스로 제작한 바틱을 집에 가져가 부모나 친구들

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인터뷰에 응한 학생들은 스스로 성취한 것에 대해 자

부심을 나타냈다. 이는 바틱 문화유산에 대한 부모와 일반 대중의 인식 증

진에 기여한다.

• 프로그램에 참가한 훈련가, 교사, 학생들 모두에게서 행복감과 열의를 볼 

수 있었다. 모두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확대되기를 희망했다.10 

9_ 페칼롱안시 참가자와 바틱 공동체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한 실시된 인터뷰 조사(2009.1.30, 2.13-14).

10_ 우수사례 등재신청서 ‘바틱 박물관이 협업한 페칼롱안시 학교와 폴리테크틱 학생을 위한 인도네시아 바

틱 무형문화유산교육과 훈련’(2009)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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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우수사례Best Practice for 

Safeguarding ICH로 유네스코에 신청되었다. 프로그램은 2009년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아부다비에서 평가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이 우수사례로 유네스코에 등

재된다면, 페칼롱안 바틱 박물관은 적극적으로 외국 연구자들의 방문을 받아들

이고, 각국이 응용할 수 있는 예로서 프로그램을 참관하도록 할 것이다. 이 프로

그램은 다른 종류의 무형문화유산에도 쉽게 응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앙클룽 또한 학교 교육과정에 앙클룽 무형문화유산을 포함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서 자바 지역(앙클룽 문화유

산이 가장 많이 발견됨), 특히 반둥시(市)이며, DKI 자카르타와 반텐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온음계의 앙클룽 또는 앙클룽 파댕이 개발된 이후, 앙클룽 문화는 모든 수준

의 학교와 대학의 과외 활동을 통해 전승되고 있다. 앙클룽 교육은 나름의 구전 

방식이 있어, 앙클룽에 대한 교과서는 거의 없다. 앙클룽 무형문화유산 등재신청 

준비과정에서 만난 응답자 76명 모두 아이들이 앙클룽을 배우고 싶어한다는 데 

공감했다. 응답자 중 22명의 학생(유치원생 2, 초등학생 4, 중학생 5, 고등학생 6, 

대학생 5)들이 앙클룽 배우는 것을 좋아했다. 이는 교장 9명, 앙클룽 음악 훈련가 

9명으로부터도 확인되었다.11

응답자 76명은 경험상 앙클룽이 문화적 대화와 의견 교류의 도구가 되며, 연

주자 간 상호존중을 증진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앙클룽은 연주자 간 협력과 상호

존중 없이는 연주가 불가능하다. 댕 소에티그나에 따르면, 오비 위라미하르드자

Obby A.R. Wiramihardja12, 비타 무티아라, 인터뷰에 응한 교장 9명과 앙클룽 훈련가 

9명이 확인한 바대로, 앙클룽 합주는 연주자, 특히 어린이의 선한 심성을 발달시

킬 수 있다. 이러한 선한 심성은 예술적·음악적 감각뿐만 아니라, 협력(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 규율, 책임감, 집중력, 상상력, 기억력, 상호존중, 동기부여, 평

등의식, 감수성, 섬세함을 포함한다. 리아오주 바탐섬에서는 앙클룽 오케스트라

가 ‘성격 형성’13에 활용된다. 또한 앙클룽은 뇌졸중 환자, 자폐 어린이, 뇌장애 환

11_ 인도네시아 앙클룽의 유네스코 무형유산대표목록 등재신청서에서 인용.

12_ 인터뷰(2009.8.1)

13_ 비타 무티아라, 씨, 파두안 수아라 에델바이스, 쿠르수스 피아노 에델바이스, 바탐, 2009. 앙클룽 연주를 

통한 성격 형성를 포함하여, 리아우 주 바탐섬에서의 앙클룽 오케스트라 훈련에 관하여 서술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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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치료하고 불치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안식을 주는 데 사용되어 왔다.14 

앙클룽 공동체 회원단체들은 앙클룽 문화가 있는 지역 내에서 더 많은 학교

가 앙클룽을 과외 활동 또는 지방 고유의 내용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도

록 정부가 권고할 것을 왔다. 학교에서 앙클룽을 가르치는 일은 한국에서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사웅 앙클룽 우드조에 따르면, 앙클룽이 한국의 많은 학교15에

서 시연되었고 2004년부터 한국에서 앙클룽 축제가 개최되었다. 

Ⅳ. 대중 행사 개최와 청소년의 참여

무형문화유산을 선보일 수 있는 대중 행사는 분명히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대

중인식 제고에 좋은 기회이다. 이러한 행사의 조직, 실행, 참여에 청소년이 관여

되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증진될 것이다. 

SENA WANGI, PEPADI는 정기적으로 와양 인형극 축제를 개최해 왔다. 이들 

행사에는 청소년이 조직위원회, 연행자, 참가자의 일부로 속해 있다. 축제와 공

연은 지역의 학교와 협력하기 때문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해 왔

다. 2008년 5월 21-24일 자카르카에서 PEPADI가 연출한 어린이 달랑(인형을 부

리는 사람) 축제는 주목할 만했다. 인형을 부리는 어린이 20명은 8~14세로, 6개 

지역에서 참여하여 각각 1시간씩 멋진 공연을 보여주었다. 그들 중 다수가 나중

에 ISI 수라카르타 예술 대학교에 입학하여 인형사puppeteer가 되고 싶어 했다.   

2006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회 아세안 인형극 축제는 인도네시아뿐만 아

니라 10개 아세안 국가에서 인형극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크게 증진한 행사였다. 

10개국 중 9개국이 공연한 인형극 각각을 수백 명의 학생들이 관람하여 자국의 

와양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의 인형극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넓혔다. 이 행

사는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문화를 통한 우정’을 쌓기에 충분했다. 많은 대

학생들이 조직위원회에서 일했다. 

2006년 3월 요그야카르타의 브레데부르크 포트 박물관에서 열린 제2차 전국 

크리스 세미나에 상당수의 요그야카르타 내 학생들이 크리스 문화유산 전시를 

14_ 반둥에서의 세미나, 2009.8.11

15_ 박선우 외 1인. (http://www.bambe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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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했다. 그들은 크리스 제작과정 시연도 관람했다. 2008년 11월에는 수라카르

타에서 개최된 문화도시 회의 일부로 만크흐네가란 팰리스에서 크리스 전시 및 

제작과정 시연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관했다. 

 2009년 8월 26-30일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겔라르 바틱 누산타라 

전시에 많은 학생들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바틱을 손으로 그려 만드는 요령을 배

우고 전시를 관람했다.

2009년 8월 11일 반둥에서 개최된 인도네시아 앙클룽 무형문화유산 등재신청

서 검증 세미나에 학교 어린이들과 대학생들이 참가했다. 인도네시아 33개 지역

에서 온 학교 어린이들이 앙클룽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도록 훈련받았고, 8월 17일 

자카르타 대통령 궁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에서 기타 바하나 오케스트

라의 일부로 참여해 공연했다. 

이러한 모든 행사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청소년 및 대중의 인식을 증진했다. 

사실 무형문화유산 연행자, 특히 청소년이 무형문화유산을 공연하거나 전시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무형문화유산보호와 발전에 대한 그들의 열정과 함께 인

식마저도 서서히 감소해 갈 것이다.

Ⅴ. 미디어를 통한 인식 제고

지난 몇 년간 와양, 크리스, 바틱, 앙클룽 등 인도네시아 무형문화유산에 대

해 실제로 수백 건의 신문 및 잡지 기사, 상당 시간 분량의 TV 뉴스와 특집보도

가 있었다. 2006년 제1차 아세안 인형극 축제도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다. 언론과 

전자 미디어 보도는 유산의 보호자로서 직접 관여된 몇몇 사람들을 넘어 무형문

화유산과 개별 유산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 물론 무형문

화유산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미디어가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정확히 보

도하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특정 유산이 가진 종교적, 비공개적 지식

과 기술에 접근을 제한하는 관행을 존중하는 한편, 지적재산권에도 유의해야 한

다.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거나 미디어에 의해 만들어진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은 그 성격상 수동적이고 순간적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적극적인 

인식과 무형문화유산보호 참여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접근

방안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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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네 가지의 인도네시아 무형문화유산, 아세안인형극협회(APA)의 소지역 사업

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접근방안의 활용은 아래와 같이 표로 요약

할 수 있을 것이다.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인식제고를 위한 특정 접근방안은 특정 무형문화유산

에만 적용되고 다른 유산에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유

산을 보호하면서 대중 및 청소년 인식을 제고하는 데 적합한 ‘범용 대책’ 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가 제시한 이러한 접근방안들이 유용한 정보가 되는 

한편,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인식제고를 위한 다른 나라의 노력에도 응용될 수 있

기를 바란다. 특히 유네스코 협약(2003)이 입안에서 실행 단계로 옮겨감에 따라, 

무형문화유산보호에 대한 보다 많은 네트워킹과 정보교류, 특히 아시아 인접국가 

간 협력이 우리의 보호 노력의 결과를 더욱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무형문화유산 협회, 형식·비형식 교육기관과 같이 접근방안 1, 2, 3에 관여

한 주체들은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방적,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

서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네트워크할 수 있다. 국제 행사를 통해 다른 나라의 무

형문화유산 예술가들을 초대하여 공연하도록 하면 예술가와 연행자들에게는 상

당한 자극이 될 수 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볼 때,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뉴스를 

국제 미디어를 통해 교류하는 것도 무형문화유산 인식제고에 도움이 된다

접근방안 와양
크리
스

바틱
앙클
룽

아세안
인형극 
협회

1. 무형문화유산 협회 설립, 강화, 네트워킹 v v v v v

2. 청소년 대상 비 형식 교육기관을 통한 

   교습자료 구비 및 전승 촉진
v 추진 v 미비 미비

3.  학교 및 대학 교육과정에 무형문화유산 

 수업 편성
제한 제한 v v 미비

4. 대중 행사개최와 청소년의 참여 v v v v v

5. 미디어를 통한 인식 제고 v v v v v

인도네시아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인식 증진을 위한 접근방안들



무형문화유산 정보체계 구축·관리 및 공유

제 3 장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보와 네트워킹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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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의 제목은 곧바로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리게 한다. 왜 자신들의 무형

문화유산 기록documentation을 위해 공동체가 참여해야 하는가? 기록은 무형

문화유산 보호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물론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정보통

신기술을 사용하는 것 또한 이 근본적인 질문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

다, 르네 마그리트는 이 유명한 파이프 그림에서 왜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

고 적었는가? 단순하게 대답

하자면, 이것은 불을 붙일 수

도 필 수도 없는 파이프 그림

일 따름이며, 이러한 표상을 

통해 우리는 오직 상상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사

실은 무형문화유산 기록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기록 

그 자체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2003년 채택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물론 이 ‘기록’을 무형문화

유산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 열 두 가지의 방법 목록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공동체의 무형문화유산 기록작업 참여

팀 커티스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문화부 부장

이

프랭크 프로스찬

유네스코 문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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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약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이 오직 무형문화유산의 생존viability을 보장할 때에

만 보호 수단으로 고려되도록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협약의 목적

을 고려할 때, 기록은 생존을 보장하는 보호 수단이 아니다 ― 기록은 단순히 ‘연

구’ 그 자체를 위한 것일 뿐이며, 유산을 고정된 형식으로 동결시키는 보존 방식

이자, 지속적으로 재창조되는 무형문화유산의 속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보호 수

단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록이라는 행위가 무형의 것을 유형의 것으로 만든다고 생각할 수

도 있다. 공동체들 스스로 무형문화유산이라고 여기는 연행, 표상, 표현, 지식과 

기술을 어떻게든 물리적인 것으로 변모시키기 때문이다. 물론 이 디지털 시대에

는 일종의 물리적인 방식으로 저장되는 0과 1의 흐름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측

면에서 기록에 대한 욕구는 글을 쓰는 행위만큼이나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무형

문화유산의 여러 요소들 중 빠질 수 없는 한 부분이다. 태국 칼라신 지방에서 아

름다운 프레 와Phrae Wa 비단 직물을 만드는 반 폰Ban Pone의 여인들은 ‘태국 비단

의 여왕’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들을 일례로 들어보자. 반 폰의 거주민들은 

두 세기 전 베트남 북서부에서 그들의 푸 타이Pu Thai 언어와 함께 태국으로 이주

했는데, 그들은 근방인 태국 북동부의 여타 민족들의 전통 의상과는 다른 복식 

양태를 가지고 있으며, 아주 화려한 ‘프레 와’ 직조 기술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이주할 때 가지고 온 또 다른 것이 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

어 온 그들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기록, ‘파 새오pha saew’가 그것이다. 물론 어머

니로부터 딸, 손녀 그리고 증손녀들에게 전해진 문양 직물인 ‘파 새오’ 보다는 반 

폰의 공예인들이 더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파 새오’는 물리적인 형식으로 반 폰

의 아이들이 ‘프레 와’의 직조 기술 그리고 이 직물에 사용되는 문양들과 재생산

을 위한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이 문양들의 의미들, 즉 기호들

이 의미하는 민담, 전설, 신화 또한 전하고 있다. 이 ‘파 새오’는 실재하는 유산인 

것이다. 이것은 어머니가 딸에게, 그리고 증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소

중한 유물이며, ‘프레 와’ 직물이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알려주는 기록인 것이다.

태평양의 한 국가인 바누아투의 땅에 새겨진 기하학적 문양의 ‘모래 그림’은 

시조 설화, 가치 체계, 혈족 구조의 규범을 표상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원예적인 삶의 방식에서 중요한 요소인 다양한 종류의 작물들을 의미할 수도 있

으며, 어쩌면 그들의 신화 속 조상들이 겪었던 여정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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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바람이 불거나 누가 밟는다면 없어질 정도로 생명이 짧기는 하지만, 이것

은 하나의 기록 방법일 뿐만 아니라 전통 지식과 무형문화유산의 저장고이다. 이

러한 ‘기록’의 과정은 수십 년이나 수 세기가 아니라 오직 몇 분간만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지식 전승에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바누아투 모

래 그림은 2003년에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 

협약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었다. - http://www.unesco.org/

cul ture/ich/index.php?RL=00085).

미국 애팔래치아 산맥의 오자크Ozark 고원의 거주민들은 지난 수 세기에 걸쳐 

‘발레 책ballet books(민요 책ballad books)’ 을 썼다. 이 깊은 산 속의 사람들은 노래수집

가들이나 민속학자가 방문하여 자신들의 노래들을 ‘가치 있는 문화유산’으로 평

가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 낡은 노트나 포장지에 조상들에게

서 배운 전통 민요의 가사나 음표를 적어 이 노래들을 기록한 것이다. 아칸서스 

주 헤버 스프링스Heber Springs의 민요 가수인 알메다 리들Almeda Riddle은 1926년 자

신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첫 민요책이 불에 타 버린 것을 알고, 기억

을 더듬어 다시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35년 후, 민속학자 로저 애브라함스Roger 

Abrahams가 방문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두 번째 민요책을 그에게 보여주었고, 그 

후 그 둘은 함께 ‘한 가수와 그녀의 노래들’이라는 제목으로 노래들을 종합 정리

한 책을 집필했다. 하지만 리들 할머니는 자신의 민요책을 기록용으로만 사용하

지는 않았다. 그녀는 이 책이 단순히 글만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았고,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헤버 스프링스의 젊은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쳤으며, 그녀가 1960년

대와 70년대에 미국 전역을 돌며 공연을 할 당시에도 늘 이 책을 가지고 다녔다.

만약 시간이 허락된다면, 공동체들이 그들의 무형문화유산의 궤적을 기록하

기 위해 글, 시각 이미지, 그리고 기타 기억 방법으로 기록을 남긴 예를 훨씬 더 

많이 들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몇몇은 기록에 대한 욕구를 통해 기록 그 자체를 

위해 작성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통적인 기록들의 기록 방법 그 자체는 언제나 

전승자가 체화하고 있는 지속적인 연행, 표상, 표현, 지식, 기술과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다. 때문에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는 무형유산협약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

용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전통적인 기록들은 그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

이다.

이처럼 공동체 기반 혹은 공동체가 주도한 자가 기록 노력들이 있지만, 공동

체 외부인의 기록 또한 병렬적으로 진행된다. 인류학자, 민속학자, 민족음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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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타 문화 연구자들, 지역 행정관들, 지역 유지들, 그 외에도 무형문화유산

은 어디에나 있지만 언제나 변화하며 많은 수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그들이다. 이와 같은 문화 연구자들은 적극적으로 당대의 최신 기술

을 이용한다. 19세기에 사진 기술과 녹음 기술이  발명되었을 때, 연구자들은 이 

기술들을 사용하여 국내 또는 해외의 외딴 지역에서 발견한 무형문화표현을 유

형으로 기록하는 데에 열성이었다. 미국의 인류학자 제시 월터 퓨키스Jesse Walter 

Fewkes는 1890년에 파사마쿼디Passamaquoddy와 주니Zuni 인디언들의 노래와 이야기

를 에디슨의 밀랍 실린더에 녹음했으며, 영국의 인류학자 알프레드 코트 해든

Alfred Cort Haddon은 1898년에 호주와 뉴기니 사이 토레스 해협에서 밀랍 실린더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곧 프랑스, 독일, 러시아의 인류학자들 또한 자신들의 식민

지나 자국 내 오지에서 이 새로운 방법에 따라 기록을 하였다. 퓨키스는 오늘날

에도 익숙한 긴급성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매 년 

인디언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고려한다면, 몇 년 안에 그들의 관습 대부분은 크

게 변하거나 영원히 사라져버릴 확률이 높으며, 때문에 그들의 노래와 의식에 대

한 즉각적인 보호 노력이 요구되는 바이다……지금이야말로 이러한 것들을 잃기 

전에 수집해야 하는 때이다.” (Fewkes 1890: 1095, 1098)

퓨키스와 해든 등의 연구자들은 보존의 필요성을 느껴 기록을 하였기 때문

에, 온전히 보전될 것 같은 무형문화유산은 기록하지 않았다. 그들은 무형문화

유산이 심지어 파괴되고 있거나 사라지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연구될 수 있도록 기록만을 하였다. 이 점은 강조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러

한 행위는 무형유산협약의 정의에 의하면 ‘보호’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

만 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일종의 구출 작업처럼 여겨 기록을 수행했다 하더라

도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그 자료들을 갖게 된 것에 대해 덜 감사해야 한다는 뜻

은 아니다. 왜냐하면, 퓨기스와 해든 이후 다음 세대의 연구자들에게는 음성 녹

음이 그들이 사용하는 기록 방법의 하나 ― 책, 라디오, 그리고 필름과도 함께 ― 

가 되었고, 이 두 번째 세대들은 유산의 흔적들을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전승과 

연행의 지속을 촉진시키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퓨키스 이후 90년 뒤 미국의 국회

도서관은 그의 밀랍 실린더의 기록을 당시 최신 기술인 오디오 카세트로 변환하

여 파사마쿼디Passamaquoddy와 주니Zuni 인디언들의 후손들에게 돌려주었고,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전통에 기반을 둔 창조성을 새롭게 자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

다. 그 당시에는 파사마쿼디어(語)와 주니어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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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노래와 의식은 없어진 지 오래였다. 국회도서관은 한 세기 전의 기록을 

현재의 공동체에게 돌려줌으로써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고, 무형유

산의 생존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이다.

최근 수십 년 동안에는 기록이 단순히 문화유산의 보존 수단 ― 퓨키스가 행

했던 것처럼 ― 일 뿐만이 아니라, 무형유산협약의 정의를 따르면서도 유산의 생

존을 확고히 하는 혁신적인 여러 접근 방법들이 있었다. 1960년대 후반, 시각 인

류학자 솔 워스Sol Worth와 존 아데어John Adair는 미국 남서부의 아리조나 주와 뉴

멕시코 주의 나바호 인디언들이 무비 카메라를 잡게하는 아이디어를 고안했다. 

처음 그들이 이 연구를 시작할 때에는 나바호 인디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고 그것을 필름에 어떻게 옮기는가가 궁금했으나, 곧 그들은 이 프로젝트

가 단순히 하나의 과학적 실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다수의 

인류학적 영상 제작이 ‘우리에 의해’ 제작된 ‘그들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고

려할 때, 워스와 아데어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깨달았다. “우리가 이러한 작업

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것을 해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과거에는 전혀 없었던 경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은 ‘우리’가 이 행위를 할 때 우리는 우리 세계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

가 그들의 문화를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화를 구출한다는 것이

다.”(Worth and Adair 1972: 254) 때문에 과거의 방법들과는 완전히 다른 이 새로

운 방법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직접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워스와 아

데어는 또한 이렇게 적기도 하였다. “전기 ― 다큐멘터리 형식을 교육받은 외부 

사회의 예술가가 사용했던 이 매체를 통해 그들은 아주 상이한 신화, 음악 스타

일, 극 구조, 그리고 사건, 시간, 공간에 대한 상이한 관념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매체는 한 문화를 다른 문화에 소개하는 데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인

간에 대한 지식을 풍부하게 하는 목적 ―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술’이라고 부르는 

― 에도 잘 부합한다.”(앞의 책, p. 262) 나바호 인디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무형

문화유산 ― 그들의 직조 기술, 은 세공, 치료 의식, 신화 ― 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워스와 아데어는 정보와 통신 기술이 외부 연구자들에게만 독점되는 

상황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들이 공동체의 자기표현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워스와 아데어가 나바호 인디언들의 손에 카메라를 들려 줄 때와 거의 동일

한 시기에, 미국 조지아 주의 북동쪽 구석 애팔래치아 산맥 작은 외딴 마을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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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영어 교사였던 라번 갭Rabun Gap은 자신의 학생들이 학교를 중퇴하기보다

는 제대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1966년, 학생

들은 음성 녹음과 사진으로 자신들의 공동체의 무형문화유산의 모든 면을 기록

하는 잡지를 직접 발간하기로 하였다. 그들은 잡지 이름을 ‘폭스파이어Foxfire(도

깨비불)’라고 정했다. 카메라와 녹음기로 무장한 고등학생들은 그들의 조부모들

과 마을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수공예품과 요리법, 전통 의약품, 음악과 노래, 이

야기 - 줄여 말하자면, 무형문화유산을 기록했다. 고유문화를 뒤쳐지고 열등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학생들은 그들의 문화를 타인에게 소개함으로써 새

로운 자긍심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더 어린 형제자매들에게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새로운 생존성 또한 심어줄 수 있었다. 이 잡지는 한 권의 책으로 엮였고, 

곧 한 시리즈의 전집이 되었으며, 나중에는 박물관과 문화 센터가 되었다. 그리

고 미국 전역의 학교들은 공동체 자가 기록과 세대 간 전승을 위해 이 ‘폭스파이

어’ 접근법을 차용하였는데, 이는 ‘지역 공동체를 학습의 대상으로 삼고 학생들이 

자신들의 작업을 교실 밖 관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다(http://www.foxfire.

org/teaching.html). 

워스와 아데어 같은 인류학자들의 접근 방법과 교사 라번 갭의 방법과 같은 

공동체 활동은 지난 15년 동안 공동체 기반의 참여 자가 기록과 자기표현 방법

으로 자리를 잡아갔고, 이는 ‘포토보이스’ 접근법이라고 알려지게 되었다.1 포토

보이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은 처음 1992년 중국 서남부의 윈난 지방에서 공공 의

료 전문의 캐롤린 왕Caroline Wang과 포드 재단 관계자였던 매리 앤 배리스Mary Ann 

Burris에 의해 명명되었는데, 이들은 윈난 지방 소수 인종 여성들에 대한 의료 지

원을 촉구하기 위해 공동 작업을 하였다(Wang and Burris 1997). 왕과 배리스는 소

수 인종 거주민들이 직접 손에 카메라를 들고서 스스로 자신들을 정의하고, 묘사

하며, 그들의 문제와 과제들을 기록하게 했다. 마을 여성들이 찍은 사진들에는 그

들 스스로 설명을 달았으며, 이는 책자로 출판되고 전시회 또한 열게 되었다. 비

록 이 첫 프로젝트는 무형문화유산으로 여겨지진 않지만, 문화 종사자들은 이 접

근방식의 잠재력을 재빨리 알아챘다. 이 방법은 공동체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기

1_ 비슷한 접근 방법으로 ‘사진을 통한 문해(literacy through photography)’가 있다(http://cds.aas.duke.edu/ltp/

index.html). 이 방법은 폭스파이어 프로젝트처럼 아이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

럼, 아이들이 자신의 일상을 사진으로 찍은 뒤에 이 사진들을 말과 글 표현을 돕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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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방법을 통한 기록이 문화 보급과 인식 제고 그리고 

유산의 생존성을 확고히 하는 기타 방법들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동체 자가 기록방법을 선구적으로 시도한 문화 단체는 베트남 하

노이의 민족학 박물관이다. 선견지명을 지닌 이 박물관의 설립자 응옌 반 후이

Nguyen Van Huy의 리더십 덕에, 오늘날의 베트남 민속학 박물관은 공동체들이 대

중에게 자신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들은 자

신들의 문화 전통과 무형문화유산을 지속하고 강화할 수 있었다. 이 박물관의 첫 

번째 포토보이스 프로젝트는 2002년에 시작되었는데, 도요타 재단의 지원을 받

은 인류학과 학생 두옹 비치 한Duong Bich Hanh이 몽Hmong 족 소녀들에게 작은 카

메라를 쥐어준 것이다. 베트남 북서부 산악지대인 사파Sa Pa의 관광 센터에서 일

한 경험이 있었던 한은 과거에 수공예품 재활성화와 관련한 광범위한 작업을 하

기도 했다. 때문에 그녀는 베트남인과 외국 여행객들 그리고 몽족 여성들 사이의 

접촉이 어떻게 그들에게 인식되며 어떤 방식으로 몽족의 직조 전통에 영향을 주

는지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한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이들은 카메라를 

가지고 사람들, 활동들, 그리고 일상 속 교류를 기록했다. 아이들과 각각의 사진

들에 대해 인터뷰를 했는데, 이 때 아이들은 그들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시각과 

관점을 표현했다.” 200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120롤의 필름이 소모되었으며 그 

중 한과 박물관이 200장의 사진을 골라 2003년에 전시회를 열었고, 몽족 소녀들

의 짧은 설명이 담긴 책을 출판했다.

이 박물관은 그 후 이 방법을 사용해 여러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지

금은 베트남의 다른 박물관들 또한 이렇게 공동체를 동원하여 그들의 무형문화

유산을 보호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례로 그 중 한 프로

젝트는 수공예품의 지역적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국가 계획의 일부로 수행되었

는데, 하노이 외곽 한 공예품 마을의 청동기술자들과 베트남 북부 산촌의 라오

스 직조공들에게 자신들의 공예 전통을 기록하도록 한 것이다. 베트남인 사진가

에게 교육을 받은 청동 기술자들과 직조공들은 자신들의 공예품 제작 과정을 기

록하고 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먼저 청동 기술자들의 마을에서는 

이 프로젝트로 인해 젊은이들이 현재는 거의 쓰이지 않는 오래된 기술들을 배우

고 마을 어른들의 지식에 대해 존경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Nguyen Kim 

Dung 2007) “포토보이스 접근 방법은 공예인들이 각자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방법 덕에 젊은이들은 윗세대로부터 배울 수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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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공예품에 대한 지식을 증진할 수 있었고, 이것이 보존되었다는 사실에 감사

한다.” 라고 덩Dung은 보고하고 있다.

직조공들은 사진 전시회를 자신들의 마을에서 열었다. 이 행사를 계기로 마

을 전체가 살아있는 박물관이 되었으며, 젊은이들은 익숙하지만 그들의 일상에

서 저평가된 수공예품들이 국내적, 국제적 관심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전

시회 후반에는 이 행사가 매우 성공적이어서, 이 마을보다 관광객들이 좀더 찾

기 쉬운 관청 소재지에 같은 전시를 하기 위한 두 번째 세트의 사진 액자들을 주

문해야 할 정도였다. 베트남 민속학 박물관은 또한 하노이의 구시가지에서 포토

보이스 접근법을 이용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는데, 한 거리의 거주민들에게 

사진과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의 공동체가 갖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에 대

해 조사하도록 한 것이다(http://www.vme.org.vn/exhibitions_special_view_panos.

asp?ID=57# Panos).

베트남에서 다시 바누아투로 돌아가 보자. 바누아투에는 하나의 구체적인 보

호 전략을 염두에 두고 공동체 기록 과정을 진행한 박물관이 있다. 이 바누아투 

문화 센터는 공동체의 무형문화유산 기록을 위한 ‘현장조사자fieldworker’들을 거의 

20년 동안이나 훈련시켜 왔다. 이 지역의 현지 조사자들은 정기적으로 외국의 연

구자들과 공동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신들이 속한 공

동체의 무형문화유산을 재활성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할애

한다. 때문에 기록 과정 그 자체가 단순히 기록을 남기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보

호 노력의 일환이 되는 것이다(Bolton 1999).

이러한 현지조사자들 외에, 이야기들, 구전 설화, 의식과 기타 무형유산의 표

현들을 기록하기 위해 비디오카메라와 테이프 녹음기 또한 사용된다. 바누아투에

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무형유산들의 기록 중 상당수는 관습적인 구속을 받기 

때문에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만이 이 기록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다. 바누아투 문화 센터는 ‘터부 룸Taboo Room’이라는 이름의 보관소를 만들어 무형

유산에 관한 다양한 매체 기록들을 제공하지만, 방문자가 어느 정도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특정 부족의 특정 가문의 자

손들, 또는 그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등급grades’을 얻은 사람만이 특정 종

류의 지식 등에 접근할 수 있다. 때문에 이곳의 공동체 기록은 정보 공유를 위해

서라기보다는 이러한 정보를 잃을 수도 있는 미래 세대들이 무형유산 또는 특정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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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든 예시들은 어떻게 공동체들이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자

신들의 무형문화유산을 유형의 형식으로 기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 프로젝트들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무형문화

유산을 카메라 렌즈를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며, 무형문화유산

을 동시대의 유형적인 것으로 변환함으로써 그 가치를 높인다. 그리고 위에서 제

시한 예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공동체의 자가 기록 프로젝트들은 젊은 세

대를 동원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자신들의 부모, 조부모 세대와 새롭게 소통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젊은 세대는 최신 기술에 흥미를 

가지기 마련이므로,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디지털 카메라, 녹음기, 비디오카메라

를 그들 손에 쥐어주는 것으로 성공하게 된다. 비디오카메라의 렌즈를 통해, 또

는 헤드폰으로 인터뷰 내용을 세심하게 듣는 것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들

의 무형문화유산을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게 되고, 새로이 감상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외부 연구자들이 수십 년간 수집한 기록들을 보호에 사용할 수 없

다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파사마쿼디와 주니족의 음성 녹음을 90년 후 원

래 공동체 구성원들이 돌려받게 된 예를 생각해보자. 세계의 많은 기록들은 후손

들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통해 문화유산의 생존

에 기여하고 창의성과 표현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는 것이다. 설사 원래 기록의 

목적이 이러한 효과와는 상관이 없었다고 해도 말이다. 끝으로, 기록을 통해 유

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어떻게 공동체가 동원될 수 있는지 마지막 한 예를 들고

자 한다. 인터넷은 다른 매체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동체들이 디지털화된 

문화유산을 만들어 스스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이는 또한 

기록된 이미지와 사운드에 대한 현 세대의 반응을 더해 기록 자체를 더 풍부하게

도 한다. 국회도서관이 북아메리카 전역의 인디언들에게 녹음된 자료를 되돌려 

주었을 때, 도서관은 자료를 받은 공동체들에게 원 자료에 대한 주석과 추가 정

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현재 박물관 수집품과 기록 보

관소의 자료들에 대해 위키피디아와도 비슷한 여러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다. 디지털화되어 온라인에 올려진 이러한 자료들은 계속해서 공동체 구성

원들의 자발적인 정보 제공에 의해 더욱 풍부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오래된 기록

과의 상호 작용은 공동체들이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스스로 자신들의 무형문

화유산의 생존성을 높이는 새로운 방법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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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는 빠른 속도로 변모하고 있다. 재래시장은 쇼핑

몰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다. 인도의 전통옷 사리sari는 리바이스 청바지로, 

아침에 삼바sambar로 갓 만든 아로마는 켈로그 콘플레이크로 대체되고 있다. 지구

상에 7천여 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하지만, 2주에 1개꼴로 상당수의 언어

가 급속도로 소멸하고 있다.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이들 언어와 표현, 전통의 

특성조차도 그러한 변화를 겪고 있다. 배경, 형식, 가치 면에서 그것들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은 듯하다. 전시물로서 이것들을 박물관에 보존해도, 가게에서 상

품으로 이것들을 판매해도, 또는 인위적인 환경에서 이들을 전시(공공 의례 기능

을 위한 전통춤들)해도 이들 본래의 모습을 지속시키지 못한다. 그들의 실체는 

이미 그것을 벗어나 기억처럼 사라져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보편적이

다. 유산에 대해 언급할 때 문득 떠오르는 이미지는 고대 기념비, 사원, 출토지역 

또는 유사한 옛 건축물과 같은 유형적 구조물이다. 옛 민요, 고대 관습, 약초에 

*_  필자는 문화지도 제작 관련 프로젝트 수립에 있어 유네스코인도사무소와 모에 치바 씨(Ms. Moe Chiba)

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아울러 사하페디아 프로젝트(Sahapedia project)에 참여해준 것에 대해 

기탄잘리 수렌드란 씨(Ms. Gitanjali Surendran)와 ‘사하 : 연행예술유산진흥회(SAHA: Stirring Action on 

Heritages and the Arts)’의 동료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인도의 무형문화유산 목록 및 
정보시스템 구축*

수다 고팔라크리슈난

인도 연행예술유산진흥회 회장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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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조상들의 지식 또는 옛 조선(造船) 기술은 대개 ‘유산’이라고 일컬어지지 않

는다.

최근 몇 년 사이 세계적으로 우리의 생활양식 또는 ‘무형’ 유산이 붕괴와 급

변, 점진적인 소멸의 위협에 처해있는 데 대한 문제가 증대되고 있다. 세계화의 

압력, 보호를 위한 자원의 부족, 탈맥락화된 표현, 무분별한 관광의 여파, 청소년

을 위한 관계의 손실이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사회적 과정들

의 보호는 단순히 그들을 기록하거나 전시하는 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

성의 지속, 몇몇 사례에서의 공동체의 권리에 대한 인식 및 법적 보호, 그들의 재

창조 및 부흥, 그리고 다음 세대로의 전수까지 아우른다.

모든 것을 동질화하는 세계화의 힘으로 인해 전 세계 무형유산이 사라질 위

험이 커지고 있다. 무형유산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부응해, 유

네스코는 2003년 무형문화유산협약을 이끌어냈다. 무형유산협약은 무형문화유

산(ICH)의 보호를 위한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체제를 기반이 되고 있다.

무형유산보호의 범위는 특히 인도와 같이 매우 다양하고 다문화적인 유산을 

보유한 국가의 경우 무척 광범위하다. 전 세계 모든 지역, 모든 공동체가 제각기 

다른 전통과 요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유산의 가치는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 

내에서 새로운 잠재적 활용을 통해 인식되어야 한다. 인도의 문화유산은 수세기

에 걸쳐 동화와 전승의 과정을 거쳐 다채롭고 풍요로운 문화적 흐름들이 버무려

진 결과이다. 인도 문화의 다원적 특징으로 미루어볼 때 무형문화유산은 다양한 

문화적 전통 및 정체성에 대한 존중을 고양하고, 관용과 창의성을 고무할 수 있

도록 촉진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인도의 무형문화유산목록

인도는 고유의 특성을 지닌 무형유산을 놀랄 만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저장

고이다. 이는 오늘날 특별한 다원적 특성이 부여된 동화 과정을 통해 다양하고 

풍요로운 문화적 흐름이 혼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형 유산은 신화와 의식(儀

式), 예술 활동, 지식 체계, 과학 기술, 생활양식의 언어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인도는 광범위한 전통 지식 시스템, 민속, 연행예술, 축제, 예술 활동

을 보유하고 있다. 800여개의 방언과 20개 이상의 공식 언어, 여러 신앙 체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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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다양한 양식의 예술, 건축, 문학, 음악과 춤, 도시 및 지방에서부터 부족까지 

아우르는 몇몇 생활양식들과 더불어, 인도만큼 다양하고 풍부한 무형 유산을 보

유하고 있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인도 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과 함께, 기록 및 보호의 중요한 단계로서 문화

적 자원의 목록 개발이 있다. 유산이 종종 유물이나 건축 지역의 관점에서만 정

의된다는 점, 그리고 기록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많은 표현들과 더불어 풍족한 

자원이 흩어지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문화적 자원의 지도 제작 및 보호 

모두 더욱 중요하다. 무형유산이 세계화의 출현 속에서 사회적 결속의 원천으로

서 계속적으로 활용되고, 동시대의 맥락 안에서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통공

예, 음악, 지역 문화 경관을 조성하는 축제와 더불어 무형 유산에 새로운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목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용하다고 보았다.

• 유산 보호의 도구

• 유산 구성 요소의 가치 및 존중 고양

• 정보 제공, 기록 지원, 유산에 대한 접근 강화

• 유산의 관점에서 지식 전승 및 확산

• 지식 및 유산 관련 영역 기관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지식 활용 및 연구 지원

위와 같은 관점을 토대로 유네스코 뉴델리사무소는 인도 정부가 대규모의 지

도 제작 및 기록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얻어 목록 모델

을 개발했다. 개발사업 자금은 한국의 아·태무형유산센터에서 제공해주었다.

본 개발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유·무형 유산 및 문화 기관 영역 내 문화적 자원의 목록 제작을 위한 방법

론 및 형식·템플릿 개발

2. 각 주(州)·지역·판차얏panchayat(5명이 참가하는 인도의 선거 선출제 마을 

의회 - 역자 주)에서 문화유산과 해당 영역 내 관련 기관에 대한 최신 정보

를 수집, 저장, 공표할 수 있도록 웹 기반의 문화적 자원 목록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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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템플릿 제작, 그리고 각 주 정부, 지역 및 또는 판차얏의 책임 하에 완

성될 웹 기반 공공 데이터베이스 개발에서 분산화된 윤곽을 드러냈다. 이는 능

률적인 방식을 통한 목록 작성 과정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유산을 확

인·보호·보존·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역 본부의 역량을 강화시켜준다. 이 메

커니즘은 동일한 범위 내 목록들 가운데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필요한 최소

한의 기준을 요구했으며, 각 주·지역·판차얏에서 총체적 방식 ― 문화다양성

을 강조하고, 사회적 결속 및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을 확인하는 ― 을 통해 문화

적 자원을 널리 알리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했다.

무형 유산, 유형 유산 및 관련 문화 기관들에 대한 웹 포털 사이트 연결 정보 

중심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기획 및 구축을 마무리한 후에는 정보 수집과 데이터

베이스 조직 및 웹 포털 사이트 구조 시험을 위해 선정된 몇몇 주와 함께 시범 프

로젝트에 착수했다. 타당성 측면에서 볼 때, 수평적으로 구성된 주(州) 측면에서

의 문화적 자원 지도 제작은 공동체에 기반한 지도 제작과 더불어 수직층을 위

한 충분한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인도 전역에 걸

쳐 유산 표현의 광대하고 비문서화된 자원들이 산재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포괄

성과 제한적으로 표기된 데이터 간 대비에 대한 시도와 관련된 의문점들 또한 대

두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접근, 정체성, 신뢰성, 지적재산권(IPR)과 관계된 문

제들이었다. 예컨대 무엇이 각 템플릿을 위한 정보의 범주가 되어야 하며, 조정

되어야 할 수준은 어떤 것인가? 무형 유산의 영역에서는 예컨대 템플릿이 업무담

당자 목록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가? 또한 전통 음악의 영역에서 템플릿이 악

기 형식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가? 문화 지도 제작을 위한 현 시

도가 철저히 이론적인 조사로 가장하기 보다는 지역 문화에 대한 개관 및 입문으

로서 선보이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명심하면서, 어느 수준의 세부 사항을 템플릿

이 제공해 주어야 하는가? 개발을 위해 얼마나 많은 템플릿이 필요할까? 예컨대 

무형 유산의 영역에서 춤, 음악, 구전 전통 및 표현에 대한 각각의 템플릿이 마련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이들이 내부의 세부 영역들을 포함하는 ‘연행예술’이라는 

하나의 템플릿 하에 그 안의 세부 영역들과 더불어 한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을

까? 구전 전통, 음악, 춤의 영역에서 어떠한 분류 시스템(‘고전’, ‘민속’, ‘대중’, ‘부

족’ 등)이 활용되어야 하는가? 구축되었거나 널리 활용되고 있는 분류법이 있는

가? 공예와 관련해서는 재료별(직물, 자연 섬유, 금속, 나무 등) 또는 기술별(자

수, 염색, 목각, 시레 가공 등)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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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또한 프로젝트를 조사·수집된 정보의 양상과 관련된 조사의 다음 단계

로 이끌었으며, 지도 제작 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목록을 위한 몇 가지 잠재적 범위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프로젝트는 다음의 

영역에 제한되어 있다.

• 유형 유산 : 개인 기념물, 집단 기념물, 지역, 경관

• 무형 유산 : 공예, 연행예술(음악, 춤, 연극, 구전 전통 포함)

• 문화 기관 : 박물관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한 템플릿이 마련되었다.

• 유산 지역

• 공연 및 구전 전통

• 공예

• 축제 행사

• 박물관

일단 템플릿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를 보편화하기 전에 실제 현장에서 각 유산 

영역에 대해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시범 프로젝트는 뉴

델리를 본거지로 하는 기관인 SAHAStirring Action on Heritage and the Arts가 인도 남서부 

지역 주인 께랄라Kerala에서 추진했다. 8명으로 구성된 팀이 각각 일곱 가지 표현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으며, 템플릿 초안이 마련되었다.

템플릿 작업을 하는 동안 지도 제작 자체와 관련된 거시적인 물음과 템플릿 

구성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물음을 포함해 몇 가지 의문점들이 발생했다. 각 표

현물 별로 주어진 세부 사항의 범위는 이와 관련된 문제였다. 각 기재 사항의 조

정 수준은 무엇인가? 지도 제작이 이론적인 과제로서 비추어지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이것이 단지 소개하는 수준의 정보를 제공해야만 할까, 아니면 보다 세부

적인 정보를 공급해 주어야 할까?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으로 미루어 볼 때, 상당

수는 ―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 직접적인 정보조차 없는 것들이 많음에도 지나

치게 널리 알려져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접근과 관련되어 있다. 많은 유산 보유자

들은 다른 쪽에서 개발 사업을 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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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때로는 정보 공유를 꺼리기도 했다. 템플릿과 관련해 범주화의 특수성에 대

한 의문이 제기되는 동안 문제가 되었다. 많은 표현물들은 행사이자 동시에 연행

예술, 구전 전통, 의례와 오락이었으며, 영역 면에서 상당히 중첩되었다. 기재 사

항의 변화하는 기준들 또한 퇴고 또는 요약의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실질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제는 광범위한 사용

에 있어 적합하다고 판명된 템플릿의 부수적인 대안과 더불어 현장에서 대단히 

효과가 있었다고 밝혀졌다. 무형 문화유산과 관련된 측면에서의 목록 작성, 유산

과 연관된 관점에서의 보존 및 유지의 노력으로서 공동체 및 전통 보유자 보호, 

제공되는 또는 촉진시키는 자원들을 통해 기록하기 위한 공동 추진, 훈련 및 전

승 지원, 이들의 부흥 및 전승을 위한 단계 착수 등에 대한 다급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양한 집단, 기관, 개인이 현재 인도 전역에서 추진 중인 노력

의 상당수가 공동체, 크게는 전 세계에 제공해주는 의미, 우선순위, 혜택의 측면

에서 촉진 및 재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에게 남겨진 것이 아닌, 이

론적 자원의 지원을 조정하고 가공의 사회적 책무에 따라 촉진된 지역적 노력의 

협력을 통해 구성되어야 할 할당된 의무이다.

필자는 SAHA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과정 내 업무로서의 또 다른 개발 사

업에 초점을 맞추하고자 이 행사를 활용하고 싶다. ‘사하페디아Sahapedia’라는 이름

의 이 개발 사업은 인도 유·무형 유산에 대한 웹 포털 사이트로서 기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하페디아는 특히 인도, 넓게는 남아시아 문화유산 ― 인도 주변 

지역, 그리고 전 세계 검색 및 활용이 가능한 지역 내에서 이것에 관심이 있는 사

람들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식에도 도움을 줄 수 있

는 곳 ― 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색이 가능한 웹사이트가 되는 것을 지향한다.

사하페디아의 철저한 개방성은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이 잘 알려진 것뿐만 

아니라(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덜 알려진, 인도의 문화 보고(寶庫)를 구성

하는 형태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에 있어 보탬이 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사하페

디아의 이상적인 사용자는 이를 수단이자 인도 유산과 관련해 그들의 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사람이다. 대략적으로 이 포털 사이트는 유산 관

련 정보를 창출하는 교수, 연구자, 일반 독자, 연행자들을 위한 공동 포럼을 제공

하고자 한다. 특히 이 사이트는 모든 연구·전공별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유로 인도(정확하게는 남아시아)에 대해 알고자 하는 더 많은 일반 독자를 아

우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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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단계에서 사하페디아는 다음의 범주들에 대한 기재 사항들을 제공해 준다.

1. 인도 문학 및 지식 체계

2. 공연 예술

3. 유산 지역/공간

4. 축제 행사

5. 공예전통

6. 박물관

더 나아가 남아시아 및 오늘날 국경 전역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문화적 형태

로 볼 때, 사하페디아는 궁극적으로 인도의 국경 지역을 넘어 남아시아로까지 그 

초점을 확대할 것이다. 일례로 음악적 형태로서의 카왈리Qawwali(파키스탄·방글

라데시의 이슬람 종교 음악-역자 주)는 인도 북쪽 지역과 파키스탄 전역에서 발

견된다. 또 다른 예로는 바울Baul(벵갈Bengal 지방의 전통 음악-역자 주)이 있는데, 

벵갈 서쪽 지역 및 방글라데시 국경 지역에 걸쳐 불러지고 있다.

웹사이트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는 논의 중인 형태들(문학, 박물관, 공예 

기술이건 문화적 표현의 또 다른 형태이건 간에)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유용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많은 형태들 ― 기본적인 수준에서 벗어

나 연구자 또는 환경보호론자, 혹은 유산 관리자들이 추진·활용할 수 있도록 충

분한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 에 대한 정보의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웹 기반화된 것과 보편적 접근가능성으로 인해 국

가 내 원거리의, 또는 불충분하게 표기된 곳들 안에서 상당수의 덜 알려진 형태

들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하페디아는 인도·남아시아 

문화유산 관련 정보를 산출하는 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보가 확산되고, 우리는 이를 유산 보존의 중

요한 단계로 간주하게 될 것이다. 내용은 기재된 사항을 적고, 철저히 자발적으

로 웹페이지를 편집하는 온라인 공동체들에 의해 창출될 것이다. 자원자들은 세

계 어떤 곳에서든지 본거지를 두면서, 인도 문화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된 일정 

수준의 정보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내용은 공동 제작, 즉 개별 기재 사항에 대한 

편집이 정보의 파편 내 균형성·유익성·중요성과 비례한다는 개념에 기인해 다

른 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해 편집될 것이다. 내용은 참조문을 비롯해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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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위한 목록과 관련해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 사하페디아는 원 정보 또는 연

구를 요구하는 대신 균형 잡힌 기재 사항을 창출해냈던 기존의 자원들을 고양할 

것이다. 내용 창출은 백과사전 정보가 자유롭게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관심이 

있는 전 세계 자원자들로부터 나온다는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하이퍼텍

스트hypertext(특정한 단어가 다른 단어나 또는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사용자가 

관련 문서를 넘나들며 검색이 가능한 텍스트 - 역자 주) 즉, 외부 링크를 비롯해 

다른 참고사항 또는 지식과 관련된 정보는 웹사이트 내 어디서든지 되도록 많이 

제공될 것이다. 사이트를 보다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것(사용자들이 그들이 가장 

관심 갖는 정보의 경로들을 직접 따라가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능률적으로 만

드는 것(사이트가 내용의 반복을 방지하고 기재 사항들끼리 연결시키면서 대다

수 사용자들을 위한 원스톱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도 중요하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인도의 지식 체계와 문화 관련 사업에 상당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놀랍게도 웹상에서 인도의 유산 및 지식 체계와 관련

해 믿을 만하고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싱글 윈도single-window 백과사전식의 참

고용 사이트가 부재한 실정이다. 오늘날 세계가 인도를 문화의 보고寶庫로 인식

한다는 점에서 총괄적인 인터넷 검색가능 지식 포탈 사이트를 제작하는 과제에 

부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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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개요
 

화지도프로그램Cultural Mapping Program은 피지 정부가 법률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한 후인 2004년에 시작되었다. 이 법률안은 특히 토착 지식Indigenous 

Knowledge 과 문화 표현Expressions of Culture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전히 초

안물 상태로 남아 있다. IFLC가 그 후 문화 지도작성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되었는

데, 여기에는 피지 14개 모든 지방의 토착 유·무형문화유산의 수집, 녹음, 기록

을 포함하고 있다. 문화지도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그 후 전통지식 및 문화적 표

현 보호에 대한 법률을 통해 보호될 것이다.

문화지도프로그램은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피지 14개 지방을 포괄하려는 목적

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지도화된 지방은 세루아Serua, 르와Rewa, 나모시Namosi, 

남 타이레부Tailevu South, 북 타이레부Tailevu North, 오바루Ovalau, 모토리키Motoriki, 코

로Koro 섬들이다. 문화지도작업은 아직 지도화가 완성되지 않은 지방에도 착수될 

것이다. 아직 진행되지 않은 지방으로는 로마이비티Lomaiviti, 바Ba, 부아Bua, 카카

우드로베Cakaudrove, 카다부Kadavu, 라우Lau, 로마이비티Lomaiviti, 마쿠아타Macuata, 

나드로가Nadroga·나보사Navosa, 나이타시리Naitasiri, 라Ra등이 있다.

문화지도 프로그램 : 피지의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업 및 전통지식 정보체계 수립

시미오네 세부드레드레

피지 토착민 언어문화연구소 연구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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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목적

전통지식 및 문화적 표현에 관한 국가목록과 이에 대한 보호를 위한 국가 목

록 수립은 아래의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시작했다.

• 유·무형문화유산 보존과 보호 

• 문화다양성의 가치 증진 

• 문화권의 존중 

•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의 요소로서 전통에 근거한 창조와 혁신 증진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유산의 보호자들이 그들이 가진 것을 평가하고, 상업

적인 측면에서 그들의 전통지식 및 문화적 표현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이다. 게다가 이는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을 위한 하

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1. 사업의 이론적 근거

 이 사업은 아래의 문제들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1) 세계화로 인하여 문화의 획일성이 피지 문화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2)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새로운 문화를 수립하여 전통 문화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

3) 피지의 다문화주의 및 문화다양성의 과제는 종종 문화 정책의 조화를 요

구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토착민 인구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4) 주요 유산 보유자들의 사망으로 다시 재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지 문화의 중요한 부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담당

팀은 2년 간 3개 지방에서 작업을 수행했으며, 이 속도라면 12년 안에 14

개 지방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 피지 인구(445,907) 1.5%(2003년 통계)가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정보를 잃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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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이 높다. 통계청의 2003년 수치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피지 남성

의 현재 사망률은 107.58이며 여성의 경우 94이다. 이것은 문화와 언어의 

수호자인 노인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사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토착민 젊은이들의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와 이민 현상으로 인해 노인세

대에서 젊은 세대로 노하우, 기술, 관행을 전수하는 데 공백이 발생했다.

6) 토착민 남녀 젊은이들의 실업률 증가.

7) 전통지식 및 문화 표현물의 과도한 상업화. 

8) 원주민들이 주요한 정보제공자로서 혁신, 새로운 창조, 연구 활동에 기여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9) 피지문화 연구를 교육 과정에 포함.

10) 전통지식 및 문화적 표현의 보호를 위해 제안된 입법조치를 완전히 이행

하고 실시한다. 문화적 표현과 그 저작권에 대한 공공의 소유권을 모색하

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문화지도프로그램은 피지 정부가 토착민들의 지식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을 채택하고 비준한 후인 2004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4년 반 동안 제한된 인력으로 운영되어 왔다. 담당팀은 무수한 장

애물을 잘 극복하여 3개 지방에서 문화지도를 작성할 수 있었고, 2009년 5월, 4번

째 지방을 완성할 예정이다. 문화지도작성팀은 티키나의 오발리우Ovalau 지역의 

지도 작업도 완성했다. 본부는 문화유산부의 요청에 따라 오발리우 지역을 대상

으로 문화지도작업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것은 레부카Levuka를 유네스코 세

계유산목록에 포함시킨다는 신청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Ⅲ. 배경

국가 목록화사업은 전통지식 및 문화 표현물의 주요 요소와 피지의 14개 지

방에서 보유자 발굴 작업을 촉진한다. 피지의 문화 정체성과 관습의 지속성은 보

유자들의 구전 전승과 비공식 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그간 피지 언어와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기록하기 전에는 단 한 차례도 광범위한 조사가 실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소실되었다. 토착 청소년들의 도시 이주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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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노인이나 전통 교육자·연행자가 그들의 지식과 기술

을 전승해 줄 통로가 매우 적어졌다. 그래서 이들이 죽고 나면 그 재능과 노하우

는 함께 묻히게 되었다.

2003년 피지 당국은 ‘전통 지식 및 문화적 표현의 법률안’을 채택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 작업은 의회에서 이를 통과시키고자 하는 작업이며 더욱 중

요한 것은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작업이다. 이에 따라 전통 지식과 문화적 표현

에 대한 국가 목록화사업 수립 계획이 만들어진 것이다. 

2004년 당국은 피지의 마을 두 곳과 1개 지역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시범연구에 착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아래의 변수들이 시험되었다.

 

• 마을이나 지역에서 착수되고 있는 연구의 예상 기간 

• 목록화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인력 

• 계획된 마을을 방문하는 데 소요된 혹은 할당되어야 하는 기금 

• 편집, 검사, 정보제공자로부터 보고서 수합 등을 포함한 모든 과정을 완성

하는 데 걸리는 기간 

• 인식 제고 메커니즘 ― 목록화 사업 개념을 효율적으로 보급하는 데 필요

한 요소

• 기준이 되는 질문과 대답, 정보제공자의 문제에 대한 이해 

• 아직 발굴되지 않은 전통 지식과 문화적 표현의 부가적인 문제나 측면을 

발굴하는 것(초기 질문서와 개략적인 질문의 재검토)

2005년 5월에는 다양한 경험이 있고 자격을 갖춘 연구자 6명이 한 해의 정보 

수집 작업 착수를 위해 현지 조사에 고용되었다. 철저한 고용 절차에 따라 채용

이 이루어졌다. 유네스코 문화 지도 기금의 후원으로 1주간의 훈련워크숍이 개최

되었고, 이에 따라 연구자 6명은 피지 국가 목록화사업의 선행과제와 문화지도 

절차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2명의 국제 인류학자의 도움으로 간단하지만 지나치

게 학술적이거나 전문적이지는 않은 매뉴얼이 개발되고 준비되었다. 이들 인류

학자들은 때마침 각기 다른 이유로 피지에 머무르고 있었다. 2005년 12월, 연구

자 6명은 나모시Namosi와 세루아Serua 지방을 완성했다. 연구 대상의 방대함과 적

절한 편집자의 부족 때문에 정보의 필사와 판본 대조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완전하게 기록되고 편집된 것들은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었고, 해당 장소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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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대한 올바른 정보라고 최종적으로 인정되기 전 마지막 정독을 위해 사본이 

정보 보관자에게 보내졌다.

정보 수집 전, 물론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인식 제고 캠페인이 시범사업

을 위해 제안된 장소에서 착수되었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의회에 본 방문

의 목적 및 목표를 적절하게 설명했다. 이들 지방의회는 마을 주민들에게 사업의 

전체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보급하는 것을 지원했다. 그 후로, 인식 제고라는 주

제는 방문이라는 ‘복음’을 공식적으로 보급하는 데 사용되었고 해당 지역에서 착

수되는 연구에 대해 마을사람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할 때 활용되었다. 사전 방문 

외에 문화지도사업에 대한 정보를 보급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로는 아래의 내용

을 들 수 있다. 

 

• 피지 라디오 원One의 주간 프로그램(매주 화요일 방송) 

• 학교, 마을, 지방 의회를 대상으로 보급할 소책자와 포스터 제작 

• 지방 관청 행정관의 요청으로 지방 관청에 자주 방문하는 마을 이장에게 

설명회 실시

• 일시와 기간이 다르지만 계획된 회의 중 티키나(Tikina 지역) 의회에서 연

구자들이 프레젠테이션 실시 

• 선행과제 대한 설명을 집단·개인·NGO가 요청 

• 지방 토착 집단·NGO·정부 당국 등의 워크숍·패널 토론과 논의에 참여

Ⅳ. 무형문화유산 보호 현안
  

피지 기술청Institute of Technology이나 피지교사협의회 같은 교육기관이 비슷한 

성격이지만 취지가 다른 사업에 착수하고 있다. 피지의 텔레비전 방송국은 노다 

가우나Noda Gauna 프로그램에서 이 프로젝트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을 상용화하

는 작업에 착수했다. 피지 대학교는 최근 커리큘럼에서 정보 연구, 기록, 활용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피지 내무부를 정보제공자의 상실률, 미래 세대를 위

한 정보의 기록화와 보호에 대해 우려하는 데 반해 교육기관은 오직 현장에서 수

집된 정보를 상용화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지 당국이 정부 

기관으로서 피지인들을 통치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의 실권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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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지방의 마을 현장과 주민들과 관련된 사적 영역 활용을 

둘러싼 모든 사업은 시행 전에 피지당국과 일차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피지 문화유산과 지적재산의 구성요소가 걱정스러울 정도로 많

이 상업화되어 남용되고 있다. 전통지식 및 문화적 표현의 소유자의 지식을 보호

하거나 보답이나 보상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적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는다. 

Ⅴ. 조정 

1. 행정부처와 국가적 차원

피지의 국가 목록화사업의 개념이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피지 당국과 

토착민 관련부처 간에 열띤 논쟁이 있었고,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계속 

되고 있다. 피지 당국 이사회는 사업을 위해 특수하게 고안된 질문지 작성에 도

움이 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 목록화사업을 담당하는 내부 소위원회에 피지 당국 

이사회FAB 대표가 포함되게 되었다. 더군다나, 목록화사업을 둘러싼 활동에서 

지방 의회 대표들은 본 사업 진행에 있어 꼭 필요한 요구에 대해 자문을 하고 있

고 진행과정을 적절하게 알려줄 것이다. 

더욱이, 피지 당국 이사회는 인식 제고 캠페인 지원과 해당 마을에 연구자에

게 숙소를 제공하는 데 있어 매우 활발한 역할을 했다. 그밖에도 피지 내무부는 

전통 지식 및 문화적 표현에 대한 시범 법률 작성과 통과 과정에서 법제처와 긴

밀한 관계를 맺고 작업을 수행했다.

2. 지역적인 노력과 협력

국가 목록화사업 시행의 계기가 된 전통지식 및 문화적 표현의 법률안은 태

평양 공동체 사무처 문화프로그램Cultural Affairs Programme of the 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SPC)에 의해 1999년 ‘법적 보호 사업Legal Protection Project’의 일환으로 지역

적인 노력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초기에는 1999년 2월 15일-19일에 유

네스코와 공동으로 개최한 ‘전통지식 및 문화적 표현의 보호를 위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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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on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Expressions of Culture’을 통해 착수되었

다. SPC에 의해 2001년 2월 전통지식 및 문화적 표현에 대한 지역 전문가 워크숍

이 열렸고 유네스코-사무처 포럼이 그 후 개최되었다. 이어서, 지역적 법적 체제

가 개발되었고 2002년 7월 3일부터 4일까지 포트빌라Port Villa에서 열린 경제장관

포럼에서 발표되었다. 그리고 후에 SPC·유네스코·포럼 사무국에서는 2002년 9

월 16일에서 18일 사이에 노우메아Noumea의 지역 문화장관 회의를 주관했다. 문

화장관회의는 피지가 법률안을 채택하고 실행계획을 채택하도록 촉진하였다.

2004년 2월과 이어 2004년 10월, 이 부서 내 사업 담당자들이 일본 오사카와 

동경에서 열린 목록화사업 관련 연속 세미나에 참가했고, 이 자리에서 피지가 수

행한 사업을 알렸다. 참가자들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및 유네스코 대표들은 사업 

진행 경과를 보고 매우 놀라워했고, 이 부서의 절차를 아태지역의 다른 국가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2005년 11월, 같은 담당자가 목록화사업을 주제로 열린 유네스코 파리 본부 회

의에 초청을 받았다. 유사한 성격의 워크숍이 같은 해 12월 태국에서 개최되었고, 

여기에도 위에서 언급한 담당자가 고문으로 초청되었다. 이것은 피지의 목록화사

업모델에 대한 이 지역의 관심이 증대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Ⅵ. 정책 환경

1. 부서별 정책과의 관련성

목록화사업은 20년 개발 계획(2001-2020)의 12.10에 나타난 정책과 전략을 

시행하는 데 사용된다. 이 계획은 피지의 사회경제 발전 속에서 피지와 로투만

Rotumans 토착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토착민들의 보물인 문화와 

유산의 발굴,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 사업

은 토착 지식과 연계하여 집단·공동체 소유권을 위한 새로운 법에 권한을 부여

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방금 언급한 정책들은 아래 두 가지 중요한 목적 때문

에 문화 분야에서 우선순위가 아주 높다. 피지의 토착 문화와 유산의 보호와 보

존, 유·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하여 공정무역, 관행 및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보장

해주는 것이 그것이다. 전통지식 및 문화적 표현을 위한 법률안을 채택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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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현 지적재산권법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특별히 6.5에 명시되

어 있다(문화와 유산을 ‘피지 문화 유산을 보호, 보존, 관리’ 하는 정책 목적의 주

요 이행 표준으로 한다).

문화지도는 토착부의 핵심 우선순위 중 하나이며, 임시 정부에 의해 배정

된 실행 가능한 사항들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토착부에 의해 

2008년 통합 계획에 포함되었다.

2. 국가정책과의 관련성

문화지도사업은 레와Rewa의 로마니코로Lomanikoro에서 2006년 3월 있었던 내

각의 결정으로 더욱 발전되었다. 게다가 과도정부의 우선순위 영역이기도 하

다. 20년 개발 계획의 12.10은 ‘2003-2005 정부전략개발계획Government Strategic 

Development Plan’에 상응하는 것이다. 정부전략개발계획은 피지의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는 토착민들의 정체성을 보전, 개발, 증진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반

영되어 있는 것은 현재와 미래 세대들을 위해 문화와 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목적을 가진 국가 목표이다. 초기에 국가 목록화사업은 지방의 고용 기회를 창출

함으로써 피지의 문화 및 유산과 관련된 국가적 목표와 관련되어 있었다.

토착부는 2009년 토착부 실행계획에 확실하게 개요가 그려져 있는 ‘토착민들

의 계몽’에 집중하고 있다. 피지 언어 및 문화 기관의 주된 기능은 아이타우케이

iTaukei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피지 당

국 시행령은 아이타우케이의 복지를 위한 훌륭한 거버넌스를 장려하기 위해 만

들어졌으며 이것이 피지 당국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이다.

변화, 평화, 진보를 위한 시민 헌장의 문서는 더 나은 피지를 재건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일곱 개 주요 원칙이 있다. 그 주요 

원칙 중 하나가 ‘현대화되고 발전된 피지에서 피지 토착민들의 주류화’이다. 이에 

덧붙여, 시민 헌장의 7번째 주요 원칙에서는 지방 차원에서 통합 개발 구조를 수

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초안 제출 시기에, 헌장은 피지 행정부를 피지 토

착민의 통치 기구로 명기하고 있는데, 이 행정부는 문화와 유산 증진 같은 일부 

분야에서는 성공을 거두기도 했지만, 경제, 사회 발전 영역에서는 실패했다. 그러

므로 헌장은 피지 토착민들의 이익이 국가 개발 계획과 연계 부처와 시행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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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다른 시행 부처의 프로그램 속으로 주류화되는 것을 증진하고 있다. 이러한 피

지 토착민의 유·무형적인 측면을 기록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같은 문제는 시급

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개혁 과정에서 고령 토착민 인구 감소에 따른 위협이 의미하는 바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구전 방식으로 토착민의 정체성, 인류학, 역사, 지적재산권 

문제에 의존하는 것은 기록화 방식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이것은 토착민 공동체 

내의 분열과 불안정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다. 또한, 사업체와 개인에 의해 남용

되어 오기도 했다. 인류학적, 역사적인 데이터의 기록화와 저장은 토착민사회를 

계몽하고 지식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것은 안정으로 가는 길에 크게 기여하

여 결국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중요한 것은 세계화의 가속화와 관련하여 생물학적 다양성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시의적절한 지도

화와 발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토착

민을 위한 유엔 헌장을 통하여 유엔이 토착민 문제의 보호와 증진을 보장하는 정

책을 채택했다. 이 기관은 또한 아태지역 토착민 사회의 유·무형적 측면을 보호

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유네스코 문화센터ACCU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작

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관의 실무담당자 두 명은 일본의 유·무형문화유산이 

어떻게 기록되고 보호되고 증진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열린 훈련 과정에도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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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사업 구조

아래의 도표가 사업 조직구조의 세부사항을 묘사하고 있다.

1. 인력과 운영

현재 이 프로그램은 사업담당자 15명이 운영하고 있다. 사업 연구 담당자 6명

이 있고(2 EOs and 4 COs), 이는 토착민 지적 재산권 사업IIPR에 의해 분류화되어 

있다. 그리고 사업 행정 담당관Project의 감독을 받고 있다. 이에 덧붙여 이 기관은 

최근 추가로 8명의 사업 담당자들을 모집했고 이들의 봉급은 피지 신탁기금에서 

나온다. 8명의 담당자들은 필사자 4명, 편집자 2명, 데이터베이스 운영자 2명으

로 구성되어 있다. 

2. 사업 연구 담당자

데이터 수집과 레코드 담당 업무 : ‘마타콰리mataqali ’의 존경받는 지도자를 인

터뷰하고 컨설팅한다. 현장사업 보고서를 편찬한다. 개인 작업 계획과 월단위의 

작업계획을 제출한다. AO/P에게 직접 보고한다. 사업담당자 6명이 2명씩(남녀) 

한 그룹이 되는 방식으로 팀을 짠다. 3개의 프로젝트 팀이 있고 한 팀이 일주일 

씩 한 마을을 배정 받는다. 그러므로 한 주에 마을 3개를 다룰 수 있다. 사업 담당

PROCESS MAP OF ACTIVITIES UNDERTAKEN

DATE 
COLLECTION
 BY 
IPR FIELD 
OFFICERS

Studio Database
Operator

Labelling of 
Digital Footages Image Editor

Editor
AO(P) Server

Studio Transcribers Editor
Database
Operator

Labelling of 
Audio Tapes
(CO, IPR)

Database
Operator

Video EditorStudio
Labelling of 
Audio Tapes
(CO, I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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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현장에서 2~3주를 보낸 후 1주일 정도를 사무실에서 보낸다. 이것은 사업 

담당자들에게 모든 데이터를 편집하게 해주고 몸을 추스르고 그 다음 주에 현장

에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게 해준다. 

3. 기록자

 

4명이 녹음한 청각 자료의 녹취 담당한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청각자료가 편집 

작업을 하도록 넘겨지기 전에 이를 타이핑해서 필사본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4. 편집자

 

편집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데이터베이스 양식과 형식에 따라 필사된 정보를 편집 

• 오디오 로그자료에 상응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청각 형식과 백업사본의 생

성에 따라 청각 기록을 편집

• 컴퓨터에 입력된 디지털 이미지 기술을 편집  

• 데이터베이스 형식에 맞춰 비디오 자료영상 편집 

• 입력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편집 그리고 비교검토(평가)

5. 데이터베이스 운영자

 

두 명의 데이터베이스 운영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각 기록의 디지털화와 디지털화된 자료의 백업사본 생성 

• 사용된 형식과 기술에 맞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디지털 이미지 기술을 입력 

및 백업 생성 

• 청각·시각·디지털 이미지와 필사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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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 실무 담당관(사업)

사업의 조정자 역할과 시행을 담당한다. 문화 당국,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한

다. 인식제고 프로그램 준비와 고안, 절차의 평가와 모니터를 담당한다. 정책 자

문과 분석을 제공한다. 보고서, 재정 예측, 작업 프로그램 및 예산견적을 제출한

다. IFLC의 소장에게 직접 보고한다. 

이 글을 준비하는 비용도 포함하고 있는 재구성 계획에 따라 현장 실무담당자 

7명과 부장급 연구 담당관 1명이 새로운 사업 구조의 구성원으로 추가 모집될 것이

다. 이에 더하여, 모든 현장 실무담당자의 직책이 임원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작업의 

편의를 도모하고 연구 직무에 합당한 특정 기술과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Ⅷ. 전통지식과 문화적 표현의 데이터베이스
  

2005년 해당 마을과 지방에서 수집하여 최종적으로 편집된 데이터의 입력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체계가 개발되었다. 지방과 해외 컨설턴

트들이 필요한 IT와 데이터 저장의 필요성에 부합하기 위해서 언어 배치를 수행

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이것은 아이타우케이iTaukei 토착어로 된 명령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첫 번째 소프트웨어였다. 이것은 이 기관에서 언어학 및 통역 전문

가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또한, 이후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하게 될 사람

들을 위하여 만든 것이다. 

이 시스템은 현장에서 축적된 정보가 적절하게 저장될 수 있게 해주었고, 각

각의 문화적 표현이 적절하게 정리·보존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데이터는 쉽고 효율적으로 검색될 수 있다. 전통 보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유산

보호자나 개인 혹은 집단이 접근하고 싶으면 언제라도 검색할 수 있다. 데이터베

이스 속에 입력된 기록은 다음의 형식으로 먼저 아웃라인된 영역에 근거하여 작

성된다. 즉 텍스트, 이미지(디지털 사진), 청각 자료 필름 비디오 자료를 수반하

는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피지 마을은 우리의 데이터베이스에 무형문화유산을 

기록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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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결론

문화지도사업은 초창기부터 정부의 지원으로 민족대표자협의회에 의해 요구

된 작업을 수행해 왔다. 인력충원, 기금모집, 운영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피지는 올해 8월까지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협약에서, 그리고 2005년 3월 17일부터 18일 사이에 파리에서 개최

된 무형문화유산 목록화사업을 위한 전문가 회의에서 이행하도록 권장된 활동은 

2004년 이래 이미 피지 정부에 의해 착수되고 있는 활동이다. 더불어 피지 정부

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재활성화의 중요성에 중점을 둔 회의와 세미나에 참가

하여 왔다. 유산관리자에 의한 보호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발굴

과 함께 본 사업은 기록화, 저장, 재활성화 활동과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여세를 

몰아가고 있다.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제 4 장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보와 네트워킹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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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가 발족된 것은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발전1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다. 지난 몇 주 동안 열린 주요 행사에

서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공동체 역량 강화의 중요성과 공동체의 문화적 

*_ 이 제목은 데이비드 로웬덜의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고전작품 「과거는 낯선 나라다(The Past is a Foreign 

Country)」(케임브리지 대학 출판사, 1985)에 나오는 희곡의 제목이다. 아마레스와르 갈라의 「과거는 낯

선 나라가 아니다, 호주와 남아프리카 박물관의 탈식민지 변화에 관한 고찰(The Past is not a Foreign 

Country, Reflections on the Post-Colonial Transformations of Australian and South African Museums)」, 「아

프리카 박물관의 국제협의회 법률제정 모임을 위한 절차(Proceedings of the Constituent Assembly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African Museums)」(루사카, 잠비아 1999년 10월)도 함께 참조. 이 논문이 강조하

는 바는 남아프리카에서 유산이란 단어는 주로 Amasiko, Ditso와 Mflele와 같은 현존하는 유산을 일컫는

다는 것이다. 식민지 관행에서 물려받은 유산은 주로 유형유산에 초점을 둔다. 국제아프리카박물관협회

(AFRICOM)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무형문화유산을 인식하여 그것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무형문화유산

의 지속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증진한 후 전체적인 보존가치체계와 탈식민지적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개발

에 근거하여 유형, 무형문화 유산의 통합을 보장하는 것이다.

**_ 갈라 교수와는 Po Box 6185 St Lucia, Qld 4167 또는 a.galla@uq.edu.au를 통해 연락이 가능하다.

1_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발전은 문화를 지속가능한 발전의 네 번째 기둥(www.onsustainability.com)으로 가정

한 아태지역 인류발전을 위한 문화다양성연구소(Pacific Asia Observatory for Cultural Diversity in Human 

Development)를 통해서 개념화되었다. 이 개념은 유무형의 문화, 유산과 전체적인 예로서 지속가능한 발

전으로 시작되었다. PAO는 유네스코 문화정책 및 문화간대화국과 유네스코 아태지역사무소를 통한 유네

스코의 요청에 의해 설립되었다. PAO는 유네스코호주위원회의 인정이 이루어진 프로젝트로, 이것은 유네

스코 문화다양성선언(2001. 11. 2)의 액션플랜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www.pacificasiaobservatory.org

무형문화유산 전수 활동 강화를 위한 
공동체 간 네트워크 : 
과거는 낯선 나라가 아니다*

아마레쉬와르 갈라**

 호주 퀸즈랜드대학교 교수

한

태평양아시아 문화다양성 연구소 창립단장



무
형

문
화

유
산

 보
호

를
 위

한
 정

보
와

 네
트

워
킹

318

참여와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유네스코의 카테고리 2 기구인 아·태

무형문화유산센터가 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가 아랍에미레이트의 아와디 알리 

살레가 의장을 맡은 가운데 2009년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아부다비에서 개

최되었다. 위원회는 처음으로 등재신청된 유산 중 일부를 유네스코가 정한 긴급

보호 무형문화유산 목록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했다. 이는 전문

가 심사위원 활동과 비정부기관 및 전문가 집단과 이해당사자 집단 대표의 참여

의 기틀을 마련한 역사적인 회의였다. 

두 번째로, ‘문화 아젠다 21(바르셀로나)’ 사무국은 세계 각국의 도시와 지방

정부와 함께 평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권보호, 문화다양성, 지속가

능성, 참여민주주의 실현노력에 지지를 보내면서 「문화, 지방 정부와 새천년 개

발 목표」2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출간했다. 2000년에 채택된 ‘새천년 개발 목표’는 

빈곤퇴치를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

한 야심차고 중요한 기틀을 제안하고 있다.  

문화와 지방정부에 대한 논의가 새천년 개발 목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국제 프로그램과 국가 정책이 아직까지 문화를 발

전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와 그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최초로 강조한 인류발전보고서(2004)가 발간된 지 

5년이 지났다.3 이것은 유네스코 세계문화발전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인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Our Creative Diversity」(1995), 「스톡홀롬 실천 계획Stockholm Action Plan」

(1998)과 「스톡홀롬 실천 계획 +5Stockholm Action Plan +5」 (2003)등에 바탕을 두고 문

화를 통합적인 지역 계획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파악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지방 정부는 변화, 진보와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관이다. 

2_ 보고서는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의 문화위원회가 스페인 협력단의 지원을 받아 2009년 6월 15일에 

의뢰한 보고서. 9월에 바르셀로나에서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출간되었다. http://www.agenda21culture.

net

3_ 『오늘날 다양한 세계의 문화적 자유, 국제연합개발프로그램』, 뉴욕,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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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주도하여 발간한 세계문화보고서는 10월 20

일 화요일4에 열린 제35회 유네스코 총회에서 상주 대표들의 반향을 불러일으켰

다. 이 보고서는 모든 국가들이 문화다양성 증진과 관련해 직면하는 과제들에 관

한 포괄적인 분석으로, 문화와 지속가능성, 인권 사이의 연관 관계에 관한 가장 

최근의 이해 방향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새천년 개발 목

표’를 적용하는 문화다양성 모델을 제공함으로서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지평을 

지방, 국가, 지역과 국제적 수준으로 넓힌다.

마지막으로, 최신 인간발전보고서는 인구증가 및 인구이동 양식이 전 세계적

으로 급변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5 세계 어느 곳을 불문하고 인구학적으로 바

라 본 미래는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이 불가피하다. 세계보고서의 권고 

중 특히 제8권고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은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들에 의

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무형문화유산 보유

자들의 문화적 자유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교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우리가 세계 각국의 기술

적, 경제적, 문화적 통합이라는 전례없는 움직임에 맞닥뜨렸다는 사실과 문화다

양성의 증진과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정책들은 사회적 결속에 기여하고 모든 인류의 인권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과 문화유산 이해당사자들이 거주하는 지역

에서 공동체 참여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과 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형문화유산 협약 제11조 b와 제15조는 ‘무형문화유산의 창출·계승에 적합

한 공동체, 집단, 개인, 전문가, 전문 기술연구기관 간의 기능적이고 보완적인 협

력’의 장려를 요구하고 있다.6 이 조항들은 단순히 공동체에 자문 제공 및 접근을 

요구할 뿐 아니라, 최초로 진정한 문화 민주주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이해당사자 

집단과 다양한 집단이 효과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할 

4_ 다국어로 작성된 보고서 요약본과 영문 원본은 유네스코 웹사이트www.unesco.org/tools/fileretrieve/

ll5598f4.pdf에서 입수 가능하고 보고서 전문을 원할 경우 www.unesco.org/tools/fileetrieve/1238a682.pdf를 

참조.

5_ 『장벽 극복 : 인간의 이동과 발전(Overcoming Barriers: Human Mobility and Development)』, 국제연합개발

프로그램, 뉴욕, 2009.

6_ 「 협약이행운영지침 제3장」, 유네스코, 파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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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요구하고 있다.7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은 유네스코의 문화분야 전체 협약들 가운

데 개인, 공동체, 연구 단체와 비정부기구에 가장 민주적인 지침모델을 제시했다

는 점에서 거듭 강조할 만하다. 이것은 정부간위원회가 운영지침의 초안작성과정

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에 관한 의미 있는 논쟁과 토론을 벌인 결과이다. 

무형문화유산은 문화다양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무형문화유산의 보

호과정과 전수에 중요한 언어(특히 사멸위기에 처한 언어들), 교육, 소통과 문화

적 콘텐츠, 창의성과 시장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결정하는 데 요긴하다. 그러나 

각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개념성, 명확성과 엄격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동체

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과제 중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각 국가와 공동체

의 문화 다양성 속에서 무형문화유산을 파악하는 것이다. 다국적 무형문화유산 

은 공동체에 기반한 접근 방법, 상호성, 당사국간 상호존중을 위한 최종적인 리트

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다국적 공동등재 신청은 과거 식민지역의 경계를 넘어 

문화적 자유의 본보기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벨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은 특정 주민들이나 공동체 집단들을 문명적

으로나 종교적으로 정형화하는 경향을 경계한다.8 민족이나 공동체는 다원적 정

체성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역동적인 정체성과 다양성은 협

약 하에 목록등재과정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대변한다. 어떻게 한 집

단 또는 공동체에 속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와 전승자를 정형화하면서 무형

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무형문화유산의 ‘축소’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순전히 ‘단 하나의 정체성’을 지녔다고 간주하도록 조장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목록의 요소들이 

어떻게 지역적이면서도 세계적 차원에서 공동체 내의 문화다양성과 문화 간 대

화라는 구조로 개념화할 수 있을까?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요소

7_ 아마레쉬와르 갈라, 「유산보전을 위한 첫 번째 목소리(First Voice in heritage Conservation)」, 『무형유산국

제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제3권, 2008, 10-25쪽.(www.ijih.org)

8_ 아마르티아 센, 「정체성과 폭력 : 운명의 착각(Identity and Violence: the illusion of destiny)」 뉴욕, 노턴 출

판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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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존경과 영예를 어떤 방법으로 구축할 수 있을까? 무형문화유산의 증진

이라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와 문화 및 교육기관들의 역할은 무엇인가?9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세계적인 다문화주의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이해할 수 있겠

는가?10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의 추진자와 조력자로서 우리의 윤리적 행동은 무엇

인가? 

무형문화유산 보호에서 인간의 발전은 지역적이면서 동시에 범지구적 환경 

안에서 발생하는 과정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개발 계획은 경제

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변화, 건강증진, 인권과 문화적 권리, 신체적 폭력의 부

재 또는 지속가능한 물리적 환경 중 한 가지 기능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모든 기능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과정들은 서로 관련 있고, 협력적이며 동시다발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 수년에 걸쳐 확인되었다. 그 과정들은 2001년 11월에 발

표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선언에 복합적이면서도 간결하게 묘사되고 있다. 유네

스코 문화다양성선언은 9·11 이후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선언의 중요성은(그 당

시 존재했던 세계적인 충격적 상황 가운데) 보복성 폭력과 적대적인 정책 대신에 

세계적인 집단행동과 공유된 가치관을 위한 명확하고 이성적인 비전으로 대체·

강화되었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선언은 인간의 차이라는 가치를 새롭게 이해할 것을 주

장한다. 그것은 문화다양성에 관한 지적, 경제적, 정신적, 윤리적 가치를 국제적

으로 보호하고 고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선언은 문화적 

권리, 생물학적 다양성, 개개인의 자존감, 사회적인 조화와 문화 간 커뮤니케이

션을 보호하고, 세계화에 인간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자원으로서 다양성을 주장

한다. 하나의 국제적인 정책 모델로서 문화다양성선언은 시민사회단체의 변화를 

돕기 위한 국가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선언은 지역

사회의 화합,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 자연과 인간 세계의 새로운 이해를 통한 경

제 발전 방식, 특히 문화 간의 관계, 물리적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상시킬 

9_ 시민 사회단체와 교육과 공동체 문화 개발에 관한 시민 사회단체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인 재고를 위해

서는   코먼웰스 의장인 아마르티아 센의 주관 하에 이사 다수가 출간한 「평화를 위한 시민의 길, 존중과 

이해를 위한 코먼웰스 위원회 보고서(Civil Paths to Peace, Report of the Commonwealth Commission for 

Respect and Understanding)」 참조, 코먼웰스 사무국, 런던, 2007.

10_ 콰메 안토니 아피아, 「정체성의 윤리(The Ethics of Identity)」, 프린스턴대학 출판사, 프린스턴,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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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무형문화유산협약의 전문에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선언과 공동체 네트워킹 및 무형문화유산 전수를 위해 자연에게 권한

을 부여하는 것의 중요성이 포함되게 되었다.

문화는 환경보호, 사회발전과 경제 발전11과 아울러 발전의 네 기둥 중 하나

로 인식된다. 빈곤퇴치를 위한 최선의 책략과 방법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외부

로부터 국제적인 전문지식을 이용한 많은 모델들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지역문

화’와 문화다양성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통합 없이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모델들

은 실패하게 마련이다.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빈곤해소 프로젝트는 특정한 

문화적 맥락에 맞춰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동체 네트워크와 무형문화유산 

요소의 전승은 공동체의 문화발전과 역량구축에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새

롭고 혁신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현재 베트남에서 적용하고 생태박물관학은 하

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에서는 공동체 주도로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개발의 지도를 작성하고 

계획하는 접근방식과 더불어, 새천년개발목표 준비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보호

하는 방법론으로 생태박물관학이 이용되어 왔다.12 예를 들면 하롱 생태박물관이

란 발상은 여러 자연보호기관과 여론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베트남의 상상

력을 사로잡았다. 이는 사람들과 환경이 생산적인 전략 관계를 구축할 때야 비로

소 보호와 발전 사이의 갈등이 해결된다는 단순한 원칙에 의해 추진되는 프로젝

트이다. 무형문화유산은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원동력이다.

생태박물관 개념은 전체 만灣을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보고, 관리를 위해 ‘해

석적’ 접근방식을 도입했다. 해석적 관리는 자연의 구성요소와 변천, 유형, 무형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변하는 평형상태에서 서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

으로 본다. 집중 연구와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자와 이해당사자 공동체 집단은 평

형상태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해석’하고, 필요하다면 구성요소들의 균형을 바

꾸기 위해 신중하게 계획된 개입을 하고자 한다. 이 접근방식의 중요한 특징은 

인간의 활동 및 과거와 현재를 전체적인 환경자원의 기본 구성요소로 본다는 것

11_ www.onsustainability.com

12_ 아마레쉬와르 갈라, 「베트남 생태박물관의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 in Ecomuseum Development 

in Vietnam)」, 『국제박물관저널(Museum International)』 제227권 57호, 2005, 101-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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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즉 문화유산지역과 그 주변의 인간 집단이 이룩한 문화, 역사, 전통과 활동

들이 자연 경관과 마찬가지로 문화유산의 한 부분을 이루고 두 요소가 지속적인 

상호관계 속에 있다. 

이런 방법론은 모든 인간과 자연의 생태계는 살아있고 발전하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립된 특정 상태에서는 보존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인간과 자연의 생태계는 상호의존적이다

•보전과 보호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이다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개발을 위해서는 자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원의 이해를 위해서는 자연과 변화 과정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 효과적인 해석은 자원의 요소, 체제, 변화 과정의 상호의존을 인식하는, 자

원에 대한 총체적 관점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실제로 생태박물관학은 다른 이해당사자들과 참여집단에 다른 의미를 갖는

다. 따라서 여성, 젊은이, 토착 공동체와 다양한 흥미로운 집단을 실제로 통합하

는 문화다양성이 중요하다. 생태박물관 개념에 관한 연구와 개발은 세 가지 관점

에 초점을 두고 행해지고 있으며,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문화유산 프로젝트 개발

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 가지 관점은 다음과 같다. 문화유산의 내용면에서는 

지역적이지만 세계적인 전문성을 갖춘 전체로 통합된 문화유산 관리 접근방식, 

지속가능한 개발 주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든 이해당사자 집단의 역량 구축, 

문화 간 대화의 수단으로서의 우수한 문화유산 해석이 이해 해당한다. 이는 다양

한 청중들의 인구통계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측정을 통해 알 수 있다.

인간중심의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베트남은 통합된 문화유산 관리모델 개

발 노력의 일환으로 2001년에 국립 문화유산법과 관련법규, 2009년의 수정법안

을 채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생태박물관 개념은 자연과 문화 환경, 이동, 부동, 

무형, 유형문화 유산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하롱 생태박물관

을 통한 문화권 간의 대화는 사람과의 환경을 맺어 주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효과적인 시연과 해석은 자연과 자연 보호, 특히 무

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태도를 바꾸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해석은 특

별한 개념이나 관점을 합법화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석을 통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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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개발과 문화적 이해와 같은 사회적인 주요 논점들을 대중에게 알릴 

수 있다.

이는 베트남에서 더욱 분명하다. 풍부하지만 손상되기 쉬운 문화유산의 보호

와 공동체 다수가 겪고 있는 극빈과 피폐함을 해결하기 위한 산업, 경제, 관광 상

품 개발 사이에 갈등이 극명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이 갈등은 양자택일을 요

하는 문제로 취급되어 해결이 어려웠다. 가장 큰 난제는 관리자와 모든 이해당사

자 집단을 하롱 생태박물관 개발로 조성된 참여의 장으로 모으는 것이었다. 따라

서 ‘2009 유네스코 세계 문화보고서’와 ‘2009 지역 문화 어젠다 21’ 보고서가 하롱 

생태박물관을 새천년개발계획과 빈곤퇴치라는 맥락에서 다루었다는 사실은 매

우 고무적이다.  

베트남 프로젝트는 하나의 예로서, 새로운 네트워크에 중점을 맞춘 카테고리 

2 기구인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에 특히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공동체 유산 

보호활동을 재고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다음 사항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연구소와 관리 기관들은 이해당사자 공동체와 집단의 참여 과정 및 그들에

게 자문하는 과정에서 곤란을 겪는다. 일부 국가에서는 접근권 및 평등권 

담론의 일환으로 자문과 참여를 통해 문화적 민주주의를 점차 도모하고 있

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는 단순한 접근에서 의미있는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의 적절한 참여 능력 함양을 통해 활동적 참여 및 권

력 구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무형문화유산 연행자와 전승자

의 주인 의식은 무형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다.

•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관리 과정에 있어 무형문화유산 관리기관, 협

회, 기금을 소장한 이들 및 일차적 이해당사자과 연행자들의 민주적 참여

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기관들은 무형문화유산 요소의 지속성에 대한 

관심을 또 한번 표명함에 있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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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구전 역사 및 민속생활에 관한 연구는 유물 및 유적지 중심의 유산관

리 접근법에 속한 부차적 연구에 불과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중산층, 도시 

남성의 관심사에 대한 편견과 더불어 주로 유형유산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

졌다. 토착민들과 이주민 그리고 소수민족의 유산은 대개 식민지의 ‘다른’ 

담론의 상상력 안에 갇혀있었다.

• 구전과 민속학이 무형문화유산보호 노력에 기여하는 동안 종종 무형문화

유산 보호를 이미 실행하고 있다는 오해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 일부 국가에서는 최근까지도 유산 보존과 공공 교육은 프로그램 계획이나 

예산 편성에 있어 후순위 분야에 속한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는 아태지역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직은 주요 예산으로 편성되지는 못한 것이다. 

• 아태지역의 일부 국가에서 일반 대중은 좀처럼 유산 자원에 근접하거나 의

미 있는 해석을 내리지 못했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및 대중에 대한 전수 

활동 접근은 효과적인 자질 관리 및 관광과 같은 국제화 압력에 대한 부정

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해석 기준이 필요하다.

• 기록 유산, 유형 문화, 조경, 난파선의 잔해 등 상당한 유산 재료들이 명확

한 보존 지침이 없고 공공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손상되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기준 개발을 위해 

다른 분야의 유산 보전 활동에 부적절한 지침을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유·무형 유산 통합 관리 접근법을 취함으로써 규모의 경

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기존에 유형유산 보전 방식을 무형유산 보전

에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위험 요소도 감안해야 한다.

• 지난 20년간 ICOM, ICOMOS, IFLA, ICA, ICCROM, 유네스코와 같은 기관

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최근까지도 토착 유산을 제대

로 대우하지 않거나, 토착유산을 문화유산 커리큘럼에 포함하지 않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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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있다.13 2007년에 개최한 토착민의 권리에 대한 유엔 선언 및 토착민

에 대한 유엔 의회 포럼은 이와 같은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

했다. 모범적인 박물관을 통한 리더십은 스미소니언과 같은 주류 유산 기

관에서 토착민들의 창조성과 무형문화유산을 통합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14  

• 문화 계획은 지자체의 핵심 부문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문

화유산관리는 아직 지역적 맥락과 계획 과정에 편입되지 않고 있다. ‘지역 

문화 아젠다 21’은 지속가능한 기틀을 마련해준다.   

• 유산보호활동을 위한 자원분배는 공동체 차원에서 공평하지 못하거나 변

칙적인 경우가 있다. 이는 바로 다양한 정부 차원의 공개 토론과 협동 노력

이 필요한 부분이다. 무형유산보전을 위한 공동체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

는 지역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재원이 필요하다.

• 20세기의 다문화적 혼성화나 역사적·사회적 운동에 기반한 무형문화유산

을 다루는 기관과 당사국은 거의 없다. 토착민 공동체 및 다문화 공동체의 

무형문화유산을 활성화하고 사회사 담론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아태지

역의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유산 요소 중 상당부분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

여할 수 있다.

위에서 지적한 부분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연구, 지원책, 네트워크 구축을 

고려해야 하며, 지역 내에 공동체 역량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또한 확충되

어야 한다. 다음은 가장 기본적으로 염두에 둘 사항들을 도표화한 것이다.

13_  아마레쉬와르 갈라, 「유산 커리큘럼 및 문화다양성(Heritage Curricula and Cultural Diversity)」 다문화 공

사, 총리 및 각료, 캔베리, 1993; http://icom.museum/diversity.html; www.onmuseums.com

14_ 마크 히치, 에이미 피워쓰 편, 『21세기 원주민의 우주와 박물관 : 미국 인디언의 국립박물관의 중요성(The 

Native Universe and Museums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Significance of the National Museum of 

the American Indian)』, 뉴욕 : 스미소니언연구소 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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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책 네트워킹

· 이해당사자 집단 일원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심 활성화

· 이해당사자 집단 일원의 IGO/INGO 문화 기관 

접근권 및 IGO/INGO 문화기관에 대한 당사자 

공동체 일원의 접근권

· 다양한 매체 활용, 타언어권 무형문화재 전수 교

육을 위한 다양한 지역 자원을 포함

· 중대한 문제에 대해 정부, 비정부 기관에 로비활

동을 펼치기 위한 압력집단 결성, 효과적이고 도

덕적인 참여 보장 문제, 지적 재산권 관련 문제, 

문화다양성증진 문제 등 포함

·일원 참여 원칙 홍보

·지역적·공동체 바탕의 탈식민지 유산

·인적 자원 및 인프라 공유

· 뉴스레터, 워크샵, 포럼, 심포지엄, 인터넷 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강화

·평등한 문화 활동을 향한 작업

·협동 전략적 동맹관계 구축

· 위원회에서 특정 회원 중책 독식 금지 및 일부 

회원 소외 금지 

·정책 결정 기구에 대한 대의원 지원 체계 제공

· 국제기관과 분명한 지방, 지역, 연방, 국가 네트

워크 구축

연구 자원

·문화적 컨트롤, 지적재산권, 저작권 허용

· 전문 활동 및 연구에 대해 도덕적이며 충분히 논

의를 거친 표준 고수

·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표준을 제공하는 사

안 도식화 및 조사 자료 이외의 저장 목록

·자문, 참여, 협상에 대한 도덕적 표준

·언어 다양성 존중

·남·녀·노·소를 비교·대조하는 주제

·환경 문제,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 변화

·지역적 연계 (예 : 아태지역)

·IGO와 INGO의 정책 연구서에 대한 정보

·유·무형 유산 통합

·인프라 개발 접근

·훈련 허용

·인센티브 펀드 조성-기금 마련

· 지역에 기초한 자원 센터 활용 및 개발 

(예 : 카테고리 2 기구)

·후원에 대한 기업 지원 등

·협동 및 조율을 통한 유용 자원 최대 활용

결론

결론적으로 필자는 무형문화재 전수 활동 강화를 위한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

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 기반을 둔 유산의 가치와 주요 무형문화유산 요소에 

대한 표현 및 접근법 조율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보호 기관 양성-통합 

지역 계획, 문화자원의 도표화 이외의 다양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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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와 현지화의 균형 확보-글로컬glocal이라는 단어의 외연적 의미 이상

의 탄탄한 관계 요구

• 유형, 무형, 이동, 부동, 자연,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모든 부처가 협력과 조

정을 바탕으로 통합된 전문적 접근법 장려 

• 경제 개발, 유산 관광, 고용 창출과 연계하여 유산관리 전략 개발. 공동체 

편익 분석의 기본 모델과 더불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로 문화다양성 및 유산 관광을 위한 지방 정부 및 아태지역, 범아시아 태평

양권의 기준 확립 (예를 들어 유산 관광에 관한 프놈펜 비엔티안 헌장. 관

련 사이트 www.icom.museum 참조)

• 유네스코 2003년과 2005년 협약이 문화 산업에 불러일으킨 새로운 활기로 

인해 무형문화재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시범 프로젝트의 기틀 마련

• 역사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새로운 목표, 인

프라, 역량을 통한 다양한 아시아권 사람들의 유산의 대표 목록 작성 장려

• 기존에 주목 받지 못했던 아시아태평양권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책임 확

대에 역점을 두고, 기록 및 미기록 활성문화재와 지적 문화재의 신탁 관리

에 있어 복합성 지지 

• 자치권 확보 및 비정파적인 유산 담론 유도를 위해 정부 기금에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메커니즘 장려

•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툴 키트 개발 및 배급, 공동체의 무형문화

유산 소유권 및 전수 의지를 확인하는 효과적인 권한위임 방법론으로서 생

태박물관학의 역할을 포함

• 박물관, 갤러리, 도서관, 아카이브, 유산 협회, 세계유산지역, 공원, 보호기

관과 같은 유산 관리 기관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시민 공간으로 활

용, ‘지역 문화 어젠다 21’에 담겨있는 통합환경관리의 기틀 안에서 사람들

을 소집하고, 그들의 유산을 한데 접하도록 할 수 있는 핵심 공간으로 활용 

•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과 같은 무형문화유산 요소의 착취 근절을 위한 

지적유산 및 문화적 유산 권리 제기

• 이해당사자의 무형문화유산 요소 전수 및 참여 강조, 무형문화유산을 보호

할 수 있는 법적 체계 옹호에 대한 조율된 접근

• 국제박물관협의회,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국제

공예협회ICA,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국제전통음악학회ICTM 등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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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비정부기관 및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기구의 건설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해 

역량 있는 허브 구축 및 이를 위한 한정 자원 최대 활용

결론적으로 필자는 세계 인구 절반이 집중되어 있는 21세기의 아시아·태평

양 지역은 비정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선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그들

만의 탈식민지 기구인 태평양도서박물관협회PIMA를 만들어 박물관과 문화센터

를 다루고 있다. 태평양 도서국가는 무형문화유산이 모든 개발 관련 문제의 핵

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토착민들이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곳으로서, 문

화센터는 이들 도서국가들을 위한 메커니즘이 되고 있다. 남태평양포럼, 남태평

양 위원회 및 유네스코 서사모아 아피아 사무소는 관련 지역 국제 비정부기구로

서 보호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효과적

인 아세안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남아시아 국가들도 남아시아협력기

구SAARC의 비호 아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2 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21세기 탈식민지 시대의 배경에서 하위 

지역형성과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고찰하게 된다. 이를 위해 우

리는 아태지역의 첫 번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진정 과거는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낯선 나라가 아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보와 네트워킹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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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서울에 방문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음으로 무형문화유산ICH 

보호 관련 NGO의 역할과 논의에 대한 견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번 회의

에 초청해 주신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에 감사드린다.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한국에 있는 게 아주 편안하게 느껴진다. 사

실 나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분야에서 25년 넘게 일해 왔고, 특히 지난 10년 동안 

국제적 차원에서 매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매우 많았다.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함은 정부 대표, 전문가, 학계 인

사, NGO 모두를 의미한다. 지난 해 마닐라에서 아태지역 43개국의 대표들이 모

인 가운데 열린 유네스코 지역 회의에 참석했다. 아태지역의 전통과 현대를 접목

시키고 이 지역 문화유산의 유형과 무형 측면을 조화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지켜보며 매우 유쾌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속해 있는 유럽 세계는 너무 자주 유산과 전통을 무시하고 근대로 넘어 

왔다. 이는 오늘날,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사회구조를 엮어

낸 가치를 육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이기도 하다.

*_ www.tradi.info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비정부기구의 역할과 과제

디에고 그라디스

스위스 미래를 위한 전통연구소* 소장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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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 인근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정부간 국제 네트워크인 ‘미래를 위

한 전통Traditions for Tomorrow ’의 대표로서 나의 활동 분야는 주로 중앙아메리카와 남

아메리카이다. 1985년 이래 ‘미래를 위한 전통’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토착

민들과 일부 소수 집단들, 특히 아프리카계 후손들과 함께 무형유산 보호활동을 해 

왔다.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표현과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다루기 위해 우리가 수

행했던 프로젝트들은 음악, 춤, 구전 전통, 언어, 신앙, 전통적인 통치수단과 분쟁

해결체계, 전체론적인 의료체계, 문화간 이해 교육, 언론 등에 관한 것이다. 

공동체 차원에서 개발된 수많은 현장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

기하고 공동체의 문화적 권리를 지원하는 가교 역할을 해온 우리 NGO는 이러

한 메커니즘과 전략의 모범사례를 수립해 왔고, 현재 역량강화를 위해 이를 다른 

NGO들이나 민중 집단들과 공유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전통’은 12개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장사업 이외에도 1992년부

터 국제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 왔다. 1992년은 ‘미래를 위한 전통’이 

NGO로서 유네스코와 공식적인 관계를 수립했던 해이다. 우리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발전 10개년 계획World Decade for Culture and Development, 두 차례에 걸친 토착민

을 위한 10개년 계획International Decades for Indigenous People, 그리고 2003년 무형문화유

산 보호협약의 초안 작성 단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당사국 총회와 정부간위

원회에 NGO 참관자로 참가할 수 있었다. 정부간위원회는 ‘미래를 위한 전통’을 

차기 총회에서 인가해 줄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NGO는  문화적 표현

의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2005년 협약 절차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했다. 

NGO-유네스코 중재위원회NGO-UNESCO Liaison Committee의 9개 NGO 회원 중 

하나인 우리는 2005년부터 유네스코 사무국과 회원국들 사이에서 시민사회단체

의 역할과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공헌해 왔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한 전통’은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ECOSOC 자문 자격으로 토착민들의 인권 분야에서도 적

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그리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전통 지식, 문화

적 표현, 유전학적 자원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정의를 내리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왔다.

 오늘 오전에는 아래의 세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중점을 두고 논의하고자 한다.

 

1.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비정부간 공동체의 역할 증대

2. 지역적(국가적이란 의미에서) 차원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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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적 차원의 보호 과제 -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문제를 간략하게 다룰 

것임.

 Ⅰ.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있어서 NGO의 역할 증대

내가 이 연구에서 NGO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기로 한 것을 여러분들은 이

미 눈치챘을 지도 모른다. 아마 이 문제는 문명civilizations의 불가사의로 영원히 남

을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서 문명civlizations이란 끝에 ‘s’가 포함된 단어인데 그 이유

는, 이견이 있긴 하지만, NGO의 역사를 보면 NGO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해 왔

기 때문이다. NGO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문제는 어쩌면 해결될 필요가 없는지도 

모른다.

시민사회는 이제 정부와 ‘세계 거버넌스World Governance’의 일부가 되었고, 특

히 유엔과 시민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2004년 카르도조 보고서2004 Cardozo Report 

이후 더욱 그렇게 되었다.

세계화에 대한 대응 혹은 대안으로서 부상한 시민사회의 활발한 참여로 인해 

오늘날 NGO는 정부, 의회, 민간 부문, 학계, 교회, 기타 종교 집단 등으로 대표되

는 세계 공동체의 운영 기관들의 상대역이 되었다. 그 유명한 공공-민영 협력관

계PPP에 대해 논할 때면 시민사회단체들은 항상 언급되곤 한다. 

어제 세실 듀벨 과장은 비정부기구가 정부와 공동체 사이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다. 불과 한 달 전에 아부다비에서 열린 2003년 무형문화유

산보호협약의 정부간위원회 회의 폐회식에서 마쓰우라 고이치로 사무총장은 유

네스코 사무총장으로서 마지막 연설을 했다. 이때의 마쓰우라 사무총장의 연설

을 인용해보면, “시민사회, 특히 NGO의 중추적인 역할…… NGO는 지역 공동체

와 정부 간의 간극을 메우려고 노력하는 주요 행위자”라고 언급하였다.

왜 ‘중추적pivotal ’이라고 표현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NGO 외에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주요 참가자들을 간략하게 열거하고자 한다. 우선, 

유산 보유자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2003년 무형유산협약에서 ‘공동체, 집단, 그

리고 때로는 개인’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이들은 무형유산 보호 계획의 핵심적 

요소이다. 다음으로, 무형유산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당사국을 들 수 있

는데, 무형유산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와 연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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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들 수 있다. 

마쓰우라 사무총장이 아부다비에서 분명하게 강조한 부분은 ‘공동체’를 의미

하는 무형유산의 보유자와 연행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NGO 없이는 국가가 무형

문화유산을 보호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나 연구자들은 아무리 유

용하고 논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NGO가 이 과정에 공헌할 수 있

고 공헌하고 으며, 앞으로도 계속 공헌할 만큼 이 과정에 공헌할 수 없다. 

그 이유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지난 9월 아마존의 코판 토착민 

공동체Cofan Indigenous community를 방문했다. 우리는 석유 및 정유 추출 회사가 이 

공동체의 영토를 무작위로 파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당면한 가장 중요

한 과제 중 하나인 전통지식과 샤머니즘 관행이 점차 소멸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심각한 문제의 원인으로 수많은 요인들 중에서도 학교교육, 소비지

상주의, 이민, 인근 콜롬비아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미치는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NGO는 코판인들의 유산 보호 문제 뿐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

능한 발전을 증진하고자 하는 전통적인 지도자로서의 샤먼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전략 시행에 대해 현재 코판 당국과 논의 중이다. NGO들은 적어도 지난 15년간 

영토를 확인하고 보호하려는 토착민들의 분투를 후원해 왔기 때문에 토착민들로

부터 일정 수준의 신뢰를 받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NGO들은 앞서 언급한 샤먼 

문제 등과 같이 현장에서의 다양한 협력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정부대표, 전문가 및 학계는 NGO와 토착민들이 해마다 구축하는 이러한 신

뢰관계를 쉽게 만들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무형문화유산

의 보유자와 작업을 함께 한다는 것은 때로는 장기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

이다. 무형문화유산은 대부분의 경우 한 집단이나 한 개인의 매우 사적인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나는 종종 파나마의 쿠나 인디안Kuna Indian 젊은이 한 명이 겪었던 경험을 떠

올리곤 한다. 쿠나인들은 파나마 캐러비안 연안의 군도에 살고 있다. ‘미래를 위

한 전통’은 구전 전통을 연구하는 데 젊은이들이 앞장서서 노력하는 것을 후원

해 주고 있었다. 이 젊은이들 중 한 명은 섬에 사는 아주 박식한 노인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 한 시간 반 정도 카누를 타고 노인이 살고 있는 섬에 찾아갔다. 노인

은 별로 몸이 좋지 않았고 이 젊은이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한 달 후 두 번

째 이 노인을 찾아 갔을 때, 노인은 어망을 고치느라 매우 바쁘다는 핑계로 인터

뷰를 거절했고 젊은이는 카누를 저어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몇 주 후, 젊은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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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시도를 했는데 드디어 이 현명한 노인은 해변에서 젊은이를 맞아주었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서 오렴. 이제 네가 알고 싶은 모든 걸 말해주마. 왜냐고? 

이제 난 네가 진심으로 나에게 배우고 싶다는 걸 믿게 되었기 때문이란다.” 

물론 이 일화에서 NGO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뢰관계가 형성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심도 있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NGO는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한다. NGO는 무형문화유산에

서 나오는 이익 때문에 보유자들과 협력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는다. 관심과 연대

의식이 이들의 원동력이며 유산 보유자들은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의미

에서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과의 간극을 메우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는 것이다. 정부대표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특별한 관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어려

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무형문화유산 보유자와 함께 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무형문화유산 보호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따른 일부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은 정부간위원회의 운영지침 초안을 준비하는 전문가 회의 같은 곳에서 종

종 표출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민간전승시킴으로써 무형문화유산

을 동결시킬 수도 있고, 무형문화유산의 발전을 방해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국가의 무형문화유산을 홍보나 관광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과잉 개발할 수도 있

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현장에서 종종 직면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

다. 관광 개발이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진다면 보물섬el Dorado

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공동체가 믿게 되면, 공동체는 이를 거부하기가 힘들어

지며, 이로 인해 야기될 부정적인 결과는 과소평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여기서 다시 한 번, 토착민들의 분별력을 제고하는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은 오랜 시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토착민들과 NGO가 가지게 되는 신뢰 관계라

는 사실을 언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 첫 부분을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협약2005 

Convention on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을 다시 한 번 인용하며 종결하고자 한다. 

다음의 내용은 무형유산 보호협약과 상당히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

해볼 때,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협약 제11조에서는 

협약 이행을 위해 시민 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추해 봤을 때 그리고 두 협약 모두 2001년 세계문화다양성선언에 의해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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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게 요구되고 있는 문화다양성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가 

2005년 협약에서 그렇듯 2003년 협약에서도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다. 이제 우선은 지역적 차원에서, 다음으로 국제적 차원

에서 NGO의 과제가 무엇인지 분석해보기로 한다. 

Ⅱ. 지역적 과제

본 회의가 본질적으로 국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국제적 차원에서

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NGO의 과제를 설명하기에 앞서, 필자 생각엔 더

욱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지역적 차원에서의 유산 보호 과제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고자 한다. 보시다시피 필자는 여기서 국가적 차원을 논의하

는 게 아니라 지역적 차원을 논의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2003년 협약에는 본 협약을 국제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협약 영역

에서는 다소 예외적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협약 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협약을 조인한 당사국들에게 지워진다면, 협약 시행에 있어 

주요 역할은 공동체의 손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무형문화유산은 유산의 보유자인 공동체의 동의 없이는 대표목

록이나 긴급보호목록에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는 협약 초안자들이 지역적 차원

에서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또한, 

NGO의 개입이 왜 근본적으로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

가 된다.

지역적 차원에서의 NGO의 세 가지 과제―목록화 작업에 참여, 교육·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공동체 협력 중 앞의 두 가지는 협약과 관련된 것이고 세 번째 

과제는 다소 독립적인 것이다. 

1. 목록화 작업

‘미래를 위한 전통’은 국가적 차원에서 2003년 협약 이행을 위한 활동을 펼치

고 있는 스위스에서 연방 문화부Federal Department of Culture가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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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힘을 합쳐 NGO들을 결집하여 향후의 무형문화유산의 국가 목록화 사업에 대

해 정의 내리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전통 음악, 풍속, 수공예, 전통 예

술제, 국제협력에 있어 활발한 활동을 하는 NGO들이 소집되었다. 

그 이유는 행정당국이 이러한 NGO없이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무형문화

유산 보유자들에게 접근할 경우, 연행자들이 자신들의 유산을 국가 목록화 작업

에 포함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하는 데 있어 적절한 어조나 취지를 살

려 전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당국의 직무로서 연행자의 유산을 목록

화하는 접근법은 공동체가 트리클업trickle-up 의식화절차에 기반을 두어 이를 시도

할 때처럼 성공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특히 선진국에서는 NGO와 연행자간에 명확한 구분이 항상 존

재하지는 않는 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연행자는 종종 연행자 개개인이나 지

역 집단으로 구성된 NGO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들 자신이 종종 정부 

당국과 직접적인 대담자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행자나 공동체가 아닌 NGO들 역시 무형문화유산 보유

자들에게 유산을 등록하도록 동인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보호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이해시킴으로

써 말이다. 목록에 기록함으로써 유산을 인정받는 것은 유산을 강화하고 재활성

화하기 위한 첫 단계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앞서 언급한 신뢰관계가 필

수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차원에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두 가지 목록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유

산 보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초반에 언급한 적이 있다. NGO는 이와 

유사하게 국가 정부를 설득하여 지역 및 지방의 유산 목록에 등록할 때에도 보유

자들의 동의를 요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무형문화유

산에 대한 보유자들의 주권과 통제권을 보호해준다. 보안상의 문제를 놓고 보면 

공동체가 일부 전통 표현을 등록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은 충분히 이해

할 만하다. NGO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보증인이 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주요 취약점 중 하나는 이것이 독자적인 것이고sui generis 항상 

자연적으로 존재해 왔다는 점이다. 무형문화유산은 대부분의 경우 표현되어지는 

형태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이를 목록화 작업을 통해 보호해야 할 필

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다. NGO의 경우 이들 보유자들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들에게 유산을 등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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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인지시켜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목록화 작업 절차는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NGO들이 공동체, 특히 민중들에게는 복잡할 수 있는 신청 절차나 등록

요건 등을 준비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한다.

2. 교육

협약 당사국으로 하여금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교육, 인식 제고, 역량 강

화를 위한 활동을 개발하도록 강력하게 명시하고 있는 협약 제14조는 매우 중요

하다. 이미 언급했듯이, 무형문화유산에는 비공식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공식·비정규 교육활동이 필수적이다.

이를테면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초·중등 학교 차원

의 정규 교육이 필요한 것 못지 않게, 비정규 교육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의식 개

선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 경우 NGO는 박물관과 연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한다. 국제박물관협의회ICOM는 회원들에게 무형문화유산의 기록 작업과 

사전교육 작업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위스에서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는 지방 시민사회단체들과 연합하여 세계유

산 지역World Heritage sites을 수공예품이나 구전 전통과 같은 무형문화유산 표현과 

연결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차제에 지역의 NGO가 담당해야 할 것임이 

분명한 이러한 활동은 한편으로는 연행자들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유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게 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인들이 이러한 

표현을 존중하도록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협약 제14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역량 강화라 함은 무형문화유산의 표현에 관

한 역량 뿐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역량도 의미한다. NGO는 무형문화유산 연행자

들이 스스로 보유한 무형문화유산의 표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데 활발

한 역할을 해왔다. 앞서 언급했듯이, 특히 관광 개발로 인한 소득 생산 활동에 의

해 무형 유산의 의미가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역량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미래를 위한 전통’은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이러한 현실에 직면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이는 물질적인 부분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에게는 

때로는 거부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통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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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매매’하거나 상업적인 이유로 개발하는 것이 단기적인 것에 불과하며 무엇보

다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된다. 

멕시코의 모렐로스 주State of Morelos에서 우리가 후원하는 NGO인 ‘Coordinara 

de grupos culturales indígenas y populares de Morelos’는 전통적 표현을 통해 관광

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이러한 표현의 의미와 목적을 변질시키는 위협에 대해서 

지역 집단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표현 중 많은 

부분은 자연이나 농사 주기와 연관된 종교의식이나 축하행사 때 행해지는 춤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유산들을 관광으로 유치하고 싶은 유혹은 매우 클 수밖에 

없고, 특히 이 지역이 멕시코시티 근경 내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여기서 인식

을 제고한다는 것은 무형문화유산의 소멸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기보다는 

무형문화유산이 변형되어 조만간 원래 의미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 NGO는 이 지역주민들로 구

성된 집단이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다른 어떤 집단

보다 훨씬 적합한 주체라고 여겨진다.

3. 공동체 협력

무형문화유산 보호는 문화의 역동성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NGO는 이러

한 역동성 속에서 무형문화유산 연행자들을 동원하는 데 적합한 매개기관이 된

다. 페루 남부의 푸노Puno 인근 지역에서 우리와 몇 년 동안 작업을 함께 해 온 한 

NGO인 ‘Asociacion Chuyma Aru de apoyo rural’은 티티카카 호수의 페루 유역에

서 50개가 넘는 아이마라Aymara 인디언 공동체에 역동성을 가져다줬다. 

이들의 주요관심은 안데스력에 따른 농경축제의 음악과 춤에 쏠려 있었다. 

공동체간 교류가 형성되었고 특히 젊은이와 전통적인 권위자들에게 집중되었다. 

농경 활동 시작 시기를 결정하는 자연의 신비와 징조는 이러한 행사 때 드러났고 

공표되었고 쌍방향으로 유포되었다.

이러한 과정이 가능했던 것은 모두 이 NGO 역시 마을 사람에 의해 시작되었

고 농부들이 이 공동체의 활동을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이다.

특히 주변부 및 비주류 집단인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에게 역동성을 성공적

으로 불어넣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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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말할 것도 없고 전문가나 연구자들은 이러한 종류의 역동성을 구축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부 사회에서는 연행자가 자신이 

보유한 지식을 자신만이 간직하고자 하는 경향이 점점 커져 가고 있다. 보유한 

유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각에서 이를 잘못 사용할 수도 있다는 두려

움 때문이다. 특히 전통 의학을 다룰 때 발생하는 것처럼 지적 재산권 상의 문제

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출처를 인용하거나 정보 제공자에게 조사 결과 제출

을 소홀히 하는 학계의 남용 때문일 수도 있다.

Ⅲ. 국제적 과제

1. 2003년 무형문화유산협약 이행 관련 과제

무형문화유산협약 제9조 1항은 “무형문화유산의 관련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

받은 NGO는 정부간위원회의 자문자격으로 활동”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003년 무형문화유산협약 정부간위원회 회의 중 협약의 자문기구 역할에 대

한 논의에서 NGO는 앞서 기술했던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무형문화유산협약을 

이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되었다.

무형문화유산협약이 완전한 이행단계에 들어가면, 운영지침을 따르는 NGO

는 다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긴급보호목록 등재 관련 협약 당사국에 의한 요청 심사 

• 무형문화유산협약 제18조 하의 우수사례로 간주되는 프로그램, 사업 및 활

동 심사 

• 미화 25,000달러 이상의 국제기금 국제 원조 요청 심사

•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된 유산에 대한 보호조치계획의 결과 평가

우리는 현재 과도기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총회에서 인가되어야 한다고 협

약 정부간위원회가 선정한 NGO들이 내년 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차기 총회에

서 인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2008년에 열렸던 협약 정부간위원회와 제2차 협약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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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총회에서 이루어진 논의 일부를 상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972

년 세계유산협약에서 NGO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ICOMOS, IUCN, ICROM은 세계유산협약의 본문에 3개의 사례로 언급된 

NGO이다. 

세계유산목록World list에 유적지를 포함하자는 협약 당사국의 요청을 3개의 

NGO들이 심사한 결과는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의 결정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들 NGO는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회

원국으로부터 압력을 받게 되었다.  

2003년 무형문화유산협약 초안을 작성할 때, 회원국들이 무형문화유산 보호

의 향후 계획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협약이 

채택되고 발효된 후, 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행해졌던 논의들은 이러한 경향을 

입증해 주었다. NGO의 회의 참여 여부는  오랜 시간 동안 때로는 예상치 못한 논

의의 주제가 되었다. 자문 기능의 정의를 살펴보면 국가는 전문가, 연구센터, 전

문가 센터의 역할을 중시하고, NGO의 역할은 약화시키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2008년에 열렸던 당사국 총회에서는 NGO에게 보다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다. 

NGO의 자문 기능을 인정하는 협약 제9조 1항을 보다 성실하게 준수함으로써 말

이다. 결국, 지난 달 아부다비에서 열린 정부간위원회의 자문 기구가 처음으로 

긴급보호목록 등재신청유산 및 미화 25,000 달러 이상의 사업 기금에 대해 심사

했을 때에도 이러한 과도기적인 시기에는 여전히 협약 이행을 위한 NGO의 향후 

역할에 대하여 얼마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아직 협약 이행 초기단계에 진입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총회

에서 강조했던 NGO의 역할 증대가 이루어질지 혹은 자문 역할이 시민사회단체

가 아닌 전문가에게만 돌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

이다. 일부에서 그렇게 요청했던 ‘민주적인’ 특성이 협약 안에서 사라질 수도 있

다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2.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수단

이 회의의 주제로 돌아가서 정보 전달 방법으로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기여하

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NGO의 역할이 우선 과제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NGO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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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방법과 경험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이러한 대규모 작업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작업에 정보기술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런 점에서 

보호라고 함은 등록, 보급, 기록 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구 한 편

에 있는 연행자와 다른 한 편에 있는 연행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

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협약 제16조의 대표목록에는 무형문화유산의 세계 목록

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한국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무술의 예만 봐도, 충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무술연맹World Martial Arts Union 같은 NGO는 지식정보를 축적하고 필요

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데 적절한 매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임

무를 수행하려면 국가 혹은 국제적 차원에서의 공공 부문의 지원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집단보다 이러한 임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집단이 또 어디 있겠는가?

물론 좋은 사례들은 많이 있다. 국제박물관협의회ICOM도 좋은 사례이고, 이

미 언급했듯이 세계전통음악학회ICTM, 세계민속축전기구CIOFF 등도 그렇다. 지

역 NGO나 때로는 국가 NGO는 무형문화유산과 경험을 등재하는데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한다. 

분야별 네트워크(춤, 음악, 언어, 구전 전통, 종교의식, 풍습 등)는 지구촌 곳

곳의 집단이 해당 분야에 대한 세계적인 발전의 산물과 모두에게 이로운 지역적 

경험을 공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의미에서 NGO는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는 데 가장 적절하게 준비된 집

단이라고 할 수 있다.

Ⅳ. 결론

결론을 대신하여 현재 NGO가 처해 있는 취약한 상황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

키고 싶다. 한편으로 NGO는 자신들의 독립성을 소중히 여긴다. 이 독립성으로

부터 이들은 정당성과 특수성을 찾는다. 이들은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NGO의 재원은 항상 부족하며, 특히 예산 삭감 및 경제 

위기의 시기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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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이해관계자들이 오늘날의 살아있는 유산이 처해 있는 

위험이 점점 더 커지는 현실에 맞설 수 있는 진정으로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자 한다면 NGO를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의사결정 과정 및 정책에 포

함시키는 것이 절대적이고 시급하게 중요하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보와 네트워킹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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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태무형유산센터가 유네스코로부터 카테고리 2 기구로 승인 받은 것을 

축하하며, 이번 회의에 초청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 아

울러 세계지적재산권기구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본 발표문에서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지적재산권 측면, 특히 무형문화유산 

기록 전, 기록 중, 기록 후의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논할 것이다.

그러나 먼저 앞으로 사용할 용어를 정리하고자 한다. 지적재산권과 무형문

화유산 담론에서는 용어를 다소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용어를 사용할 때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무형문

화유산의 일부인 ‘전통 문화적 표현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둘러싼 정책적 문

제와 법적 문제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다.  또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현재 진행 중인 규범 작업에 대해 짧게 설명할 것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지적재산권·유전자원·전통지식·전통문화표현에 관한 정부간위원회WIPO’s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WIPO IGC의 최근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제 규범의 제정을 목적으로 ‘조문

무형문화유산의 지적재산권

벤드 벤드랜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전통지식분과 과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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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text-based negotiation’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럼 다음 기록에 대한 주제로 돌아가

서 현재 우리가 진행 중인 두 가지 프로젝트, 특히 공동체에 기반하고 있는 기록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할 것이다.

Ⅰ. 용어 설명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은 혁신이나 창조처럼 인간의 마음을 창조하는 것

을 의미한다. ‘지적재산권 보호IP protection ’는 혁신과 창조를 부정유용, 불법 복제 

및 사용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차원에서 지적재산권은 특허

법,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법처럼 국내 법을 통해 보호된다. 국가의 지적재산

권법은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 조약이나 협약에 기반을 두고 제정되는데 대개 

지적재산권기구에서 채택된 것이다.

특히 이 논의에 관련 있는 것으로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법적인 차원의 보

호, 즉 허가받지 않은 사용으로부터 지적 콘텐츠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러므로 지적재산권 보호는 종종 ‘물질적 보호material protection ’를 의미하는 ‘보존

preservation ’이나  ‘보호safeguarding ’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특히 이 기구의 정부간위원회 활동에서 ‘전통지식

traditional knowledge ’은 좁은 의미로는 보건, 생물다양성, 식품 안전 등과 관련된 기술

적인 지식에 대한 내용을 의미한다. ‘전통 문화 표현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은 음

악, 디자인, 공연, 상징, 예술 등 예술적 형태의 문화와 지식의 유·무형적 표현을 

가리킨다.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의 무형문화유산 개념과 세계지적재산권

기구가 사용하는 두 가지 용어인 전통 지식TK 과 전통 문화 표현TCEs 사이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아래에서는 그 예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정부간위원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전통문화표현에 대한 기술을 살펴보겠다.

(1) ‘ 전통 문화 표현’ 혹은 ‘민속 표현’은 유형이든 무형이든 전통문화와 지식

이 표현되고, 보여지고, 명시되며 아래와 같은 형태의 표현이나 결합물들

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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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구술적 표현 : 이야기, 서사시, 전설, 시, 수수께끼, 기타 화법   

(단어, 부호, 이름, 기호) 

      (ㄴ) 음악적 표현 : 노래 및 연주음악 

      (ㄷ) 행동적 표현 : 춤, 연극, 의식, 종교의식, 기타 공연, 이것이 유

형적인 형태에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와 무관

      (ㄹ) 유형 표현 : 예술품, 특히 그림, 디자인, 페인팅(바디페인팅 포

함), 조각, 조소, 도자기 공예, 테라코타, 모자이크, 목제 공예, 

금속 공예, 보석 공예, 바스켓, 자수, 직물, 유리, 양탄자, 의상, 

수공예품, 악기, 건축

이는 또한,

(가)  창조적 지적 활동의 산물이며 개인 및 공동체의 창조성을 포함하며   

(나)  공동체의 문화적, 사회적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특성을 의미하며  

(다)  관습법과 공동체의 관행에 따라 책임과 권리를 가지는 공동체나 개인에 

의해 유지되고 사용되거나 개발된다. 

 

이 용어는 토착민 공동체, 회원국, 다른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기반하여 지난 

몇 년에 걸쳐 개발된 용어이다.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규정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전통 문화 표현TCE ’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가)에서 (다)까지의 단락] 전통 문화 표현이 보호 받기 위해 충

족해야 할 기준을 설정했다. 여기서 보호란 앞에서 언급한 지적재산권 상의 법적 

보호를 의미한다. 

Ⅱ. 전통문화표현과 지적재산권 : 정책 및 법적 고려사항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통 문화 표

현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전통문화표현은 공동체의 정체성에 있

어 필수적인 요소이며, 집단의 가치와 신념을 구현한다. 또한, 공유된 역사를 전

승하고 토착민 집단의 지속적인 생명력을 보장해준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정책의 문제는 전통문화표현도 일종의 지적재산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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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저작권에 의해 음원이 보호되

고 특허법에 의해 발명품이 보호되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전통문화표현도 보

호되어야 하는가?

어떤 형태의 전통문화표현은 이미 현행 지적재산권 체계 하에서 보호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미 존재하는 문화표현을 오늘날에 변형한 것은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다. 전통문화표현의 시연은 1996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에 의해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전통문화

표현의 기록도 음성기록으로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전통문화표현의 모음집과 데

이터베이스도 이미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아직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전통문화표현과 기존의 지적재산

권 체계 하에서 ‘공공영역public domain ’으로 간주되는 전통문화표현이 지적재산권

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공공영역’에 인용표시

를 한 이유는 전통문화표현의 공공영역은 토착민 공동체에 의해 이의가 제기되

기 때문이다. 만약 보호 받을 수 있다면, 어떤 형태로 보호 받아야 하는가? 그리

고 그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

 

전통문화표현의 보호란 무엇인가

지적재산권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은 저작

권 보유자가 자신의 작업에 대한 복제를 금지하거나 승인할 수 있는 경제적 권리 

등과 같은 배타적 재산권 일 수 있다. 혹은 제3자에 의한 특정 사용을 막기 위하

여 전통문화표현에 권리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지적재산권이 전통

문화표현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제3자에 의해 사용되었

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선 사용 후 지불’ 방식)를 의미하는 보상권 형태

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은 작가가 저작권을 인정 받고 작

품을 손상시킬 수 있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도덕적 권리’ 형태를 취할 수도 있

다. 어떤 사람은 전통문화유산을 지적재산권으로부터 보호하는 형태인 ‘방어적’ 

보호 방법을 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다양한 

형태의 보호를 의미할 수 있다.

어떤 접근법이 가장 바람직한지는 어떤 정책 목표가 가장 절박한지에 달려있

다. 어떤 접근법이 창의성 증진, 견고한 공공영역 유지, 경제 발전, 토착민들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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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무형문화유산 보호,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가장 적합한가? 이것은 세계지적

재산권기구 정부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훌륭한 정책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Ⅲ. 규범 개발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정부간위원회(IGC)

2001년 4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정부간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 정부간위

원회에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회원국 전부(현재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는 184

개국이 가입되어 있음)와 유네스코를 비롯한 많은 정부간 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200개가 넘는 NGO도 이 위원회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이들 NGO 대

부분은 토착민들을 대표하고 전통문화표현의 개발자이자 보관자이기 때문에 이

들의 시각과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자발적 기금은 토착

민들의 위원회 회의 참여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2010-2011년 정부간위원회의 임무와 WIPO 규정 초안

2009년 10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회원국들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정부간위

원회에 2010년과 2011년에 가장 큰 임무를 맡기기로 합의했다. 그 임무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정부간위원회는 국제규약 각 조문내용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조문 

협상을 진행할 것이며 국제 규약은 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 등

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이다.

• 정부간위원회는 2010-2011년 2년간 네 차례의 정부간위원회 회의와 세 번

의 회기간 워킹그룹 등 명확한 활동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 이 기간동안의 정부간위원회 활동은 현행 정부간위원회 활동에 기반하여 진

행되어야 하며 WIPO/GRTKF/IC/9/4(2005년 처음 개발된 전통문화표현의 

보호에 대한 규범 초안), WIPO/GRTKF/IC/9/5(역시 2005년 처음 개발된 전

통지식에 대한 규범 초안), WIPO/GRTKF/IC/11/8A(이 발표에서는 논의되지 

않은 유전자원 관련 문서)을 포함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문서를 모두 활

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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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2011년 총회에 국제 규약 내용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2011년 총회는 외교회의 개최를 결정할 것이다.

• 정부간위원회의 협상은 ‘다른 포럼들에서 추진되는 작업들에 대한 편견 없

이’ 진행되어야 한다.

전통문화표현의 협약 초안(새로운 임무에 명시되어 있는 문서 WIPO/

GRTKF/IC/9/4)은 국가와 공동체의 광범위한 의견과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것은 국제 규범에서 가능한 내용과 실체를 준비하고, 포괄적인 권리, 비강제적 

절차, 무한한 보호 등의 전통 문화 표현 보호의 독자적인 형태를 구성한다. 초안

은 “모든 상황에 들어맞는 정책은 없다는” 입장을 채택하고 있어 국가별 이행을 

위한 유연성을 남겨두고 있고 관습법 체계와 관례를 최대한 존중한다. 초안은 아

프리카 집단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또한, 모든 회원국이 채택하거나 동

의하지는 않았지만,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과정에 기여한다.

전통문화표현의 규범 초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 조항을 제안한다.   

• 무엇을 보호하고자 하는가? (주제)

• 왜 이런 작업을 하고자 하는가? (정책 목표)

• 어떤 행동이 보호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이 필요한가? (보호의 범위)

• 누가 이 보호로 이익을 얻는가? (권리보유자와 수혜자)

• 권리를 어떻게 획득·소실·관리·이행하는가? (정식 절차, 조건, 관리)

Ⅳ. 지적재산권과 무형문화유산의 기록

무형문화유산의 기록이 유산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에 언급된 목록과 같이 박물관, 아카이브, 도

서관은 귀중한 교육적, 학문적, 보존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이나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활동에서 깨달은 것은 토착

민들이나 그 밖의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표현 보유자들은 타인이 그들의 지식과 

문화표현을 기록할 경우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때로는 본의아니게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그들은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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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성한 문화적 표현에 대한 사진이 제3자에게 노출되거나 녹음한 음악이 제3

자에 의해 복제되고 상업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토

착민 집단이 그들의 ‘저작권’, ‘소유권’, ‘관리’가 무형문화유산 기록과 관련하여 

어떻게 다루어질지에 대해 때로는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몇 년 전 토착민 공동체 지도자가 “문제의 핵심은 우리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소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법적 관점에서 볼 때, 무형문화유산 

기록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녹음된 것이든 필름이든 사진이든 데이터베이스든 그 

기록에 표현된 사람이나 공동체에게 부여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 기록을 ‘만든’ 

사람에게 부여된다. 이 사람을 지적재산권법 상의 ‘창조자’라고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토착민들은 그들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연구 대상이나 법적 권리를 빼앗

긴 사람들로 간주하게 된다. 왜냐하면 토착민들의 전통을 기록한 사람들이 토착

민들의 표현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제 토착민들은 그들 문

화의 어떤 부분이 기록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결정하는 데 좀

더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논할 때,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정

부간위원회의 규범작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몇 개의 실용적인 프로젝트에 착수

했다.

 

»프로젝트 I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문화 기록에 대한 창조적 유산 훈련 과정

 

이것은 토착민 공동체를 대상으로 문화기록 아카이브, 지적재산권 관리에 대

한 실제 참가 훈련 프로그램이다. 우리는 케냐의 마사이Maasai 공동체에서 시범프

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공동체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 접촉하면

서 시작되어, 처음부터 공동체 주도로 진행되었다. 

공동체와의 첫 번째 협의는 2006년 10월 케냐 라이키피아Laikipia 공동체 마을

에서 진행되었다. 이것은 공동체, 특히 노인들과 협의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

였다. 이 과정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우리의 작업이 공동체가 직접 표현한 공동체

의 희망과 요청에 따라 진행되도록 했다. 그 후 문화 정보관리와 기록관리에 일

가견이 있는 기관의 전문가들을 접촉했다. 운 좋게도 워싱턴 의회도서관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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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생활 센터와 듀크대학의 정보관리 연구 센터의 전문가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었다. 그 후, 우리의 협력자인 마사이 공동체와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이

후 2008년 9월 이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프로그램은 정보관리, 기록관

리, 지적재산권 관리에 대한 3주간의 실용적인 훈련 코스였으며, 훈련대상인 마

사이 사람들은 워싱턴, 노스캐롤라이나, 듀크 그리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본

부가 있는 스위스에서 훈련을 받았다. 이들은 미국 민속생활 센터와 기록 연구 

센터에서 사용하는 장비로 훈련 받았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공동체를 위하여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음성 녹음기, 견고한 노트북 등의 새로운 장비 세트를 구

입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미국 민속생활 센터, 기록 연구 센터는 이 장비를 

공식적으로 전달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미국과 스위스에서 그동안 훈련했던 것

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후 다시 공동체를 방문했다. 이 두 번째 방문은 2009년 

7월에 행해졌으며 이로 인해 공동체는 장비를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그들 

전통의 기록 작업에 착수할 때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공동체는 ‘카메

라 배후’ 세력이 되었고 문화적으로 권한을 부여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설

명했던 것처럼 그들 자신이 기록을 만들기 때문에 기록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

장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는 시작부터 케냐 국립박물관 대표(라갓 키

프로프Lagat Kiprop)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했다는 점이다. 라갓은 훈련을 받는 

사람인 동시에 시키는 사람으로서 이 팀에서 매우 훌륭한 존재였다. 세계지적재

산권기구, 미국 민속생활 센터, 기록 연구 센터는 외국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공

동체를 계속 지원 할 수 있는 지역 전문가를 이 프로젝트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했다.

케냐의 라이키피아(Laikipia)에서 첫 번째 공동체 
협의 장면, 2006년 10월 벤드 벤드랜드 촬영

마사이 공동체의 존 올레 틴고이(John Ole 
Tingoi)와 앤 신토야(Anne Sintoya)가 워싱
턴 훈련에 참가한 장면, 2008년 9월 구하 샨카
(Guha Shankar)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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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는 이 프로그램을 잘 받아들였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실험이었고, 야

심적인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그램은 신기술을 도입하고 ‘보존’과 ‘보호’의 보완

적인 관계를 인정하며 양자 사이의 교차점에 놓여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기록물

에의 접근과 제3자의 사용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소유권을 가지고 싶어하는 공동

체의 희망에 대한 응답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공동체의 문화다양성을 증진

하고, 지역 콘텐츠를 산출하고, 경제 발전을 진작할 수 있으며 적절한 형태의 관

광을 진흥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실행 계획의 문제, 지속가능성의 문제, 확장성 

문제, 법적 문제, 정책적 문제 등의 여러 가지 과제도 안고 있다. 

»프로젝트 2
지적재산권과 전통문화 보호에 대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가이드 

훈련 프로그램은 공동체의 관점에서 문제를 다루는 한편, 박물관, 도서관, 아

카이브로부터 많은 요청을 받았는데, 바로 토착 음악·디자인·예술작품 등의 

전통지식과 전통문화표현의 산물을 관리할 때 일반적으로 그리고 특히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박물관과 기타 기관들이 특히 전통지식과 전통

문화표현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전세계의 경험을 대상

으로 조사했다. 

여기에는 통가의 말리아 타라카이Malia talakai가 저술한 태평양의 경험과 슈바 카

우두리 박사Dr. Shubha Chaudhuri가 저술한 인도의 경험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어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기록 연구 센터의 훈련 장면, 
2008년 9월 구하 샨카 촬영 

두번째 공동체 방문 장면, 2009년 7월 구하 샨카 
촬영



무
형

문
화

유
산

 보
호

를
 위

한
 정

보
와

 네
트

워
킹

354

우리는 무형문화유산 기록을 둘러싼 지적재산권 문제를 관리하는 기관들의 

현행 정책, 실행, 프로토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

리는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에 해당하는 목록 제작에 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하고 완전하게 검색 가능

하다.

이 데이터를 경험적인 근거로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박물관, 

도서관, 아카이브를 위한 가이드북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이드북은 ‘누가 토착적 자료 모음을 소유하는가, 어떤 법적·도덕적 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기관과 전통 보유자가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게 작

업을 할 수 있는가, 지적재산권 관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등의 복잡한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몰리 토슨Molly Torsen과 제인 앤더슨 박사Dr. Jane Anderson라는 외부전문가 2명이 

가이드북의 집필에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내년 초에 발행될 계획의 초안에 대해 

30명의 국제 전문가들을 모셔서 논평을 들어본 ‘전문가 리뷰’ 작업이 지금 막 완

료되었다.

결론

이 발표에서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정부간위원회의 규범적인 작업과 세계지

적재산권기구의 역량 개발 프로젝트에 관련하여 무형문화유산 보존의 지적재산

권 측면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무형문화유산 기록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유네

스코의 중점목표인 무형문화유산 ‘보존’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중점과제인 전

통지식과 전통문화표현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했다. 기록은 사실은 상보

적이어야 하는 ‘보존’과 ‘보호’ 사이에 긴장관계를 발생시켰다는 말을 끝으로 감

사를 전하며 논의를 마칠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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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요약문

서기보고서

 참가자 프로필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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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국제회의 : 정보와 네트워킹 어떻게 할 것인가’는 

11월 3-4일 양일간 서울 그랜드힐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

에는 아태지역에서 약 120여명이 공식 참가자와 참관자로 참가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김 찬 문화재청 차장은 개회사에서 회의 참가자들을 

환영했다. 

개회사에 이어 세실 듀벨 유네스코 무형유산과 과장과 박성용 아·태무형유

산센터 소장이 기조연설을 하였다. 이번 회의는 이틀에 걸쳐 2003년 유네스코 무

형유산보호협약과 국제협력, 무형문화유산 정보체계 구축·관리 및 공유, 무형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제로 세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총 15개국 22명의 무형유산 전문가들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가하

였다. 각 세션 발표와 토론 후에는 듀벨 과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서기보고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토론 요약문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국제회의 : 
정보와 네트워킹 어떻게 할 것인가

2009년 11월 3~4일

서울 그랜드힐튼 컨벤션센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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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과 국제협력  

제1세션은 알리셔 이크라모프 유네스코우즈베키스탄위원회 사무총장이 좌

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무형문화유산 연행자를 위한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기구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역량강화와 국제협력’을 주제로 임돈희 동국

대학교 명예교수가 발표했으며, 이어서 좌장인 이크라모프 사무총장이 아태지역

에 설립되는 카테고리 2 기구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좌장은 지난 유네스코 총회

에서 승인된 한국·중국·일본 3개국 및 이란·불가리아 정부가 제출한 카테고

리 2 기구 설립 제안서에 관해 언급하며, 이러한 움직임들이 무형문화유산의 중

요성에 대한 유네스코 회원국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한 아태지역 

센터와 비롯하여 회원국들이 센터의 지리적인 측면보다는 역량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크라모프 사무총장은 임 교수가 언급한 무형문화유산 예산마련 문

제와 관련하여 직접 지원 대신 세제 혜택 등 연행자에 대한 간접 지원을 제공하

는 우즈베키스탄의 예를 제시하였다. 

§

박상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2003년 유네스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도전’을 주제로 발표한 노리꼬 아이까와-포르 유네스코 문화 부문 사무총장

보 자문관의 지정 토론자로 발언하였다. 

무형문화유산 개념에 관한 문제

박 교수는 아이까와-포르 자문관이 발표한 개념상의 과제, 특히 ‘무형문화

유산’의 올바른 정의, 무형문화유산 협약 내 두 목록의 목적·의미·기능, 등재

신청 평가 시 두 목록 간의 균형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박 교수는 이 분

야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이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

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의 정의, 의미, 목적을 둘러싼 이

러한 논의는 협약의 핵심 철학적 배경과 상통하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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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

는 한국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아·태무형유산센터가 국

내 및 국제무대에서 이러한 의미와 목적, 목표를 명확히 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

할 것을 제안하였다.

박 교수는 일반 대중과 해당 분야 종사자들이 두 목록의 차이점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긴급보호목록이 무형문화유산 

협약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는 아이까와-포르 자문관의 의견에 덧붙여, 박 소

장이 기조발제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 목록이 도시화, 산업화, 세계화로 말미암

은 아태지역의 급격한 변화 상황을 잘 드러낸다고 하였다. 박 교수는 보호 노력

의 중요성이 역설적으로 보호에 대한 긴급성의 주요 원인일 수도 있으며, 무형문

화유산의 취약성과 중요성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가 지역 내 활동 규모의 이유일

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교수는 논의의 범위를 넓혀 현재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

는 아프리카와 같은 다른 국제사회의 국가들을 포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센터의 역할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연행자와 공동체의 참여와 균형있는 무형문화유산 

다국적 등재는 다양한 지역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박 교수는 센터가 향후 다

국적 등재신청을 촉진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

망했다. 박 교수는 아이까와-포르 자문관이 제안한 바와 같이, 센터가 지역기구

로 활동하면서 산재한 인력을 모으고, 이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며, 경제적·기술

적 자원을 적절한 곳에 배치하는 창구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둘러싼 오해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 자원

회원국들의 협약 조항에 대한 오해는 두 목록의 불균형한 등재신청 및 등재

뿐만 아니라 협약 이행의 어려움을 초래했다. 이에 대해 좌장은 센터가 협약에 

대한 이러한 오해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문서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비

슷한 문서가 과거 유네스코에서 만들어진 적이 있으며, 이는 현재 협약 가입 절

차를 밟고 있는 국가들에 특히 중요할 것이다. 이 문서는 회원국, 연행자, 전문

가,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조항의 해석, 협약 내의 요점과 우선순위에 관한 설

명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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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브 우르트나산 유네스코몽골위원회 사무총장은 제1세션의 두 번째 토론

자로, 임 교수의 발표에 대한 지정 토론자였다.

다국적 등재신청과 국경을 초월한 보호방안

우르트나산 사무총장의 토론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다국적 등재신청과 국

경을 초월한 보호방안이다. 사무총장은 몽골의 일부지역이 중국 국경 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등재신청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

명하였다. 몽골은 한 차례, 중국과 장가long song를 공동 등재한 사례가 있는데, 이

는 두 국가 간의 공동 보호노력을 이끌어 내었으나, 여전히 공동등재의 신청 절

차문제, 공동등재의 당위성 문제가 남아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토론문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유산 문제에 관한 공통된 이해와 상호 존

중이 없다면 다국적 유산의 단독 소유권을 주장하는 국가가 발생하는 등 긴장관

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다국적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역 역량 구축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국제적·지역적 차원의 협력 방안

우르트나산 사무총장은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내 교대 운영 등, 지역 

기구 외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적 차원의 조직적인 협력 방안 가능성을 제

시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협력 관계를 타 지역의 전문화된 센터 및 연구기관

까지 확대하는 것이 있다.

박물관의 역할과 문화기관 및 공동체의 참여

우르트나산 사무총장은 박물관과 여타의 문화기관이 문화유산 인식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대중이 직접 체험하고 대중의 인식을 증진하는 상

호교류 사업 및 워크숍의 운영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공동체의 참여와 개입이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이는 무형문화유산 보

호 접근법의 핵심요소라는 점을 상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량 구축과 연구-정책의 연계

우르트나산 사무총장은 발언을 마치며 이 지역 무형문화유산센터가 정책입

안자와 목록등재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협약 개념의 이해 워크숍을 개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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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요청하였다. 좌장은 연구와 정책의 연계에 대한 토론자의 마지막 주장을 다

시 한번 일깨우며 센터가 이러한 사회 여러 집단 간의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정책

입안자간, 연구자-실연자간의 매개체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박원모 아·태무형유산센터 연구조사팀 팀장은 가우라 만차차리타디푸라 인

도네시아 크리스사무국 차장의 지정 토론자였다. 박 팀장은 만차차리타디푸라 

차장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활동과 일반 대중, 특히 청소년의 참여’에 대한 발

표에서 제시한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접근법을 대한민국에 적용하였다.

무형문화유산 단체의 장점과 단점

박 팀장은 대한민국이 중요무형문화재 단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여

러 무형문화유산 단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각각

의 유산에 대해 하나의 단체만을 인정하는 이러한 한국의 획일적인 관리 체계가 

단체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경향도 낳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과도한 관료화를 경계한 만차차리타디푸라 차장의 발언과 관련하여, 박 팀장

은 한국이 공동체와 단체들의 활동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

러한 맥락에서 이들이 관료화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떠

한 방법이 있는지 만차차리타디푸라 차장의 경험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교육을 통한 청소년 대상의 전승 촉진

박 팀장은 보유자-전승교육조교-이수자-전수생으로 이어지는 전승체계를 

통해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비공식 교육이 실시되지만, 최근 이러한 교육에 청소

년의 참여가 줄어들고 종목에 따라서는 전승이 단절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설

명하였다.

또한 한국은 초등학교 음악 교육의 절반가량을 전통 음악 학습에 할애하고 

있으며,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조교, 이수자가 직접 학생들

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구화로 인한 청소년의 무형문화유산 인식 변화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현대적인 청소년들과의 세대 차이때문에 무형문화유산에 갑작스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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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무형문화유산과 실제로는 무형문화유산이 아니

면서 무형 유산처럼 보이는 문화자산이 혼동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박 팀장

은 이 때문에 서구화된 교육에 익숙해진 한국의 청소년이 마음으로부터 무형문

화유산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인도네시아의 교육을 통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활동이 무형문화

유산 우수사례로 등록된 것에 비해, 한국은 오로지 대표목록 종목 등재에만 초점

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우수사례들에서 그 경험을 본받고, 모범

사례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우수사례 목록 등재 작업을 추진해 나가는 일이야 

말로 앞으로 한국이 주목해야 할 부분임을 역설했다.

청소년의 참여와 접근성

한국은 전국민속경연대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문화재

청이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나 여러 보존회를 통해 전시, 공연과 같은 공개행사

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박 팀장은 이러한 행사에서 청소년이 행사기획, 무형

문화유산 연행 등 주체적인 역할을 맡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팀장은 비공식적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관행을 존

중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과 같은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하며 토론을 마쳤다.

좌장은 이 사안과 관련해, 향후 ‘청소년 사이에서 어떻게 대중 인식 제고 활

동을 형성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토론을 제안하였으며, 또한 “문화코드가 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한다”는 듀벨 과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사

안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세션 2 
무형문화유산 정보체계 구축, 관리 및 공유

제2세션은 노리꼬 아이까와-포르 자문관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우선, 송민선 국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재연구실 실장이 팀 커티스 유네스

코방콕사무소 문화부 부장의 발표 '공동체의 무형문화유산 기록작업 참여' 에 대

한 첫 번째 토론자로 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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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무형문화유산 기록작업

송 실장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중요무형문화재 기록 사업을 소개하였다. 한

국에서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공포된 이후, 1964년 시행 규칙이 제정되어 녹

음, 촬영, 악보, 대본 및 보유자의 사진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였다. 기록화 작업

의 첫 번째 시기인 1965년부터 1994년까지는 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과가 제작

을 관장하여 16mm 흑백과 칼라 필름으로 30분 분량의 단편물을 기록하였으며 

두 번째 시기인 1995년부터는 무형문화재과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재

연구실로 이관되면서 기술과 예술 형식의 완전한 기록을 위하여 30분 이상의 영

상물을 베타캠, 디지베타와 HD로 제작하였다.

송 실장은 현재의 기록화 사업이 전수자와 관련 전문가, 제작팀, 사진가, 국

립문화재 연구소의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기록의 내용은 해당 종

목의 사회역사적 배경을 비롯하여 전수 과정과 전수 환경, 전수를 위해서 사용되

는 자료, 전승자 계보를 포함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보존용과 보급용, 원본 

자료를 나누어 보관한다.

공동체 기록과 활용

송 실장은 마지막으로 커티스 부장에게 공동체 기록의 관점에서 이러한 한국

의 기록화 노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커티스 부장은 공동체가 자체

적으로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기록하는 것이 보호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며 국립

문화재연구소도 이 부분에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

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다양한 관계자와 공동체, 후원자, 

연행자들이 만들어낸 기록물들이 어떻게 해당 유산의 계속적인 활성화에 영양분

을 공급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내 또는 국제적 수준의 

정보 네트워크가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벤드 벤드랜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전통지식분과 과장의 발표 '무형문화유

산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적용과 그 범주'에 대한 지정 토론은 이철남 충남대학

교 법학대학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벤드랜드 과장이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흐

름에 대해서 적절히 설명했으며 이 내용이 향후 센터의 활동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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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국내 기록 작업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하였고 자료에 대한 접근성

을 높이기 위한 지적재산권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통문화유산 기록과 지적재산권

이 교수는 전통 유산 기록에서의 지적재산권을 논의할 때 고려가 필요한 세 

가지 사항을 말했다. 첫째는 지적재산권의 내용으로, 지적재산권법의 대상이란 

음악, 스토리, 춤, 의례 등 새롭게 생산된 표현물을 말한다. 둘째는 지적재산권의 

소유자다. 국내법 하에서는 창작자 또는 공연자가 지적재산권을 소유한다. 셋째

는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시 말해 무형문화유산을 기록하고 

사용할 때는 해당 유산의 지적 재산권 소유자에게 사용에 대한 권리를 허가 받아

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기록 사업 당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해당 보유자들과 계

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교수는 계약서 작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다른 문화유산 

기관도 공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작성한 계약

서가 방송국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구체적인 계약과 비교할 때 그 내

용이 다소 추상적이고 단순하였음을 지적했다.

지적재산권 제도와 무형문화유산 보호간 갈등

이 교수는 지적재산권이 본래 상업 대중문화를 위하여 제정된 제도라는 점에

서 전통문화유산에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두 경우에서 법

적인 보호의 대상이 매우 상이한데, 대중문화의 경우 내용의 창작자에 초점을 맞

추는 반면, 전통 문화에서는 공연자보다 문화의 본래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

이다. 또 하나의 불일치점은 시간적인 문제인데, 무형문화유산의 원형 같이 창작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작품들은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 보호 받을 수 없다. 이 교수

는 현재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 교수는 또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주체가 사람이나 기업 또는 기관인 

법 체제 하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무형문화유산

의 경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제도는 문

화 콘텐츠가 이윤을 목적으로 생산된다는 가정 하에 제정되었지만 무형문화유산

은 경제적 이익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라는 점에서 현행 지

적재산권 제도를 무형문화유산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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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지적재산권을 무형문화유산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무형문화유산 기록작업에서 지적재산권의 정책적 고려

벤드랜드 과장은 무형문화유산의 기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이 교수의 발

언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사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기록 작업으로 인해 유산에 

대한 권리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록 작업 전이나 작업 도중 혹은 작업 후에 

지적재산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벤드랜드 과장은 무형문화유산을 

기록하기 전에 프로토콜이나 계약 등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법을 도입할 것을 

권장했다.

 

저작권과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이론적 차이

벤드랜드 과장은 이 교수가 저작권 제도의 취지와 보호활동 취지간의 차이

점에 대해 제기한 점이 매우 흥미롭다고 언급했다. 그는 계속해서 저작권 체계와 

보호 활동은 모두 창의성 보호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보호는 창의적

인 활동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보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저작권 체

계는 창조라든지 결과물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차이점을 이해한다고 했다.

소유권 및 국가간 공유되는 전통문화표현(TCEs)

벤드랜드 과장은 소유권에 대한 이 교수의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으로 국가

간 공유되고 있는 전통문화표현의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세계지적재산권

기구는 200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협약의 다국적 접근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법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구축하고자 하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공

유되고 있는 전통문화표현의 문제를 살펴보면,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지역법에 

대한 작업에 일부 시간을 할애했고, 지역의 전통지식TK과 전통 문화 표현TCEs 문

제에 대한 해결책 제공을 하는 목적으로 태평양, 아프리카, 캐리비안 지역의 법 

모델 초안을 만들었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접근성

벤드랜드 과장은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유산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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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마지막 질문에 대해 일각에서는 어렵게 만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

적재산권 체계의 이론적 근거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특허라는 말 자체

가 공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지적재산권 체계와 반대되는 것이 어

떤 것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체계는 이들을 비밀로 유지

하지 않는 사람들을 장려하여 공정한 범위 내에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는 무형문화유산의 접근에 대한 규정을 갖는 것이 꼭 공정한 접근

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활용의 측면에서 지적재산권 제도가 장벽

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토론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보호가 무형문화

유산의 접근성을 어렵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

한 국내와 국제적 상황 및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시게유키 미야타 일본 동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유산연구부 부장은 시미오

네 세부드레드레 피지 원주민부 원어문화 연구소 연구원의 발표 ‘피지 목록작성 

및 문화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지정 토론자로서 발언하였다. 

토착민 문화와 지역 역량강화

미야타 부장은 피지의 문화지도 사업이 전적으로 토착문화를 존중하는 기반 

위에서 실시된 반면, 일본은 자국내 유일한 토착민족인 홋카이도 아이누족 문제

에서와 같이 이러한 사안에 그다지 민감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그는 무형문화유

산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지역 공동체와 전문가, 정부 사이

의 역량 강화라고 생각하며, 피지의 문화지도 프로그램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무형문화유산 목록 작성

미야타 부장은 일본이 무형유산 분야에서 6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야 무형문화유산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으며,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곳으로 모으는 데 수반되는 노력에 대해서 설

명했다. 또한 문화유산 온라인과 일본 문화유산 웹 포털 사이트가 2008년에 개설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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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네트워크와 언어

미야타 부장은 정보 및 네트워킹이라는 맥락 하에서 정보와 기술 및 제도적 

어려움과 함께 특히 언어 장벽 문제가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물론 영어가 가장 

널리 쓰이는 언어이기는 하지만 무형문화유산 데이터는 자국의 언어로 정리되어

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데이터 네트워크는 무형유산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

승자, 연행자와 지역민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제적인 데이터 네

트워크가 오로지 영어만으로 이루어진다면 정작 해당 지역 사람들에게 유용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미야타 부장은 한국의 센터가 이러한 분야에서 선도적

으로 활동하며 무형유산 보호 노력에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기를 희망하였다. 

마지막으로 미야타 부장은 박 소장에게 센터가 정보를 보급할 때 사용할 언

어에 대해 어떤 접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 소장은 최근 

센터가 발간한 뉴스레터 「무형문화유산 꾸리에」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그는 

센터 내부에서도 아태지역의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보를 어떻게 번역하고 보급할 

것인가, 어떤 언어를 이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영어가 가

장 널리 쓰이는 언어이기는 하나 뉴스레터에 기고한 전문가의 자국어도 사용하

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했다. 박 소장은 또한 아태지역의 언어를 더욱 폭넓게 포

함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 §

지정 토론자의 발표를 모두 마친 후, 발표·토론자와 회의 참관자 간의 질의

답변 및 토론이 이어졌다.

기록화 작업과 공동체 및 실연자의 참여

천정엽 세계무술연맹 차장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제작자의 관

점이 아닌 연행자의 입장에서 무형문화유산 기록화 작업을 시행하는 것이 의미

가 있다는 벤드랜드 과장의 견해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의 문화재

청은 정해진 내부규정을 준수하여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기록화를 시행하는데, 

이는 보유자의 입장이 아닌 제작자의 입장을 우선시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측면을 염두에 두고, 향후에는 기록화 사업에 연행자의 관점과 공동체의 

참여를 동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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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장

김정수 국립국악원 학예연구관은 이철남 교수에게 첫 질문을 던졌다. 그는 

교수의 발표를 무형문화유산은 창작이 아닌 원형의 재현이므로, 현 저작권 제도

에 걸맞는 제작 환경이 갖추어 진다면 저작권 문제에 얽히지 않고 보다 널리 이

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 교수가 언급한 국가

주도의 기록화 사업에서 무형문화유산 원형에 대한 문제보다는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보장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이 교수의 의

견을 듣고자 하였다.

청소년 무형문화유산 학습을 위한 교육과정

김 연구관은 박 소장이 발표한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선양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과 이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센터의 역할 강조와 관련하여 질문을 던졌다. 

그는 박 소장이 제시한 이러닝 시스템 개발 계획이 청소년보다는 무형문화유산 

실연자, 전문가, 일반 대중에게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닝 시스템 

개발에서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겨냥한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김 연구관은 

만차차리타디푸라 차장의 발표를 인용해, 인도네시아에서는 정규 교육에 무형문

화유산 학습과정을 편성하여 다양한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태무형

유산센터도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학습할 기회를 마련할 계획

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무형문화유산의 저작권 보호 문제

이 교수는 김 연구관의 질문에 대하여 우선 그가 이 교수의 발표 내용을 오해

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무형문화유산을 

기록한 매체 또한 여타의 대중문화 콘텐츠를 담은 매체와 동등하게 저작권의 보

호를 받는다고 대답하였다. 반면, 저작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는 아래 두 가

지의 예시를 통해 설명하였다.

이 교수는 승무를 예로 들어 첫 번째 경우를 제시하였다. 실연자는 그 자체의 

신분만으로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나, 발생 후 긴 시간이 흐른, 대대로 전수되

어 온 안무의 경우에는 저작권 보장 기간의 만료로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가 없

다고 설명하였다.

이 교수는 두 번째 예시를 통해 원형 문제를 국제적 차원에서 접근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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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국외 한 소수민족의 고유의 

공연을 기록하여 방송할 때, 그 공연이 원형이라는 이유로 저작권을 보장받지 못

한다면, 이는 해당 공동체에 잠재적인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러한 가능성이 저작권 이외에 별도의 보호 조치를 마련하자는 국제적인 논의

를 촉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소년 대상 무형문화유산 전승 촉진 방안

만차차리타디푸라 차장은 교육에 대한 질문에 답변했다. 그는 청소년 대상의 

무형문화유산 전승을 촉진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하여 논의했다. 첫 번째 

방법은 한 명의 장인이 한 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비공식 혹은 전통적 교육방법이

다. 그는 전통적인 혹은 구전의 교습방법을 소멸시키지 않고 대신 교사들에게 지

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방법을 촉진시키려고 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방법은 

무형문화유산 관련 교과를 학교에서 과외활동 혹은 교육과정의 일부로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수학, 역사, 지리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무형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으며, 이러한 교습법의 목표는 학생들이 습득한 

것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일부는 연행자의 길을 걷도록 하는 것이다.

만차차리타디푸라 차장은 무형문화유산을 가르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어린이나 청소년이 습득한 것을 연습하거나 

공연 또는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

성은 적어진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학생에게 와양wayang을 가르쳤을 때, 그 학생

은 와양을 연행할 기회를 얻어야만 하며 이런 식으로 무형문화유산 전승의 전체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일련의 유기적인 과정으로서 조망되어야 한다.  

그는 중요한 것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수동적인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아

니라고 강조했다. 만약 그 정도가 목표라면 단순히 대형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

들어 웹상에 모든 것을 집어넣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하면 되

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사람들이 실제로 무형문화유산을 경험하고 연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무형문화유산 전승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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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과 관련된 언어의 문제

우르트나산 사무총장은 무형문화유산의 보급과 관련한 언어문제를 지적했

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형문화유산의 설명은 영어로 되어야 하겠지만, 유

산 자체를 표현하는 용어는 그 고유의 언어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보급되어야 하

며, 또한 인쇄물 형태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도구로 전파되어야 한다. 그는 이 

문제가 지역 무형문화유산센터가 직면하고 있는 앞으로의 과제라고 밝혔다.

 

무형문화유산 관련 저작권

우르트나산 사무총장은 또 무형문화유산 관련 저작권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제기했다. 새로이 설립되는 지역 기구는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국제적 차원에

서 모두 존재하는 저작권 문제의 해결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는 또한 

향후 개최될 국제회의 및 지역 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워크숍을 열 것을 제안했다.

»세션 3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제3세션의 좌장은 박 소장이 맡아 진행했으며,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본 세션

에서 발표된 내용을 개략적으로 정리하였다. 

먼저 무형문화유산 목록 작성과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수다 고팔라크리슈난 

인도 연행예술유산진흥위원회 회장의 발표는 커티스 부장이 대독했는데, 이는 

다른 회원국들과 한국에 설립되는 카테고리 2 센터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다. 고팔라크리슈난 회장은 위험에 처한 언어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인도의 무형문화유산 목록과 문화지도 작업에 대해서 설명했다. 아·태무형유산

센터와 유네스코 뉴델리사무소가 협력하여 실시한 인도문화지도 사업은 인터넷

에 기반을 둔 인도의 무형문화유산 목록의 웹포털사이트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정보와 기술을 활용의 측면에서 웹 포털 서비스와 포털 사이트를 통해 목록을 작

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다. 

두 번째로 아마레쉬와르 갈라 호주 퀸즈랜드대학교 교수는 무형문화유산 공

동체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에 대해 발표하면서, 자신이 참여한 여러 

활동들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생태박물관학적 접근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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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남에서 사용된 모델 사례를 제시했고 이는 무형문화유산을 강조하면서 자연과 

인간이 모두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형문

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 방법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소개하였다. 

디에고 그라디스 미래를 위한 전통 연구소 소장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

된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설명했다. 그는 비정부기구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와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비정부기구는 공

동체를 재생시키고 성숙한 상호관계 증진을 위해 정서적 접근을 기본으로 한다. 

그는 비정부기구를 지역 및 국제적 수준에서 분석했는데, 지역적 수준에서는 목

록 작성 참여, 공동체와 함께하는 역량강화 및 교육적 인식제고 활동을 들 수 있

으며, 국제적 수준에서는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하에서 의사소통과 네

트워킹의 한 방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레티민리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유산국 부국장은 제3세션 무형문화유

산 목록 작성 및 정보체계를 주제로 한 발표의 지정 토론을 시작하였다. 

리 부국장은 토론을 시작하면서 베트남의 목록 제작 작업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목록 제작 작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이에 대한 목적, 

방법론, 주제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불안정적이고 정보가 부족했다. 무

형유산협약의 필요요건에 따른 두 가지 주요 문제점은 공동체 참여의 부재와 목

록들이 문화유산 전승 및 교육에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리 부국장은 목록의 정의, 범위, 고안자, 방법 및 과정 등 목록 제작을 둘러싼 

일련의 문제가 가지는 함의에 대해 논의했다. 리 부국장은 베트남에서 지난 3년

간 행해진 목록 제작 시범 프로젝트 몇 개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와 경험을 공유하

였다. 이 프로젝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공동체의 참여라고 설명했다.

교훈과 과제

시범 프로젝트의 일례로 리 부국장은 닥 농Dak Nong 지방의 공Gong 문화를 보

호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했다. 참여 학자들의 도움으로 소수 민족 출신

의 베트남어를 말하거나 읽거나 쓸 수 없으며 문화 및 유산에 대한 견해가 일치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훈련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은 인내를 요

하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경험을 통하여, 모든 학자들이 유산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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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공동체 구성원들이야말로 그들 자신의 문

화를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리 부국장은 또 다른 문제로 목록 제작자들의 훈련 부족으로 인해 대다수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그들은 무형문화

유산 정보는 총체적인 현상이며 전문 지식과 실기가 부족하면 확인과 분류가 쉽

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목록제작자와 연구자들 모두 목록 제작 작업에 

들어가기 전 역량 강화 훈련 워크숍을 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1) 우선적으로 이들은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하고 목록을 만드는 것이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2) 그들의 역할은 이러한 보호 계획 수립을 위해 공동체를 지원하는 일이며, 

이들 공동체 구성원들을 활용하여 개인적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마지막 사례로 베트남 민속학 박물관 프로젝트를 들 수 있는데, 여기서 기록 

작업은 탐 록Tham Rock 마을 내 타이Tay 사람들이 10년 동안 행하지 않았던 인형극

의 문화 전통을 되살리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지역 정보체계 수립을 위한 제언

마지막으로 리 부국장은 아태지역 내 무형문화유산 정보 체계 구축을 위하여 

몇 가지 제언들을 해주었다.

1)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협약을 비롯해 각국의 법적 보호 장치들에 

대한 정보를 이 지역의 국가들에게 제공하고 배포한다.

2) 연구자, 관리자는 물론 공동체 구성원들까지 쉽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

는 지역 무형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3) 정보규범 및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회의를 개최한다.

4) 잠재적으로 이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여 연계하는 방법으로 무형문화유산 

보호 관련 프로젝트 및 실행의 모범 사례들을 제공한다.

5) 공동체의 협력과 교류의 기회를 만들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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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참여하는 조직 및 개인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박 소장은 베트남 정부의 무형유산 전반의 정책사업과 목록 작성노력은 물

론, 국가목록 작성의 초기단계에서 목록의 정의, 범위, 대상, 구성체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베트남 정부의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업

에서 긴급보호목록Urgent Safeguarding List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무형유산의 

가시성 제고가 강조되고 있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며, 국가목록 작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유산간 서열화 문제를 피하기 위한 베트남 정부의 신중한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

최종호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교수는 갈라 교수가 발표한 ‘과거

는 낯선 나라가 아니다-무형유산 전승활동 강화를 위한 공동체 네트워크’에 관한 

지정 토론을 시작했다.  

무형문화유산 기록, 정보체계 그리고 네트워킹

최 교수는 갈라 교수의 발표가 매우 포괄적이며 광범위한 지식을 제공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논의를 시작했다. 그는 2003년 무형문화유산협약 이래 보호를 필

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범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특히 한국의 보호 노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으며, 무형문화유산 기록을 할 때

에는 무형문화유산의 항시 변화하는 특성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아울

러, 유형의 박물관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록 개념을 활용하고 무형문화유산을 화

석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살아있는 과정인 무형문화유산을 기록하는 데 

네트워킹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 체계를 구축할 때는 기록의 표준 형식이 지정되어야 하며, 이때 표준 형

식은 전 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고 무형문화유산 정보의 표준 데이터베이스에 기

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 최 교수는 표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경우 생기

는 장점으로 사용자가 직접 창조한 콘텐츠 영역 내에서 정보를 능동적으로 적용

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와 네트워킹을 위해서는 선정기준을 표준화시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야 한다며 토론문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각국과 각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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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의 완전성을 보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는 

누가 기록을 관리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데, 정부, NGO, 지역 

공동체, 그리고 연행자들은 자신들의 무형문화유산을 기록하는 작업에 직접 참

여해야 한다. 이를 고려해볼 때, 기록 공간으로 박물관을 활용하는 방법이 대두

되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무형문화유산을 박물관에서 보호하고 있었지만, 무

형문화유산을 박물관에 보관하자는 공식적인 의견은 2004년 한국 서울에서 개최

된 ICOM 총회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인간

문화재 훈련센터를 설립했다. 무형문화유산의 다양성과 지속성을 보호하기 위하

여 우리는 이러한 기관들의 이점을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 그는 NGO가 박물

관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 사회적 약자가 무형문화유산의 훈련을 경험할 수 있도

록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록화와 아카이브

좌장인 박 소장은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의 진흥을 위해서 기록화와 아카

이브는 상호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추후 기록화와 아카이브와 관련된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보충의견에서 기록관리archive가 유형 기록을 다루는 것이라면, 정

보관리documentation는 실제의 물리적인 기록이나 자료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무

형 정보를 기록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기록화와 기록정보관리의 차이

점에 대해 설명했다. 

갈라 교수는 이 둘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바누아투 국립 문화 센

터National Cultural Centre in Vanuatu의 현장 연구자 네트워크Field Workers Network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정보관리archiving는 바누아투 문화 센터에서 행해졌지만, 기록화

documentation는 살아있는 과정이며 아카이브의 기능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정보가 

수집되고 기록되고 공유되는 과정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해 논할 때에는 많은 용어들을 유형 유산 영역에서 차용했기 때문에 모

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다시 개발해야 하고, 지역 공동체에 의해 만들

어진 용어집을 편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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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앙 동 중국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기획단 단장은 제3세션의 세 번째 토

론자로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비정부기구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그라디스 

소장의 발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앙 단장은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출

범 축하 인사와 함께, 센터와 유네스코의 조인식을 지켜보며 흥분을 감출 수 없

었다는 말로 토론을 시작하였다.

중국 입장에서 본 무형문화유산 보호, 목록화 그리고 비정부기구의 역할

지앙 단장은 그라디스 소장의 발표문에 대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서는 

NG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언했다. 그가 그라디스 소장의 발표문에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NGO와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간의 관계이다.

중국의 경우 NGO 문화가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새로운 현상이

지만, 오늘날 중국에서 NGO는 전에 없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앙 단장은 중국에 국가, 성, 시, 주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목록 

제작 체계를 도입했다. 국가차원의 목록은 1,000개 이상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단장은 그라디스 소장의 논문 중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소비주의와 무형문화

유산 보호에 대한 부담을 다루었다. 중국에서 그렇듯이 지나치게 방대한 무형문

화유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재정적 부담이 존재하게 되고 유산 보호에 아무리 

많이 투자하여도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에게는 충분하지 않다. 사실, 많은 무형

문화유산 보유자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통해 돈을 벌고 

이를 통해 지원 받기를 원하고 있고, 이는 목적과 형태에 잠재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는 그라디스 소장이 언급한 NGO의 취약한 상황을 인용하며, 무형문화유

산 역시 정치적·경제적 영향으로 인해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중국에 새로이 설립되는 무형문화유산 센터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와 향후 

동향에 대해 언급하며 논의를 마쳤다.

§

제3세션의 마지막 토론자는 임장혁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교수로 각 세션 발

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는 학계의 연구자들에서부터 시민운동가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발표자들의 논의에 대해 언급한 후, 자신은 무형문화유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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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자의 위치에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인도의 문화 지도Cultural Atlas of India에 대한 첫 번째 발표에 대해 한

국 정부가 2000년 한국에서 이와 유사한 문화유산 지도를 만들려고 시도했었기 

때문에 흥미를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지도제작 과정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들은 무형문화유산의 특정 위치

를 지정할 수 없었다. 그는 무형문화유산지도를 제작하는 작업은 지리학적인 민

족성이나 사람들의 언어 범위에 대한 지도를 제작하는 작업과는 다르다고 설명

했다. 무형문화유산은 숫자나 양으로 표시하는 것처럼 쉽게 지도로 제작할 수 있

는 것이 아니다. 지도 형태로 지리 및 환경적 요소들을 표현하기가 너무나 어렵

기 때문에 국립문화재 연구소는 2000년에 이 프로젝트를 폐기했고 대신 무형문

화유산에 대한 책을 편찬했다. 임 교수는 인도의 문화 지도가 무형문화유산의 지

도 제작에 있어 많은 국가들에게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갈라 교수의 무형문화유산 박물관에 대한 발표에 관해 무형문화유

산 박물관은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해 효율적·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물론 베트남의 환경박물관이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긴 했지만 말

이다. 그는 박물관 안의 유산이 10~20년 후에도 여전히 보존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유형으로 박물관 안에서 대중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임 교수는 그라디스 소장의 발표와 관련하여 무형문화유산의 보

호를 둘러싼 NGO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행해지

는 주 정부의 환경 파괴에 맞서 무형문화유산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NGO의 필요

성을 강조했다. 이런 의미로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을 긴급보호목록에 등재

시켜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유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그

리고 이런 점에서 NGO가 긴급보호목록 등재를 장려하는 데 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 § §

제3세션 지정토론 후 공개토론이 이어졌다.

박물관과 무형문화유산 

갈라 교수는 박물관을 활용하여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할 때 무형 유산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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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형 유산에 집중된 전통적 박물관을 만든다면 실제로는 무형문화유산에 

이롭지 못할 것이라는 임 교수의 견해에 동의하였다. 그는 이어서 하롱 환경박물

관Halong Ecomuseum은 실제 박물관 소장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전혀 다른 종류의 박

물관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환경박물관은 기록과 세대간 전승을 통해 어부 공동체

의 무형문화유산을 긴급히 보호하는 활동을 하는 공동체 내의 유동적인 시민공간

이다. 

그는 이러한 유동적인 문화 공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적으로 버틸 수 있을지

에 대한 질문이 계속 제기되어왔다고 언급했다. 지금 상황으로는 대략 향후 20년

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갈라 교수는 어떤 사람도 100년 전의 전통의상을 입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지

적하며 어떤 사회도 그 시대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변화하는 것

이 당연하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소유권에 대해 강한 인식을 가지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자기 자신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물론 세계

화와 관광이 야기하는 원심분리적인 힘이 무형유산과 공동체를 분리시키기도 하

지만, 정체성이라는 힘이 존재하고 이들을 다시 묶어내려는 인식도 존재하기 때

문에 이러한 긴장관계를 조정하여 변화가 공동체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문화 센터의 역할이다.

무형유산 보호에 있어서 NGO의 역할

그라디스 소장은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NGO가 유네스코에 상황을 직

접 설명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임 교수의 언급에 답변했다. 그는 

NGO의 기능은 자문 기관 역할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GO가 시민사회의 

특정 부분을 대변하기는 하지만, NGO가 시민사회는 아니기 때문이다. 무형유산

협약에 따라 공동체가 유산 보호 과정의 중심에 서게 되었지만, 시민 사회 단체

들은 공동체의 역할을 맡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역할을 후원하고 격려하여 공

동체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한다. 

협약에 따르면 공동체는 유네스코 긴급보호목록이나 대표목록에 등재하도록 

유산을 직접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유산이 이 목록 중 하나에 등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NGO는 공동체가 정부에 압박을 가하여 이것을 이루도록 조정

할 수 있다.

그라디스 소장은 청소년들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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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에콰도르Ecuador 카나르Cañar 지역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들은 문화재 

부흥 운동을 통해서 공동체에 되돌아온 사람들의 통합과 사회적 불균형 현상을 

해결한다. 그는 이러한 방법으로 NGO는 무형문화유산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의 

시도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종합토론

종합토론에 앞서 이번 회의에서 서기를 맡은 갈라 교수의 보고서 발표가 있

었다. 이 보고서는 부록 2에 수록되어 있다.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기구의 활동과 역할

이크라모프 사무총장은 정보 및 네트워킹이라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중대

한 역할에 대한 실질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이크라모프 사무총장은 2003년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이행, 국가 차원의 등재 

신청과 다국적 등재 신청의 불균형에 대한 논의, 회원국들의 국가 차원의 등재 

신청 관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아·태무형유산센터가 지역적 작업에 착수하고 

지역 단위의 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 작업에 정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로써 

카테고리 2 기구는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며,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지역 센터라는 권한으로 좀 더 큰 범위의 지역적 협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크라모프 사무총장은 태평양과 아시아에서 시행할 수 있는 두 가지 프로젝

트의 사례를 들었다. 태평양에서는 지역적 등재 신청을 위해서 토착 지식 형태의 

해양 항해 개념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토착 지식은 무형유산협약 이행 과정

에서 경시되고 있는 영역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매우 중요한 유산의 등재를 이

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항해라는 개념은 공동체가 인간 사회와 전 세계 그리고 

주변국과 접촉하기 위한 매우 유용하며 중요한 도구이다. 이크라모프 사무총장

은 뉴질랜드의 지원으로 제작된 항해에 대한 DVD나 멀티미디어 프로젝트가 종

전에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크라모프 사무총장은 또한 서아시아와 극동아시아에 걸쳐 있는 다도 문화

에 대해서 아시아의 지역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다도는 공동체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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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존재하는 아시아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는 사회 관습 

영역에 대한 지역적 협력을 증진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아이까와-포르 자문관은 다국적 등재에 대한 이크라모프 총장의 제안에 대

해 새로운 센터가 최초의 무형문화유산 카테고리 2 기구인 CRESPIAL의 성공

적인 사례에 기반하여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페루에 있는 

CRESPIAL 센터는 8개 국가와 협력하고 있으며 아이마라Aymara 공동체의 무형문

화유산 보호 모범 사례,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을 등재하기 위해서 다국적 등

재를 신청한 바 있다.

이크라모프 사무총장은 아·태무형유산센터가 유엔 기관들과 협력하여 “하

나로서의 유엔UN delivering as One”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을 수행할 것을 제

안하였다.

이크라모프 사무총장은 전 노벨상 수상자인 방글라데시 그라민 은행의 무하

메드 유누스Muhammad Yunus 총재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시골 지역의 빈곤을 퇴치

하고자 유누스 총재가 개발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담보 소액대출 시스템에 대

해 설명하였다. 이를 모델로 삼아서, 우선적으로 숙련공, 장인, 연행자들을 지원

하는 무형문화유산 소액 대출 프로젝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크라모프 사무총장은 새 천년 개발 목표와 관련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역할

을 생각할 때,  아·태무형유산센터가 빈곤퇴치를 위한 시각에서 무형문화유산

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유엔기관과 함께 “하나로서의 유엔”의 수행을 증진할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는 무형문화유산이 지속가능

한 발전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대화를 위한 기회 창출

만차차리타디푸라 차장은 갈라 교수가 지적했듯, 무형문화유산을 위한 만능 

해결책은 없지만 같은 사물에 대하여 다른 측면을 볼 수 있는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이론과 지식 측면에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함께 나아갈 방법을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만차차리타디푸라 차장은 이런 종류의 회의가 더 많이 개최되기를 희망했다. 

정부간 회의에서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배우거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데 비해, 이런 종류의 회의가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성과를 거두기 때문이다. 

그는 추후 개최될 회의가 무형유산협약 비회원국들에게도 개방되어 유네스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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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이면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

다. 그는 특히 아·태무형유산센터의 박성용 소장과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

하였다. 또한 앞으로 센터와 더 많이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센터의 성

공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협약 간의 연결고리 찾기

우르트나산 사무총장은 1972년, 2003년, 2005년 협약 등 문화 분야 유네스코 

협약에 대하여 발표했다. 이들 협약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2003년 협약과 2005

년 협약은 연관성이 꽤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 내에서 이들의 연관관계에 

대한 논의가 거의 전무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우르트나산 사무총장은 지역 센

터가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이행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만큼 지역 센터에서 이러

한 문제를 제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기구간 협력 활동

우르트나산 사무총장은 아태지역의 3개 지역 센터가 정보와 네트워킹, 연구, 

훈련 등 기능에 따라 분류되긴 했지만, 사실 무형문화유산 관련 활동을 이런 식

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센터가 향후에 공동 작업으로 회원

국, 지역, 세계와 공동 활동을 해나가고 정보를 공유할 것을 권장하였다. 우르트

나산 사무총장은 또한 회의나 협력 등 지역간 활동이 유럽, 아프리카, 기타 지역

과의 공조 하에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간 대화 및 공동체 참여

그라디스 소장은 유럽 국가의 유일한 대표이자 유럽 국가위원회의 부위원장

으로서 아태지역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역동성과 관심을 목격한 것이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유네스코의 임무가 더욱 넓게 실현될 수 있도록 이 지역에서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할 것을 장려했다. 문화 간 대화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필

수적인 만큼 그는 모든 사업에서 무형문화유산 보유자와 공동체의 참여를 촉진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활발히 참여해야 한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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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

듀벨 과장은 아·태무형유산센터의 박성용 소장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했

다. 그는 이 자리를 통하여 자신과 유네스코는 향후 박 소장과 센터가 역동적인 

활동으로 네트워킹과 정보 공유라는 도전적인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으리

라는 전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본 회의를 통해 상호 표현과 정보 공

유에서 진전이 있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고 역

설했다.

박 소장은 아·태무형유산센터를 대표하여 본 회의가 의미 있고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게 해 준 참가자들과 참관자들에게 감사를 표명했다. 박 소장은 이 회

의에서 다양한 시각이 제기된 것과 무형문화유산 보호 분야의 향후 협력과 개발

의 잠재력을 발견한 것에 대하여 무한한 기쁨을 표현했다. 박 소장은 이 회의에

서 제기된 건설적인 의견과 제언들을 아·태무형유산센터의 향후 활동에 반영할 

것을 약속하였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보와 네트워킹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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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여러분에게 이 도전적이고 시의적절한 회의의 마지막 세션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이 시간은 회의의 마지막 세션이지만 지

금이야말로 아태지역과 전 세계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증진이라는 우리 공동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긴 여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을 소개해 주신 종합토론의 좌장 세실 듀벨 유네스코 무형유산과 과장에

게도 감사를 드린다. 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지닌 참가자들의 

발표가 있은 후 마지막 세션에서 발언을 한다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회

의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는 다양한 논쟁, 주장 그리고 비판을 통해 전 지구적인 

동시에 지역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회의가 개최된 한국의 풍부한 경

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우리가 이 분야에서 기울여 온 노력을 잠시 되돌아 볼 수 

있었으며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었다. 본 보고서의 서두에는 개념적인 성

찰과 논의를 기술하고 있는데,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단, 필자의 보고서에는 발언자의 이름을 모두 거명하지는 않는다. 

각기 다른 분야의 배경을 가진 전문가, 정부 관계자 그리고 공동체가 모여 진

행된 이번 회의는 발표와 토론을 통해 무형유산협약과 이행지침에 관해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 우리는 

서기보고서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곳에 시작이 있다

아마레쉬와르 갈라 교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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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측인 아·태무형유산센터가 보여준 원활한 회의 운영과 호의에 깊은 감사

를 드리며, 특히 박성용 소장과 직원들, 자문위원장인 임돈희 교수, 문화재청 이

건무 청장에게 감사를 전하는 바이다. 본 회의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무형유산보

호의 과제와 기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진했다. 아이까와 교수와 듀벨 

과장이 이곳에 모인 전문가들과 시종일관 자리를 함께 하였다. 우리는 이번 회의

에서 협약이 채택되고 이행되어 온 과정과 목적, 이행 지침에 대해 논의하고, 이

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관심과 기회를 확인했다.    

지난달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무형유산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연설을 통해 

10년 전 자신이 유네스코 사무총장으로 부임했을 당시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의 

관리에 있어 균형을 유지해온 경험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0년간 유·무

형유산을 다루는 방법의 균형을 찾고, 남북의 국가 사례들을 통해 문화간 대화라

는 새로운 성과를 이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전체적으로 주제토론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임돈희 교수는 아태

지역이 탈식민주의적 사고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태지역은 더 이상 식

민지배를 받고 있지 않고, 각자의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관행에서 벗어

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유산에 대해 사고하는 방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임 교

수의 발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근원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논쟁

거리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탈식민주의 담론은 자유국가이자 독립국가인 인도에서 태어나 교육받고 뉴

델리 자와하랄 네루대학교에서 유엔 탈식민지화 과정의 마지막 시기에 교육받은 

필자와 같은 사람에게는 특히 중요하다. 인도는 아태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

가지로 식민지 경험에서 나온 패권주의적인 유산관리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떠안고 있다. 이런 유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황폐화된 

유럽의 관심이었던 서구식 유산사업이 급속한 성장과 기부자나 구호단체를 통해 

세계로 퍼져 나가면서 더욱 복잡해졌다. 이런 낯선 지식체계의 유산은 하나는 자

연, 다른 하나는 문화라는 병행 과정 속에서 가장 명백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

해 1972년 세계유산협약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국제문화발전위원회가 세계유산지역을 분석 했을때, 아프

리카에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사례가 드물었다는 사실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다. 유럽에 세계유산이 많은 이유는 세계유산협약의 선정기준이 유럽적인 

관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1994년 일본 나라Nara에서 개최된 나라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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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러서야 무형유산에 대한 인식과 진정성 개념을 검토하게 되었다. 유산보존

에 있어 영속성과 진정성의 불이원성 원칙을 통해 진정성이 문화적으로 맥락화

되는 것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다른 유산의 가치나 판단 기

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무형유산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체

계적인 개입이 논의된 것은 이 때가 최초이며, 이는 세계유산협약의 이행 과정에

서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필자는 지속가능한 유산의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에 대해 발표하면서 도

표 하나를 제시하였다. 이 도표는 실제로 나라 결과보고서로도 출간되었다. 저작

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표는 터키 크리크 근처, 크로커다일 홀의 모래, 북서 

오스트레일리아의 킴벌리에 살던 200개 공동체 출신의 원주민 노인들이 고안한 

것이다. 이 그림은 선조들에 의해 구전된 ‘문화는 땅에 쓰인 지도이다’라는 말처

럼, 원주민들이 그들의 유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설명

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지도를 읽으려면, 무형유산의 수호자들에 대해 알아야 한

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연관성과 세계관, 그리고 무형유

산이 그들이 호흡하고 선조들의 지혜를 통해서 지속성을 찾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는 땅과 집단정체성 그리고 땅에 종속된 문화적 자긍심에 대한 

인식이다. 우리는 2007년 9월 채택된 ‘토착민권리에 관한 유엔선언’에 의거하여 

토착민 공동체의 무형유산을 시급하게 보호해야 한다.

듀벨 과장이 언급했듯이, 이번 회의는 지난달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무형유산

협약 하에 대표목록과 긴급보호목록의 첫 등재가 결정된 정부간위원회 회의 후

에 열린 최초의 국제회의라는 점에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제 

잠시 멈추어 생각할 수 있는 이정표에 도달했고, 듀벨 과장이 조심스러운 관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담론을 형성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논의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어떤 공동체의 이해당사자나 

전문가와 연구자들에게는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방

적, 지역적,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

로 범위를 정하고 모색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우리의 공

통적인 관심사는 대표목록과 달리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된 무형유산이 적었다는 

점이다. 역설적이게도 긴급보호라는 것이 무형유산협약의 초안 작업에 추동력을 

제공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향후 10년 동안 우리가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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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숙했던 세계유산협약에 관한 지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왜냐

하면 수많은 훈련 프로그램과 다양한 매뉴얼, 많은 예산이 유네스코에서 가장 영

향력 있는 국제규범 중 하나인 세계유산협약을 장려하고 강화하는 데 쓰이고 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참가자들은 우려를 표했으며 무형유산협약의 보

호를 위해 이 점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이까와 자문관은 

세계유산협약의 핵심이 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무형유산협약의 주요사항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무형유산협약에는 무형유산간의 위계가 존재하지 않

는다. 듀벨 과장과 모든 참가자들은 무형유산의 전달자와 전승자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진정성은 무형유산협약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서 작용하지는 않는다. 

무형유산보호에 있어 유적과 사물에 집중하는 지배적인 생각은 적절한 역량

강화 방식을 통해 공동체 중심의 사고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모

든 것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파트너십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즉 주요 이해당사

자, 그리고 무형유산의 전승자가 있으며, 그 다음으로 연구자나 기관, 전문가, 무

형유산의 긴급 보호를 도와주는 촉매자의 역할을 하는 광범위한 인력이 있다. 마

지막으로 보호과정에서 협력 메카니즘을 제공하는 정부나 국제기구들이다. 자크 

데리다Jacque Derrida는 이러한 프로젝트는 끝이 없다고 언급한바 있다. 무형유산의 

보호는 계획이나 일반적인 관례에 기초한 이정표적 접근법이 존재할 수 없으며, 

무형유산의 보호활동은 지속되는 유기적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가자들은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우리는 무형유산협약의 보호와 이

행을 위한 NGO의 역할에 관해 논의했다. 아부다비에서 열린 유네스코 정부간위

원회에서는 NGO와 공동체에서 참가한 전문가들이 모여 NGO 회의를 개최했다. 

국제사회과학협회에서 근무하는 젊은 멕시코 동료인 크리스티나 아메스쿠아Ms. 

Cristina Amescua는 NGO 대표 발언문을 통해 시민사회의 메카니즘을 묘사했다. 몇

몇 나라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공동체 기반 기구CBO의 참여였다. 아부다비에

서는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NGO나 CBO의 참여가 전혀 없었다. 필자는 5년간의 

남아프리카 공동체 참여 경험을 통해 CBO가 아프리카에서 매우 긴밀하고 영향

력 있는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비슷한 예로, 아직 아태지역에

서도 시민사회 메카니즘이 관찰되거나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유산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NGO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2002년 요하네스

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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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엔 심사관accreditation officer이 정상회의에서 심사과정을 진행했을 때 지속가

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권력 관계에 대해 놀람과 동시에 실망

을 감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상회의에서 상당수의 NGO는 북미나 서유럽에서 

온 참가자들이었다. 리오 지구정상회의의 주요 결과물인 ‘지역 아젠다 21’은 이러

한 국가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그랬듯이, 우리는 공동체가 스스로 만드는 메카니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했다. 

NGO를 지원하는 기부자들은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인지하는 한편, 그들의 개입이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 아닌지를 고려해야 한다. 2005년 ‘원조효과에 관한 파리선언’과 관련 아크라 

실행지침은 기부에 있어 윤리적인 관행을 요구한다. 2002년 요하네스버그 정상

회의의 주최인 엠베키Thabe Mbeki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참여를 위한 역량강화의 

기본틀로 아프리카 르네상스의 철학을 주창했다. 이 자리의 참가자들은 다른 지

역으로부터의 배울 것을 언급했으며 이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

리는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지식과 경험을 다른 지역과 나누어야 할 것이다. 

어떤 참가자들은 유산산업heritage industry에 만연하는 잘못된 이해와 고정관념

이 팽배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어떻게 우리가 식민시대와 탈식민지 건설과 같은 

양분론적인 폭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들은 유형과 무형, 자연과 문화, 동산

과 부동산, 전통과 현대를 포괄한다. 어떻게 우리가 아태지역과 다른 지역의 문

화다양성의 맥락을 인지하고 발표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아태지역에서 강력하

게 인식되고 있는 이원론을 논할 때는 비판적인 사색이 필요하며, 전통지식 체계

를 통한 교정 작업은 통합적인 접근법이 요구된다.

진정성, 우수성, 미학, 중요성, 걸작 등과 같은 용어는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

한 비판적인 도구를 제공하며 질적인 확인은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는 서로 다른 

의미와 중요성을 가진다. 흔히 문화다양성은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고들 한다. 우

리 앞에 놓인 과제는 다양한 문화적 의미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 도구를 개발하

는 것이다. 문화간 대화는 문화공동체와 다양한 이해당사자 그룹 사이에서 중요

성이 커지고 있다. 특정 무형유산을 존중하는 것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

는데, 문화간 대화를 제한한 채 무형유산협약만을 증진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우

려에 대해 먼저 논의하는 것이 무형유산협약이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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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까와 자문관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개념적 엄격성이 필요하다는 것

이다. 우리는 무형유산 사례를 탐구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언어와 공동체의 맥

락에서 무엇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존중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보호해

야 하는 유산이 진화한다는 공동의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의 첫 

번째 목소리First Voice의 지속성과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할 때, 그

들의 생명력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주어진 시

간 내에 살아있는 유산을 기록화하고 목록화하여 고정화할 수 있을까? 마지막 패

널 토론에서 한국학자들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렇다면 

공동체에서 무형유산의 생명력 그리고 지속가능한 유산발전이란 무엇일까?

아태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공동체와 시민사회의 참여에 대한 이해와 전

달자, 개인, 연구단체의 개념 등을 통해 무형유산협약을 역량강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민주적인 협약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협약

에서 갈망해 왔던 바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이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헤이

그 협약에서 말하는 문화유산은 유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지역 문화적 

맥락에서는 문화유산을 매우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무형유산은 협약과 세계의 

문화다양성 회의에서도 수차례 언급되었듯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되어 있

는 아태지역의 문화다양성 존중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은 아태지역에서는 종종 언급되지만, 태평양 섬나라에서는 관심 

밖이거나 종종 잊혀지기도 한다. 태평양 섬 박물관협회에서 제정한 태평양 박물

관과 문화기관 윤리강령은 태평양에서 무형유산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틀을 제

공한다. 우리의 피지 동료는 First Voice를 통해 이들이 어떻게 피지의 14개 지방

에 걸쳐 있는 전통지식과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지도화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그는 무형유산과 공동체 안에서 지도화한 자료의 생명력

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과제라고 지적했다. 

‘공동체는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회의 중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1970년대 

문화민주주의가 장려되면서 연구자들은 공동체라는 개념을 다른 맥락에서 연구

하였다. 그러나 여기 모인 참가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개념은 무형유

산과 그 이익단체를 보호하는 이해당사자 공동체의 의식이란 공동체를 정의하는 

내부인의 시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리 박사는 공동체 역량강

화를 위한 적절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베트남에서는 생태박물관학을 

건설적이고 유용한 방법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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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고팔라크리슈난 박사는 이 부분을 상당한 과제로 생각했다. 공동체가 

어떻게 스스로를 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녀는 께랄라 행정구역을 이용했

는데 이런 행정적인 지역구분이 얼마나 유용할까? 우리는 문화지리학자들이 사

용하는 문화지역에 대해 논할 수 있을까? 공동체는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

을까? 외부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우리는 단 하나의 공동체

가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문화적 경계를 가로지르며 살아가는 다수의 공동

체이다. 이러한 질문들은 지금까지도 논의되어 왔고, 의심할 여지 없이 앞으로의 

유사한 논의에 있어서도 초점이 될 것이다. 정의한다는 것은 아마도 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해된 의미를 담는 것일 것이다. 아태지역의 몇몇 

언어에서는 ‘사람과 사람들’ 이 비교할 수 있는 용어들로 사용된다. 

2003년 무형유산협약은 다른 어떤 협약보다도 훨씬 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를 장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참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민사회 단체가 중요

한 역할을 하는 역량강화의 과정을 말하는 것인가? 비록 우리가 강력한 공동체의

식을 가졌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지구화의 힘을 망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면, 

어떻게 무형유산과 공간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의식을 타파할 수 있겠는가? 결국 

우리는 그 틀 안에서 반응하는 것이다. 왜냐면 공동체의 회복력은 생존과 그들 

자신의 문제를 다루고 개인이 어떻게 공동체, NGO 그리고 CBO에 참여할 것인

가와 같은 전반적인 문제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 좋은 사례란 무엇

인가? 여기 모인 몇몇 사람들이 강조한 바와 같은 적절한 사례를 미래에 그려 낼 

수 있을 것인가?   

자원봉사volunteerism의 개념과 사회적 책임의 개념도 몇몇 참가자들에 의해 언

급되었다. 이는 무형유산보호활동과 공동체의 핵심적인 책임이 중요한 부분이

다. 그러나 자원봉사는 서구에서 인식되는 개념이지, 대부분의 아태지역에서는 

생소하다. 대신 이 지역에서 사회적 책임과 세대간 책임에 대한 의식은 매우 강

하다. 하지만, 이해관계로 얽힌 공동체 안에서 무형유산의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지역에서 도입한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그려내고 다양한 지식을 나누어야 한다.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 목록과 함께 기록화 작업이 논의 주제로 대두되었다. 

세계박물관협의회 기록위원회는 무형유산을 다루는 새로운 방안의 필요성에 대

해 언급했다. 캐나다 오타와에 소재한 캐나다 문화유산정보네트워크CHIN는 문

화다양성과 무형유산의 기록화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기록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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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 또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표준화가 무형유산의 문화적 

다양성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지적되었다.  

주최측인 아·태무형유산센터는 무형유산의 기록화, 목록화 사업을 통해서 

몽고, 베트남, 인도와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이행해 왔다. 이러한 프로젝트와 앞

으로 진행될 프로젝트는 리 박사가 강조했듯이 역량강화를 위해 매우 유용하다. 

참가자들은 목록개발에 있어서 위계를 세우거나 등급을 매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으며, 이는 협약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적, 문화재적 권리에 관한 질문이 관심을 끌었다. 대부분의 참석자

들은 이 분야의 문제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데 공감했다. 세계지적재산권

기구의 벤드랜드 과장과 한국 참가자들은 다른 시사점을 제안했고 토론 과정에

서 무형유산의 보호를 위해 전승자와 전수자의 권한위임과 불위임 과정을 검토

해야 한다는 과제가 도출되었다. 벤드랜드 과장이 지적했듯이 '문제의 핵심은 우

리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토착적이라는 개념은, 태평양지역에서는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많

은 나라에서 이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여전히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

다. 무형유산협약,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보편선언, 그리고 유엔토착민 권리에 

관한 선언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입장이 있었다. 언

어다양성과 무형유산의 취약성 그리고 언어 유산이 토착민 사이에서보다 더 명

백하게 드러나는 곳은 없다. 생명력이라는 것은 자신의 언어적 그리고 문화적 맥

락에서 무슨 의미를 지니는 지에 대한 토론과 논의를 위한 중요한 이슈이다.  

마지막으로 불교문학의 자타카Jakata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다. 이것은 코끼리

를 보고 싶어하는 일곱 명의 장님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고타마 부처에게 관한 

이야기다. 한 명은 코끼리 다리를 잡고 ‘아,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네’라고 생각

했고 다른 이는 코끼리 꼬리를 잡고 ‘아, 코끼리는 부채나 총채 같다’라고 말했고, 

다른 이는 귀를 만지고 ‘코끼리는 곡식을 거르는 통처럼 생겼다’고 했다. 그렇게 

각각 코끼리의 다른 부분을 만지고 코끼리에 대해 아는 것에 만족한 것이다. 이

는 어쩌면 열반nirvana에 관한 이야기일수도 있지만, 무형유산보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데에는 한 가지 방법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는 유산의 발전을 위해 생각하고, 진실을 밝혀내고 현재의 접근법에 대응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어떻게 무형유산을 보호해 나가기 원하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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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엇이 보호이고 주요 공동체에서 생명력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역할을 고려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하는 문화다양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이번 회의와 같은 포럼, 토론, 소통의 장이 더 많이 필요하다. 아태지역의 다

른 두 센터의 책임자인 일본에서 온 시게유키 미야타 부장 그리고 중국의 지앙 

동 단장을 초청한 데 대해 한국 아·태무혀유산센터 측에 축하 인사를 전한다. 

이란의 센터와 함께 아태지역은 무형유산분야 4개의 센터가 설립되게 된다. 다

시 말하자면, 아태지역에는 세계인구의 60%가 살고 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상호 보완 협력할 수 있는 카테고리 2 센터가 다수 필요하다. 또한 이들의 활동에 

태평양 국가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태평양 지역은 인구의 90%가 토착민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언어유산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다. 태평양국

가는 종종 세계에 존재하는 물의 1/3을 차지하는 수중대륙이라고도 불린다. 무형

유산인 보카 모나Voka Mona는 주요 유네스코 프로젝트이자 현재 순회전시의 중요

한 주제인데, 태평양지역에서 무형유산과 그 다양성을 언급하면서 독특한 섬나

라의 단합을 이끌어냈다.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끈 박성용 소장의 노고를 언급해야 하겠다. 또한 

이번 회의를 상호 소통적이고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에 대해 박 소장과 센터 직원

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이번 회의를 통해 

특히 지난달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무형유산 대표목록과 긴급보호목록의 첫 번째 

심사 이후에 우리가 무형유산협약과 그 적용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

를 제공하였다. 박 소장이 그의 기조연설에서 강조했듯이, 정보의 공유와 전략적

인 네트워크는 아태지역 무형유산보호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그는 협

약, 조약, 헌장, 선언, 권고문과 같은 국제규범에 우리의 경험을 반영할 것을 요

청했다. 아·태무형유산센터와 지역의 다른 카테고리 2 기구들은 아태지역의 무

형유산 보호를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이들이 인류 

공동의 유산인 아태지역의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고, 협력할 것

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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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차장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국장 역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실장 역임

·유네스코 무형유산과 과장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사무관

· 유네스코 사무총장 연설문 작성 및 문화관련사안 전담 (2003 무형문화

유산보호협약, 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제정)

·2009 아·태무형유산센터 국제회의 종합토론 좌장, 기조발제

· 아·태무형유산센터 소장

· 태평양·문화다양성연구소 국제사업조정관 역임

· 호주 그리피스대학교 문화예술미디어대학 선임연구원 역임

· 2009 아·태무형유산센터 국제회의 제3세션 좌장, 기조발제

▶ 김찬

▶ 세실 듀벨

▶ 박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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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네스코 문화과 사무총장보 자문관

· 일본 동경 국립 정책연구대학원대학 초빙교수

· 유네스코 무형유산분과 과장 역임

· 2009 아·태무형유산센터 국제회의 제2세션 좌장

· 동국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 아·태무형유산센터 자문위원장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선정 국제심사위원 역임

· 인도네시아 크리스사무국 차장

· 유네스코 인도네시아위원회 자문관

· 인도네시아 바틱 박물관 연구소 자문관

▶ 노리꼬 아이까와-포르

▶ 임돈희

▶ 가우라 만차차리타디푸라

· 유네스코 우즈베키스탄위원회 사무총장

· 우즈베키스탄 외교부장관 외교연수 자문관 역임

· 유네스코 MOST사업 정부간위원회 사무국 부국장 역임

· 2009 아·태무형유산센터 국제회의 제1세션 좌장

▶ 알리셔 이크라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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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 문화부 부장(동남아시아 문화 프로그램 담당)

· 유네스코 본부 무형유산분과 고문 역임(아·무형유산 사업 담당, 2001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포제도’ 시행)

· 유네스코 과학분야 LINK사업 참여(2003)

▶ 팀 커티스

· 인도 연행예술유산진흥회 회장

· 인도 뉴델리 국립교육기획운영 대학교 교수

· 유네스코 파리본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인도 대표

· 피지 원주민부 피지언어문화연구소 연구원

· 피지 노다 가우나 피지 텔레비전 유한회사 프로듀서 역임

· 피지 교육부 레부카공립학교 언어과 과장 역임

· 호주 퀸즈랜드대학교 박물관학과 교수

· 국제박물관협회 크로스컬쳐 태스크 포스팀 팀장

· 태평양아시아 문화다양성 연구소 창립단장

· 2009 아·태무형유산센터 국제회의 종합토론 서기

▶ 수다 고팔라크리슈난

▶ 시미오네 세부드레드레

▶ 아마레쉬와르  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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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전통지식분과 과장

·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Webber Wentzel 법률회사 파트너 

·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비트바테르스란트 대학교 강사 

(저작권 및 상표법)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아·태무형유산센터 자문위원

· 유네스코 본부 외부전문가(인간문화재제도 타당성 조사와 자문, 베트

남 문화정보부 문화유산국)

· 유네스코몽골위원회 사무총장

·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몽골위원회 위원장

· 유네스코 세계유산 몽골위원회 위원장 역임

▶ 벤드 벤드랜드

▶ 박상미

▶ 노로브 우르트나산

· 스위스 미래를 위한 전통 연구소 공동창립자 및 소장

· 프랑스 NGO-유네스코간 연락위원회 연구소대표

· 스위스 문화다양성을 위한 연맹 부회장

▶ 디에고 그라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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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재연구실 실장

· 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 과장 역임

·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유산국 부국장

(문화유산 보호 및 발전 정책, 전략 수립 담당)

· 베트남 문화정보부 보존박물관학과 박물관운영실 실장 역임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베트남 대표

· 일본 동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유산연구부 부장

· 일본 동경문화재연구소 예능부 민속예능연구실 실장 역임

· 일본 문화청 문화재보호부 전통문화과 문화재조사관 역임

▶ 송민선

▶ 레티민리

▶ 시게유키 미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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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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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교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분과 문화재전문위원

· 국립 민속박물관 전시과장 역임

▶ 임장혁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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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기획단 단장

· 주 나이지리아 중국 대사관 문화외교직원 역임

·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동아시아법연구소 Visiting Scholar 역임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원 역임

▶ 지앙 동

▶ 이철남

·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교수

· 한국박물관학회 사무국장/부회장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분과 문화재전문위원 역임

▶ 최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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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태무형유산센터 연구조사팀장

· 국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재연구실 전문위원 역임

· 연세대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강사 역임

▶ 박원모

토
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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